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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 Research Methods는 연구 방법을 교육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새로운 방법을 배우거나 
발견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통합 온라인 리소스입니다. 

SAGE Research Methods에는 사례 연구와 
교수용 데이터셋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영상을 통해 
실제 세계에서의 적용과 수많은 질적, 양적 연구 방법의 
직접 실천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사회	과학	분야의	광범위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1000권		
	 이상의	SAGE 도서,	참고	문헌,	저널	기사의	전문을 무제한  
 이용 가능

•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QASS:	사회	과학의	양적	접근)	총서,	“Little Green Books”		
	 전권	독점	제공

•	 저명한 SAGE 연구	방법론	저자들에게	특별	의뢰한	50개의	간략한  
 동영상 

•	 고급 검색 및 검색 도구	-사용자	맞춤	검색,	방법	간	관계를	시각화한		
	 Methods Map	등	

연구 방법에 활기를 불어넣으십시오

SAGE Research Methods Video에는	130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영상의	60%는	SAGE
에서만	독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사용	지침,	사례	연구	
동영상,	전문가	인터뷰	등을	보실	수	있고,	전반적인	연구	
방법과	통계	커리큘럼을	다룹니다

동영상은	연구	방법에	활기를	불어	넣는데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은	표적	집단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글로	읽는	대신	실제	사례를	동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	전에	미리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함으로써	교실	토론을	
촉진할	수	있고,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강의	관리	
시스템에	추가하여	복습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15시간 분량의 기초 통계학 강좌 
•	 저명한	국제 편집 자문 위원회와	협력	개발
•	 Kathy Charmaz, Sara Delamont, David Silverman,  
 Ian Shapiro	등의	전문가 인터뷰 및 튜토리얼 동영상 
•	 NatCen, Ipsos Mori, Pew Research Centre	등	유수		
	 연구	센터에서	제작한	간략한	다큐멘터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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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의 적용 사례를 찾거나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SAGE Research Methods Cases는	세계적인	연구	방법론	
출판사	SAGE가	특별	의뢰한,	실제	사회	조사에서의	수많은	사례	
연구	모음입니다.	Cases는	연구	결과가	아니라,	연구	결과를		
얻는	데	방법이	어떻게	선택되고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Cases는	 연구	 방법의	 교수	 및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강의 내용에 적합한 사례

• 학습 목표 및 교실 토론을 이끌거나 과제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론 질문  

• 건조한 이론적 방법이 아닌 실제 세계를 보여 줌 

• 프로젝트 진행 중 연구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미묘한 차이,  
 실제 결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음  

• 분야 및 학문적 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직접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분석 기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AGE Research Methods Datasets은	사회	과학	분야의	
양적	및	질적	분석	방법의	교수	및	독립적	학습을	지원하는	데이터셋	
모음입니다.	국가	및	국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크기와	복잡성을	간결하게	줄임으로써	교수	및	독립적	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새로운	방법론을	배우거나	오래된	
방법론을	다시	배우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	 양적/질적 데이터셋

•	 모든 주요 사회 과학 분야(경영,	교육,	보건,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을	다룸	

•	 흥미와 최신성을	고려하여	설계	

•	 다양한	통계	및	분석	기법이	개별	데이터셋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줌	(how-to guide)

Cases, Datasets, Video 는  
SAGE Research Methods 플랫폼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며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SAGE Research Methods 활용 방법:
교수
• 여러분과 여러분의 학생들은 1000권 이상의 SAGE Methods  
 도서와 저널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 Blackboard 및 기타 온라인 강의 관리 도구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 과제 샘플을 통해 학생들이 개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연구 보고서를 감독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교수진에게 도움을 줍니다

•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학문적 수준을 지원합니다

연구
• 유수의 연구 저널에 게재될 수 있는 방법론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고급 방법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사회 과학의 양적 접근) 
 과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ries(양적 연구 방법  
 총서) 전권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학생 및 연구자들이 연구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대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 여러 학문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문의 주십시오:  
saplibrarymarketing@sagepub.co.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