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텐츠
SAGE Research Methods 는 자신의 첫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학부생부터 교수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Methods에는 사전 및 백과사전 항목, 단행본의 
각 챕터, 단행본 전문, 저널 논문, 사회학에서의 정량적 응용(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Little Green Books),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 시리즈(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ries, Little Blue 
Book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SAGE Research Methods Cases 
컬렉션에서는 사례 연구, SAGE Research Methods Datasets에서는 
다운로드 가능한 샘플 데이터셋을 입수할 수 있으며 SAGE Research 
Methods Video에서 스트리밍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이드
SAGE Research Methods의 단행본, 참조 자료, 저널 논문 및 
사례 연구는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헌검토 실시에 있어서 연구 
질문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작업에서부터 방법론을 선정해 
적용하는 데 이르기까지, SAGE Research Methods 컨텐츠는 
프로젝트의 정보를 각 단계마다 제공해 줍니다. 행동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 역시 총망라되어 있으며, 과학, 기술, 
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이 다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수행
찾고자 하는 컨텐츠 추천 검색 방법
용어나 개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전 또는 백과사전

특정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개요
단행본 전문(방법 개요를 검색할 
때는 Little Green Books와 Little 
Blue Books가 특히 유용함)

방법의 특정 측면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 해당 토픽을 다룬 단행본의 챕터

실제 연구 맥락에서 응용된 
방법의 실례 저널 논문 또는 사례

직접 실습 또는 과제/시험에서 
사용할 샘플 데이터셋 데이터셋

연구 방법의 실제 동영상

연구 설계

방법 선정

문헌 검토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작성



검색
홈 페이지의 빠른 검색란에 용어나 문구를 입력하거나, 고급 검색
(Advanced Search)링크를 사용하여 복수의 기준 및 불리안 질의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타이틀 옆의 아이콘은 
컨텐츠의 유형(단행본, 단행본의 
챕터, 사례 등)을 표시합니다. 오른쪽 
슬라이드 바를 사용하여 컨텐츠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학술 분야별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클릭한 후, 상단의 도구 메뉴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Reading Lists (Reading Lists
설명은 다음 섹션 참조)에 추가하고, 
인용을 내보내거나, 컨텐츠의 PDF 
다운로드, 항목 인쇄, 소셜 미디어 및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또는 PDF 
뷰어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Methods Map
Methods Map은 SAGE Research Methods에 나와 있는 방법과  
방법 용어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방법과 컨텐츠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컨텐츠 연결 링크와 함께 
화면 상단 가운데에 표시됩니다. 
상위어는 좌측에, 하위어는 우측에 
표시되므로 관련 개념 및 컨텐츠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Research Tool 링크를 통해 
Methods Map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aved Searches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디스크 아이콘을 사용하여 검색 기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Reading Lists 및 
Saved Searches
모든 SAGE Research Methods 사용자는 무료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Reading 
Lists 및 검색 기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버튼은 SAGE Research 
Methods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Reading Lists

연구 도구(Research Tool)메뉴에서 리딩 
리스트를 선택하면 다른 사용자가 만든 
공개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리딩 리스트를 만드시려면 컨텐츠 
또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내 리딩 
리스트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화 상자에 리스트명을 
입력하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내 리딩 리스트에 추가” 드롭다운 
메뉴에서 리스트명을 선택한 후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딩 리스트는 
사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공개 설정되어 있지만, 이를 
원치 않으시면 비공개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진은 Embed 기능을 통해 
온라인 연구 계획서 또는 강의 관리 
시스템에서 학생들과 리딩 리스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 리딩 리스트 또는 저장된 검색 기록을 
보시려면 내 프로파일로 들어가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cases
SAGE Research Methods Cases는 실제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된 
방법의 이야기로, 연구자들이 직접 기록한 연구 수행 중의 문제와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이 선택하여 사용한 방법에 대한 이유와 
연구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떠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와 같은 사후의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널 기사나 텍스트 북에서는 나오지 않는 연구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도서관에 접속 권한이 있을 경우, SAGE Research Methods의 
다른 컨텐츠와 함께 사례가 보이게 됩니다. 또는 methods.sagepub.com/
cases 에서 방법, 분야, 학문 수준에 따라 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에 포함된 내용:
l	 학습 목표 
l	 연습 및 토론 질문 
l	 연구 관련 게재 논문이 있을 경우 링크로 연결

datasets
SAGE Research Methods Datasets는 교수 데이터셋과 교육용 지침의 
모음집으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법과 자료 유형으로 색인된 주제 및 사례 데이터셋은 
수업 실습 또는 시험에서 사용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교수진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여러분의 도서관에 접속 권한이 있을 경우, 다른 컨텐츠와 함께 데이터셋이 
보이게 됩니다. 또는 methods.sagepub.com/datasets 에서 방법, 분야, 
데이터 유형에 따라 데이터셋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탭을 클릭하시면 샘플 데이터와 그에 수반되는 사용 설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적 
데이터셋은 다양한 통계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파일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video
SAGE Research Methods Video에는 튜토리얼, 사례 연구, 전문가 인터뷰 
등 약 13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들어 있으며, 모든 연구 방법과 통계학 
커리큘럼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연구 방법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표적 집단 연구 진행 방법을 글로 읽는 
대신에 동영상으로 실제 연구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전,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도록 지정하여 교실 토론을 활성화하거나, 강의실에서 클립을 
통해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서관에 접속 권한이 있을 경우, 다른 컨텐츠와 함께 동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또는 methods.sagepub.com/video 에서 방법, 분야, 
동영상 유형에 따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자막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全文)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Embed 버튼을 클릭하시면 강의 관리 시스템에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클립 만들기 도구를 사용하여 강의 또는 발표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 
동영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동영상 클립을 저장하려면 여러분의 계정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가이드

연구자의 필수 온라인 리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