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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ve.com/ 1

◾ 최초로 Peer-Reviewed된 비디오저널을 발행하는 출판사

◾생명과학, 의학, 화학및물리학, 환경과학, 발달생물학, 암연구, 

유전학등 각 분야의 각종 실험 및 연구방법, 교육내용을 비디오를

제작하여 제공

◾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실험 및 연구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 연구 시간 단축 및 연구비용 절약에 도움을 주고 있음

Journal of Visualized Experiments (JoVE)



JoVE콘텐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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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구의 재현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 및 연구방법에 대한 고품질의 비디오와 상세한 텍스트 설명 제공

◾실험 및 연구방법에 대한 요약, 초록, 실험 계획안, 실험 결과, 실험 도구 목록, 참고문헌 등을 HTML 및 PDF 형식으로 제공

◾대학원생 이상 Advanced Researcher의 연구 및 Teaching을 목적으로 제작

◾ PubMed, Medline, ChemAbstracts, SciFinder, Web of Science 및 Scopus에 색인됨

◾ Nature, Cell, PNAS, PLoS 등 많은 과학 저널에 인용

◾2019년 Impact Factor: 1.163,  Peer-reviewed 저널

Engineering (공학) : 
기계/전기공학 및 물리학 내 실험과에 초점을 두며, 재료과학과 화학·물리학간의 교류와 광학, 포토닉스 및 천문학분야로 집중 발행

Neuroscience (신경과학) : 
중심/말초신경계의 구조, 기능, 생리학 및 병리생리학에 초점을 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포함

2021년 KERIS 대학라이선스제공저널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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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ve.com/ 3

◾ 학부과정 수준의 분야별 핵심 개념과 기본 실험기법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디오로 제공

◾ 한국어, 중국어 등 13개 언어의 자막 지원 → 학부 및 대학원생 수업 자료로 활용 가능

2021년 KERIS 대학라이선스제공시리즈

Basic Biology (기초생물학) Physics (물리학) Engineering (공학)

Chemistry (화학) Psychology (심리학)



JoVE콘텐츠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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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소속이용자

-교내 : IP인증을통해교내홈페이지에서직접이용가능

-교외 : 기관 proxy 통해교내홈페이지에서직접이용

또는 RISS를통하여개인로그인후, 24시간언제든지이용가능

■비참여대학소속이용자

- RISS를통하여개인로그인후, 24시간언제든지이용가능



JoVE콘텐츠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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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소속이용자

-교내 : IP인증을통해교내홈페이지에서직접이용가능

-교외 : 기관 proxy 통해교내홈페이지에서직접이용

또는 RISS를통하여개인로그인후, 24시간언제든지이용가능

교외접속방법 (참여대학)

도서관홈페이지접속후교내이용자로그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JoVE 검색 또는 브라우징하여 JoVE 홈페이지 접속

이용자별 JoVE 개인계정으로로그인 (개인 계정생성 방법 본 매뉴얼 p. 7-9 참고)
기관 이메일 도메인을 이용해 기관 이용자들이 JoVE 개인 ID/PW을 등록해서 이용

기관 이메일 도메인을 통한 기관 인증은 출판사 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이메일 도메인과 기관 이용자들이 생성한 JoVE개인 ID 
이메일 도메인이 일치하면 자동으로 기관 인증이 되어 기관 이용자들이 관외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이메일 도메인만 가능, Gmail, NAVER 등 개인 메일은 기관 이용자로 인증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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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VE홈페이지이용방법



JoVE메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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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

JoVE Research & Education 
주제별 접근 가능

JoVE 계정 생성
상세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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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ERIS 대학라이선스
제공콘텐츠



JoVE개인계정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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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In 클릭

Create an Account 클릭 이메일 주소 및 문자 입력
Create Account 클릭

Email Address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JoVE 계정 활성화 이메일
발송

이메일 확인
Confirm Email Address 클릭

이름, 성, 패스워드, 
직업/역할 정보 입력 후
Create Accoun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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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비디오 : https://info2.jove.com/videos

https://info2.jove.com/videos


JoVE개인계정기능

• VIEW WATCH HISTORY - 재생했던 비디오 확인 가능

• FAVORITE ARTICLES - 스크랩 기능 - 비디오 오른쪽 하단에 별 표시 클릭

• CITATIONS LISTINGS - 인용정보를 확인했던 비디오 정보 저장

• MY TEST –JoVE TEST 기록

• ACCOUNT INFO – 패스워드, 소속 기관, 국가, 직업/역할, 분야 정보 업데이트 가능

• JoVE ACCESS – 액세스 가능한 콘텐츠 확인 가능

https://www.jove.com/

계정 사용자 명 클릭→MyJoVE 클릭

8



JoVE개인계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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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VE ID를소속기관의이메일로생성하면아래두가지에해당하는경우,
JoVE 개인계정로그인을통해교외접속가능

* 소속 기관이 KERIS 대학라이선스 JoVE Video Journal & Database 참여기관인 경우
* JoVE 출판사 시스템에 기관 이메일 도메인이 등록된 경우

※ 출판사 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이메일 도메인과 기관 이용자들이 생성한 JoVE개인 ID 이메일 도메인이 일치해야 가능
※ Gmail, Naver 등 개인 이메일은 기관 이용자로 인증 안됨! 



JoVE Research

https://www.jove.com/

• Peer-reviewed 저널

• 과학연구의 재현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 및 연구방법에 대한 고품질의 비디오와 상세한 텍스트 설명 제공
10

2021년 KERIS 대학라이선스제공저널 : 
Neuroscience, Engineering 



Jo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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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과정 수준의 분야별 핵심 개념과 기본 실험기법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디오로 제공
- 한국어, 중국어 등 13개 언어의 자막 지원 → 학부 및 대학원생 수업 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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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ERIS 대학라이선스제공시리즈 : 
Basic Biology, Physics, Engineering, Chemistry, Psychology



JoVE Research &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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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별
콘텐츠 분류

Popular Videos : 인기 비디오 순 정렬
Latest Videos : 최신 비디오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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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VE비디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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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페이지 검색창에서 키워드로 검색 가능

13



JoVE비디오검색결과

https://www.jove.com/

발행일, 저자, 기관정보, 주제로
재검색 가능

JoVE 비디오 아티클 JoVE Education 비디오

14



JoVE Research 비디오아티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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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Translation
Text 자동 번역 기능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지원

관련 비디오 제공

Chapters 
비디오 타임라인 확인 가능

* Video 모드

아티클 페이지 카테고리
V : Video 모드
T : Text 모드
※ Article 버튼 클릭하여

Text 모드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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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료 PDF로 다운
• 실험 재료 목록 다운
• 인용 정보 확인

관심 아티클 스크랩
MyJove 페이지> FAVORITE ARTICLES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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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VE Research 비디오아티클페이지
* Text 모드

아티클 페이지 카테고리
T : Text 모드
V : Video 모드
※ Play Video 클릭하여

Video 모드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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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아티클 페이지 하단에서
Reference 목록 확인 가능
- PubMed, Google Scholar 등 링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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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VE Research 비디오아티클페이지

아티클 초록, 소개, 실험 프로토콜, 
결과, 논의, 실험재료, 참고문헌 등
Text 정보로 제공



JoVE비디오페이지-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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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Education
한국어 자막 지원

18



JoVE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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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저자를 위한 정보
JoVE 비디오 아티클 출판과정, 편집 위원 정보, 주제 범위 및 정책, Peer Review 등

Librarians – 사서를 위한 정보
JoVE 콘텐츠 정보, 구독 정보, 액세스 가능 콘텐츠 확인, 소개자료 등 확인 가능

19



https://www.jove.com/

JoVE 콘텐츠활용방법



JoVE콘텐츠 LMS(학습관리시스템)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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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 Code 이용해 LMS에 동영상 삽입

비디오 콘텐츠 하단에
EMBED VIDEO 클릭



JoVE콘텐츠 LMS(학습관리시스템)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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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 Code 이용해 LMS에 동영상 삽입

동영상 삽입 후 화면
미리보기

Copy Embed Code 클릭해서
코드 복사

동영상 삽입 시 포함
될 정보 선택

21



JoVE콘텐츠 LMS(학습관리시스템)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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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 Code 이용해 LMS에 동영상 삽입 <예시 – Blackboard>
왼쪽 메뉴에서 Content 클릭
Build Content → Item 클릭

게시글 작성 메뉴 중 HTML 클릭한 후 새
창 뜨면 복사해온 Embed Code 붙여넣
기하여 동영상 삽입

LMS 활용 관련 안내 자료
https://www.jove.com/facultyresour
ces/9

Embed Code 활용 튜토리얼 비디오
https://www.jove.com/resources/ins
titution

https://youtu.be/spSZLd9Cx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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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ve.com/facultyresources/9
https://www.jove.com/resources/institution
https://youtu.be/spSZLd9CxAw


JoVE콘텐츠활용원격수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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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VE 홈페이지에 기관 접속 또는 기관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콘텐츠 액세스를 위해)

◾ 수업에 활용할 비디오 콘텐츠 선택

◾ Zoom Meeting에서 화면 공유 - JoVE 비디오 창 선택하여 화면공유

◾ 컴퓨터 소리 공유도 체크 표시
23



JoVE콘텐츠활용원격수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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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참가자들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Mute(음소거) All 클릭

◾ 수업을 위해 설명해야 할 때는 본인 Mute(음소거) 해제 후 설명

24



JoVE콘텐츠실험수업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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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설명 자동번역 기능 – 한국어 지원
(Science Education은 한국어 자막도 지원)

Article 클릭하면 실험 및 연구방법에 대한
요약, 초록, 실험 계획안, 실험 결과, 
실험 도구 목록, 참고문헌 등 확인 가능
(PDF로 다운도 가능)



Syllabus-mapping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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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ve.com/syllabus-mapping

수업에 필요한 콘텐츠를 찾고 계신가요? 
수업 내용 또는 학과 커리큘럼을 보내주시면, JoVE 커리큘럼 전문 담당자(Curriculum Specialist)가
학과 또는 강의에 도움이 될 만한 비디오 콘텐츠를 선별하여 비디오 Playlist를 제공해 드립니다. 

[Syllabus-mapping  문의] 
Daniel Jeong (daniel.jeong@jove.com)
JoVE Sales Account Manager

https://www.jove.com/syllabus-mapping
mailto:daniel.jeong@jo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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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