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출판사 소개

     Product Type ejournal package
     주제 생명과학, 의학, 화학, 물리학, 행동과학, 환경과학, 발달생물학, 과학교육
     출판사 URL http://www.jove.com

     Access Coverage 2006년 ~ 현재 (섹션별로 다름)
     종수 13 Subject sections

2. 수록 내용

① Subject Section

Journal of Visualized Experiments (JoVE)는 최초로 Peer-Reviewed된 비디오 아티클/저널을 발행하는 출판사입니다. 생명과학, 의

학, 화학 및 물리학 분야에 각종 실험 방법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실험도구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8401 여개의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에서 JoVE의 비디오 저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내용섹션

Chemistry

Engineering

Bioengineering

Medicine

Immunology and
Infection

의료절차, 사례보고서, 임상실험 및

전이의학을 다룬 1차 참고자료 및 교

육자료

▶ Launched in 2011

생명과학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되는

공학, 수학 및 물리학의 원리에 초점

을 둔 기술을 포함

▶ Launched in 2011

Neuroscience

Biology

생물학, 의학, 화학 및 물리학연구로

부터의 기술과 프로토콜이 포함된 1

차 참고자료

▶ Launched in 2006

중심/말초신경계의 구조, 기능, 생리

학 및 병리생리학에 초점을 둔, 다양

한 분야의 기술을 포함

▶ Launched in 2010

면역학 및 전염성 질병의 분야의 중

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여줌

▶ Launched in 2010

섹션 내용

다학제간 화학, 화학제제 내 방법론에

초점을 두며, 신소재와 구조에 대한

제제, 이용 및 분석을 포함

▶ Launched in 2013

Developmental Biology

Environment

Behavior

인간/동물의 행동, 뇌영역, 생리적 변

화, 유전적 잠재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관찰/실험 기술을 포함

▶ Launched in 2013

바이오연료부터 해양/대기과학까지

환경과학 및 녹색기술에 쓰이는 연구

방법에 대한 다학제간 섹션

▶ Launched in 2013

단일세포로부터 성숙기를 거쳐 나이

가 들어 감소하는 생물에 대한 연구

를 포함. 발달장애부터 암에 이르는

병리학을 다룸

▶ Launched in 2015

기계/전기공학 및 물리학 내 실험과

에 초점을 두며, 재료과학과 화학물리

학간의 교류와 광학, 포토닉스 및 천

문학분야로 집중 발행

▶ Launched in 2012



② 특징

 - 최초의 유일한 Peer-reviewed 과학 비디오 저널

 - PubMed, Medline, ChemAbstracts, SciFinder 및 Scopus 에 인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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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Impact Factor 1.184

 - 발행일자 기준으로 제작된 비디오 아티클을 모아 월간 이슈 발행

 - 비디오 아티클을 챕터별 보기, PDF 다운로드 가능

3. 2019년 구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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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VE Journal Section

Cancer Research

Behavior

Neuroscience

Developmental Biology

Biology

Engineering

Environment

Genetics

Biochemistry

유전자 발현, 돌연변이 유발, 후성 유

전학, 발달의 유전 적 결정 요인, 유전

질환, 집단 유전학과 진화를 연구

▶ Launched in 2016

Cancer Research

 암연구, 새로운 치료/진단, 종양 영

상, 화학 및 방사선 치료, 치료 수술과

개선의 발전의 세포 및 분자 암의 메

커니즘, 동물 모델을 연구하는 방법을

보여줌

▶ Launched in 2016

Biochemistry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질뿐만

아니라 효소 기능, 단백질 접힘, 분자

상호 작용과 생화학 적 반응을 연구

하는 방법을 보여줌

▶ Launched in 2016

Genetics

Journal of Visualized Experiments (J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