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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Video Online



Alexander Street & 지디아이

• Alexander Street는 이용자가 전 주제분야에 걸친 자료를 연구하고 가
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를 최신의 온라인 도구
와 결합하여 전 세계 최고의 콘텐트 제공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문화, 
역사, 예술, 보건, 비즈니스, 뉴스 등의 학술용으로 엄선된 양질의 정
보를 전 세계 학술교육 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지디아이와 Alexander Street는 2007년부터 파트너쉽 계약을 맺고
함께 일해오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 KERIS 및 KCUE 컨소시엄에 참
여하여 현재까지 한국의 학술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Academic Video Online이 KERIS 대학라이선스 품목으로 지정
된 이래 2020년부터는 음악자료인 Music and Dance Online도 대학라
이선스 품목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 Academic Video Online (AVON) – 전 주제 분야의 학술용 비디오 스트
리밍 컬렉션을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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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Video Online 내용

주제분야 전 주제

제공건수 7만 3천 편 이상에 달하는 학술용 비디오 자료 (다큐멘터
리, 교습자료, 인터뷰, 공연실황 등) 

제공기간 1894년~현재

제공형태 색인, 초록, 원문, 비디오

동시 접속자 무제한

갱신주기 수시 (매월 600~800편 업데이트)

제공서비스 - 모든 신청 기관에 IP 인증 링크 제공
- RISS 24시간 개방 (www.riss.kr)

도서관 접속 각 대학 도서관 사이트의 전자자료
- 외부 이용 시 로그인 필수 (프록시 서버 이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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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AVON 소개

① User Account: 개인계정 생성 및 접속
② Search: 검색창
③ 필터링

①
②

③



개인계정 접속하기

②①

비디오 잘라내기 기능(클립핑) 이용 시 필요한 개인
계정 만들기
① 첫 페이지 오른편 상단의 사람모양 아이콘 클릭
②“Sign in to your account”에서 Sign up”클릭
③ 신규생성 – 빈칸 채운 후 Sign up 클릭

- 패스워드 생성 시 8글자 이상 & 숫자, 대문
자, 소문자, 특수문자 포함할 것

③



개인계정 접속하기

②①

등록한 이메일주소로 배달된 이메일 확인
① 오른편 “Confirm your email”클릭
② 등록한 Email과 패스워드 넣고 Sign in 클릭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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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이용

리스트업 되어 있는 비디오
를 필터링 하여 적합한 비디
오 찾기

- Subject: 주제 분야
- Publisher: 제작사
- Person: 인물명
- Content Type: 자료 형태
- Language: 언어
- Release Date: 제작 연도

필터링



결과 리스트 보기

Share – SNS로 자료 공유
링크제공 – 영구접속링크 및 Embed Code

해당분야 비디오 전체
연속 재생



비디오 보기

Cite this video: 해당 비디오 인용문 보기 (논문 이용가능)
Search transcript: 해당 비디오의 전체 트랜스크립트의 키워드 검색



비디오 보기

Fullscreen: 전체 스크린 보기
Transcript: 화면 왼편에 트랜스크립트 보기 (검색 가능)
Details: 해당 비디오 간단 소개자료
Clips: 비디오에서 원하는 부분 잘라내기
Share: SNS로 자료 공유하거나 비디오 링크 보기
Cite: 해당 비디오의 인용문 확인

(형태: APA, Chicago, Full, MLA 등)



트랜스크립트

현재 비디오에서 검색

비디오와 함께 연동되어 나오는 소리 그대
로 트랜스크립트로 확인 가능 (회색 부분)

트랜스크립트에서 검색하여 원하는 부분
찾아보기
- 원하는 부분 (트랜스크립트) 클릭 시
해당 비디오 화면으로이동



상세검색클립핑 – 화면 잘라내기

Clips (개인계정 필요): 화면 상단의 Clips 클릭하여 비디오 중에서 본인이 원하
는 분량만큼 잘라내어 저장하기 – Private (혼자 보기), Public (모든 비디오 이
용자와 공유), Institutional (기관접속이용자와만 공유) 선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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