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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에는 왜 그리도 별명이 듣기가 싫었을까요? 친구들의 놀림에 씩씩대며
쫓아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 별명이 있다는 것 왠지 나쁘지만은 않겠다
싶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는 무한도전 멤버들의 수백 개의 별명을 정리한 내용이
이슈였습니다. 콤플렉스가 될 수 도 있는 별명을 스스로 즐길 수 있어서인지 그들이 참
유쾌하다고 생각되네요. 별명이 있다는 것, 그 사람만의 매력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별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봐야 겠습니다. 생각만해도
즐거워지네요. 이번 4 월은 응급 의학, 피부과 희귀 질병, 난모세포 및 배아기부에 대한
신간 3 권을 담았습니다. 관련 연구를 하시는 이용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아래의 도서를
소개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비만대사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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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리모델링

Common Problems in Acute Care Surgery
(응급 의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
저자 소개
L.J. Moore, The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Houston, TX, USA;
K.L. Turner,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Houston, TX, USA;
S.R. Todd, New York University, NY, USA(Eds.)
2013, XVII, 527 p. 160 illus., 87
in color.

Hardcover
ISBN 978-1-4614-6122-7

책 소개
사실상 트라우마 및 응급 의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문헌은 꽤
있으나, 실제 응급의에 의하여 응급 수술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책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이 책은 응급의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치료에 대한 근거 기반의 포괄적인 리뷰를 제공한다.
환자의 임상 치료를 중점적으로 응급 치료 수술의 일반 원리, 수술
시 직면하게 되는 특정 질병 상태에 대하여 탐구한다. 더불어 응급
치료 수술 프로그램 설립에 대한 실제적 및 윤리적 고려, 완화
치료의 역할과 같은 응급 치료 수술 이면의 조직 개발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More
추천 이용 대상자 : 응급의학 관련 전문의 / 외과의
관련 주제 및 키워드 : 중환자 및 응급 의학 / 급성 폐 손상
URL : http://www.springer.com/medicine/surgery/book/978-14614-6122-7

Now available
139.95 (EUR)

Challenging Cases in Dermatology
(희귀 피부 질환)
부제: An Operative Manual

2013, XV, 763 p. 823 illus., 799
in color..

Hardcover
ISBN 978-1-4471-4248-5

저자소개
R. Carachi, Royal Hospital for Sick Children, Glasgow, UK;
S. Agarwala,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New Delhi,
India;
T.J. Bradnock, Royal Hospital for Sick Children, Edinburgh, UK
(Eds.)
책 소개
이 책은 희귀 피부 질환에 대한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사례들은 희귀하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은
임상 결정 경로와 비슷하게 다룬다. 게다가 희귀 질병은 아니지만
발병이 드문 질환 역시 포함하고 있어 폭넓은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다. 저자는 실제 방대한 경험을 이용하여 피부 질환에 대한
시각적 참고 자료를 만들었다. 임상 데이터를 시작으로, 조직학
슬라이드 그리고 기타 유용한 진단으로 전반에 걸쳐 다룬다. 각
장은 특별 사례에 대한 간결한 논의와 함께 전염병학, 발병, 임상적
임상적 및 조직학적 기능, 다양한 진단, 예후까지 포함한다. …More
…More
추천 이용 대상자 : 피부과 전문의 및 개업의
관련 주제 및 키워드 : 피부과 / 피부질환
URL : http://www.springer.com/medicine/dermatology/book/9781-4471-4248-5
Now available
169.95 (EUR)

Principles of Oocyte and Embryo Donation
(난모 세포 및 배아 기부 원리)
저자소개
M.V. Sauer,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USA (Ed.)
책 소개
난모 세포와 배아 기부의 다재다능성은 생식의학 분야 의사는 물론
2013, XI, 569 p. 80 illus., 48 환자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원래 불임 여성에게만
in color.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오늘날 보다 많이 권장되고,
Hardcover
미국에서는 거의 400 이상의 체외수정 프로그램 (IVF 프로그램) 이
ISBN 978-1-4471-2391-0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정되는 점에서 난모 세포와 배아
기부는 보조 생식술 에서 매우 주요하게 자리 매김하였다 할 수
있다. 1998 년, 첫 번째 판의 출판 이후 많은 변화 및 발전이
있었기에 이 두 번째 판에는 업데이트 내용의 추가 및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난모 세포와 배아 기증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난 30 년간 발전해 온 Practice 의 기준에 대한
정의를 중점으로, 프로토콜 및 기대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변호사, 윤리학자, 정신 치료학자, 신학자와 관련된 비 생식 측면

역시 다루고 있다. … More
추천 이용 대상자 : 산부인과 전문의
관련 주제 : 난자 기증/ 배아 기부
URL : http://www.springer.com/medicine/gynecology/book/9781-4471-2391-0
Now available
169.95 (EUR)
*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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