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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 Public Health
‘인간의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자신의 방에 고요히 머무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파스칼의 명저인 ‘팡세’의 단장 136 입니다. 즐거운 것, 독특한 것을 찾아 다니느라 집에
가만히 있는 다는 것은 그저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재미가 곧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지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을 채근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참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시선이 머무는 자리를 밖이 아닌
안으로 두고 고요하게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 3 월은 비만 대사 내시경, 소아 외과학 기초기술, 심장 리모델링 대한
신간 3 권을 담았습니다. 관련 연구를 하시는 이용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아래의 도서를
소개해 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비만대사 내시경

소아 외과학 기초 기술

심장 리모델링

Bariatric Endoscopy
(비만대사 내시경)
저자 소개
C.C. Thompson, Brigham and Women's Hospital, Boston, MA,
USA (Ed.)
책 소개
비만대사 수술 (Bariatric surgery)은 다수의 병적인 비만 증상에
대한 효과적인 체중 감소 방법을 제공하며 동시에 다양한 기술의
2013, XI, 245 p. 95 illus., 50 in
발전을 지속적으로 동반하고 있다. 임상의에게 각각의 기술은 특정
color.
감염과 합병증과 관련되기에 환자를 위한 내시경 관리에 대한
Hardcover
ISBN 978-1-4419-1709-6
이해는 매우 중요하며, 내시경 기술의 발달은 비만 치료 및 개정
절차를 보다 비침습적으로 진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합병증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비만 관리, 수술 후
정상적인 해부학, 수술 후 합병증의 내시경 및 치료 관리, 비만
관리를 위한 내시경 치료에 대한 전망을 검토한다. 5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비만에 대한 검토 전통적인 치료, 내시경술 그리고 비만
환자, 수술 후 합병증에 관한 내과적 치료 그리고 비만 치료에
관한 내시경의 미래 역할에 대하여 다룬다. 수술 절차, 합병증과
비만 관리 장에 관한 상세 사진 설명이 제공된다. …More
추천 이용 대상자 : 위장병학자 / 내시경의학자 / 전문의

관련 주제 : 덤핑 신드롬 (Dumping syndrome) / 비만요법 / 내과
URL : http://www.springer.com/medicine/internal/book/978-14419-1709-6

Now available
149.95 (EUR)

Basic Techniques in Pediatric Surgery
(소아 외과학 기초 기술)
부제: An Operative Manual

2013, XVIII, 644 p. 800 illus.,
600 in color.
Hardcover
ISBN 978-3-642-20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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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창적인 매뉴얼은 소아 외과학 분야 연수생들을 위한 명확하고
핵심적인 가이드이다. 각각의 수술 절차를 묘사하는 그림과 함께,
적어도 100 회 이상 빈번하게 수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 및
시연을 제시한다. 독자는 잠재적인 합병증을 피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각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기본수술,
통원수술, 응급수술 및 최소 침습적 수술에 대하여 다룬다. …More
추천 이용 대상자 : 소아과 수술 관련 전문의 및 개업의
관련 주제 : 소아과 수술
URL : http://www.springer.com/medicine/surgery/book/978-3642-20640-5

Now available
159.95 (EUR)

Cardiac Remodeling
(심장 리모델링)
부제 : Molecular Mechanisms
Series : Advances in Biochemistry in Health and
Disease, Vol5

2013, XI, 569 p. 80 illus., 48 in
color.
Hardcover
ISBN 978-1-4614-5929-3

저자소개
B.I. Jugdutt,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B, Canada;
N.S. Dhalla, University of Manitoba, Winnipeg, MB, Canada
(Eds.)
책 소개

이 책은 지난 2~30 년에 걸친 분자, 생화학 및 변환 측면에서의
심장 리모델링에 대한 주요 연구를 요약하고 미래 전망을
다루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연구자,
교수자, 학생 및 연수생들을 위한 심장 리모델링 분자 메커니즘에
대한 양질의 정보 자원을 제공한다. 이 책은 수 십 년에 걸쳐
역전, 제한, 방지된 부적절한 리모델링에 관한 발견과 발전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미래 전환적 측면의 연구를 고무시킬 것이다.
…More
추천 이용 대상자 : 심장 흉부 수술 전문의
관련 주제 : 마취학/ 심장 및 맥관학 / 내과
URL : http://www.springer.com/medicine/internal/book/978-14614-5929-3
Now available
169.95 (EUR)
*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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