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pringer 입니다.
Medicine & Public Health
식물을 키우는 일에는 영 재능이 없습니다. 금방 시들어 버리거나,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
미리 포기한 일이 허다했는데요. 어디선가 불어온 ‘식물 키우기’ 유행에 다시 한 번 큰 맘
먹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초록 식물이 일상에 지친 마음에 활기를 불어
주네요! 이 조그마한 변화가 삶을 꽤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5 월은 근거기반 신경영상 진단과 치료, 컴퓨터 및 플레이트를 이용한 정형외과 수술,
중재적 기관지경 검사 대한 신간 3 권을 담았습니다. 관련 연구를 하시는 이용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아래의 도서를 소개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근거기반 신경영상 진단과 치료

컴퓨터 및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정형외과 수술

중재적 기관지경 검사

Evidence-Based Neuroimaging Diagnosis and
Treatment
(근거 기반 신경 영상 진단과 치료)
Improving the Quality of Neuroimaging in Patient Care
Series: Evidence-Based Imaging

2013, XXVI, 722 p. 146 illus.,
40 illus. in color.

Hardcover
ISBN 978-1-4614-3319-4

저자 소개
L.S. Medina, Miami Children's Hospital, Miami, USA;
P.C. Sanelli,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New York, USA;
J.G. Jarvik,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SA (Eds.)
책 소개
이 책은 ‘근거 기반 의학’을 채용하여 뇌, 척추, 머리 목의 적절한
의학 영상 촬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환자 치료 시, 최상의 영상 촬영 기법 선택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한다. 임상에서의 적용에 중점을 두어 환자 선정, 영상 촬영
전략, 시험 성능, 비용 효과 등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다발성 경화증,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매, 알츠하이머, 외상성 뇌
손상, 자폐증, 척수 외상, 갑상선 암 및 자궁 경부 림프절 등의 영상
진단을 다룬다.. …More
추천 이용 대상자 : 신경 영상학, 방사선학 관련 전문의 / 외과의
관련 주제 및 키워드 : 방사선학,진단적 방사선학
URL : www.springer.com/978-1-4614-3319-4

Now available
139.95 (EUR)

Computer and Template Assisted Orthopedic
Surgery
(컴퓨터 지원 정형외과 수술)

2013, XIV, 178 p. 109 illus. in
color.

Hardcover
ISBN 978-3-642-29727-4

저자소개
R. Haaker, Rheumatologie, Traumatologie, Brakel, Germany;
W. Konermann, Rotes Kreuz Krankenhaus Kassel, Kassel, Germany
(Eds.)
책 소개
컴퓨터 지원 수술은 정형외과 수술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 책은 반 인공 슬관절 치환술 및 슬관절 전치환술
대상으로 컴퓨터 지원 설계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이식 기술의 학술
연구와 임상 경험을 제공한다. 컴퓨터 지원 수술은 전체 무릎 및
고관절 치환술 뿐만이 아니라 외상, 스포츠 및 재수술에도
관여한다. 3D 투시 기반 척추 수술은 물론 3D 투시 기반 외상
수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관절 전치환술 및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주는 임상적 혜택을 제시한다.
추천 이용 대상자 : 정형외과 전문의 및 개업의
관련 주제 및 키워드 : 정형외과
URL : www.springer.com/978-3-642-29727-4
Now available
74.76 (EUR)

Interventional Bronchoscopy
(중재적 기관지경검사)
A Clinical Guide
Series: Respiratory Medicine, Vol. 10

2013, XII, 262 p. 91 illus., 51
illus. in color.
Hardcover
ISBN 978-1-62703-394-7

저자소개
A. Mehta, Cleveland Clinic, Cleveland, USA;
P. Jain, Louis A. Johnson VAMC, West Virginia, USA (Eds.)
책 소개
중재적 기관지경 검사는 폐 의학에서 흥미로운 전문 분야로 급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여겨지는,
폐암의 치료 및 진단에서 중재적 기관지경 검사는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 책은 중재적 기관지경 검사 절차의
과학적 근거, 징후, 기술, 결과, 합병증 그리고 비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현 기술의 상태, 새로운 기술의 장점은 물론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점에 대하여 논의 하고 있다.
추천 이용 대상자 : 기관지경 검사, 흉부외과 및 종양 전문의
관련 주제 : 응급의학, 종양학 및 혈액학, 방사선학
URL : www.springer.com/978-1-62703-394-7
Now available
149.99 (EUR)
* 해당 뉴스레터는 springer.com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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