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land’s Video Atlas of Human Anatomy 는 최적의 해
부학 학습 솔루션 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부학자 
Dr. Robert Acland (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외과 명예 교수)가각 신체 영역 별 - 뼈, 근육, 
힘줄, 장기기관 등 - 해부학적 움직임에 대해 보여주고 설
명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본 솔루션은 의료, 간호, 의사 보
조, 물리치료, 언어 및 치과 프로그램 내에서 수련의 및 교

수, 학생들을 위한 완벽한 자원입니다. Acland’s Video 
Atlas of Human Anatomy는 수업 또는 실무에서 학습 및 
교습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

Acland’s Video Atlas 
of Human Anatomy

실제 시체 표본을 활용한 
3D 회전 해부학 비디오 

Acland’s Video Atlas of Human Anatomy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LWW Learning Resources

총 천연색 3D 비디오로 
제공되는 종합적인 해부학 
표본 자료입니다. 

인체/총 해부학 과정 및 실험 
준비 및 검토에 이상적인 
자료입니다.

명확한 해설 및 도식화 
자료를 통한 360도 뷰 
표본을 제공합니다. 

분야 또는 A-Z 인덱스를 
통해 원하는 자료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5-Volume Collection 
또는 인체 영역 별로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해설 영상을 통해 교습 및 학습을 지원 합니다.

상지(上肢), 하지(下肢), 몸통, 두경부, 내장기관: 혁신적인 최신 내이(內
耳)관련 컨텐츠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자체적인 자료 검토, 자체 평가 및 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대화형 Q&A 및 복습 퀴즈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습 성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3D를 통해 관계자에게 시연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들을 찾고 공유할 수 있으며 “즐겨찾기”를 통해 빠른 
참조가 가능합니다.

교습 가이드와 환자 유인물 사용을 위해 해당 해설 자료가 담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See inside for more details



5-Volume Gross Anatomy Videos

Acland’s Video Atlas of Human Anatomy

본 해부학 동영상은 인체 부위에 따라 총 5 Volum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볼륨
은 뼈, 관절, 근육에 대한 보다 깊은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
수의 학습 및 교습을 돕기 위해 자체 평가 및 Q&A, 유인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해설 내용이 포함된 PDF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Volume 1: Upper Extremity
• Shoulder
• Arm & Forearm
• Hand

Volume 5: Internal Organs
• Thoracic Organs
• Abdominal Organs
• Reproductive System

Volume 2: Lower Extremity
• Hip
• Knee
• Leg & Ankle
• Foot

Volume 3: Trunk
• Spine
• Musculoskeletal Structures 

of the Thorax
• Musculoskeletal Structures 

Around the Abdomen
• Musculoskeletal Structures 

of the Pelvis

Volume 4: Head & Neck
• Support & Movement
       of the Head

• Facial Skeleton & the
Base of Skull

• Nasal Cavity & 
Surroundings

• Oral Cavity & 
Surroundings

• Larynx & Surroundings
• Facial Muscles & Scalp
• Brain & Surroundings
• Nerves of the Head

& Neck
• Blood Vessels of the

Head & Neck
• Eye & Surroundings
• Ear - new Inner Ear content

LWW Learning Resources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영업 대표나 sales@ovid.com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LWW-Acland-0314

www.ovi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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