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man Anatomy Atlas 2018의 증강 현실 기능은 해부용 인체  또는 표본이 실제
로 실험실에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가 육안 해부학 및 미세  해부학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iPhone® 이나 iPad®용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가상의 인체 기관이나 인체 전체를 
평평한 곳에 위치시켜 올려 놓은 다음, 기기의 화면을 통해 관찰하며 해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iOS™ 11 버전 기반의  iPhone 6s 및 이후 버전, iPhone SE, iPad Pro,및 
iPad (5세대 및 그 이후)와 호환됩니다.

• 수 많은 해부용 가상 표본들과 함께 어떤 장소라도 완벽한 해부 실습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각도에서도 육안 해부학 및 미세 해부학적 관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터렉티브한 3D 시각화를 통해 
어떤 장소라도 해부학 실습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증강 현실을 지원하는 
Visible Body® Human Anatomy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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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로 트라이얼을 신청해 보십시오!
 AR이 통합된 Human Anatomy Atlas 2018 에디션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담당 Ovid 영업 대표나 sales@ovid.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3D 데이터베이스에 많은 컨텐츠가 추가
되었습니다 : 
•	 새로운 육안 해부학 보기를 통해 향상된 남성과 여성의 피부 모델, 수정된 손 해부 모델, 섬세한 

여성 생식기 모델 , 추가적인 고관절 순환 및 두개골에 대한 새로운 시상 봉합과 두정에 대한 보기
를 제공합니다.	

•	 새로운 미세 해부학 보기는 긴 뼈, 골관절, 혈관, 네프론, 단순 네프론, 폐포 및 폐포낭의 단면을 
포함합니다.

•	 새로운 가상 육안 해부 실습실 기능은 업드리거나 바로 누운 자세의 가상 인체 해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	 3D 치과 해부 보기는 교두, 구멍 및 표면 모델이 포함됩니다. 전치, 송곳니, 소구치, 이중 뿌리 및 
삼중 뿌리 대구치의  단면도를 제공하며, 상단 및 하단 아치에 대한 인터렉티브한 애니메이션 
모델을 함께 보여 줍니다.

새로운 기능! 필요한 컨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효율적이고 쉬운 사용
•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트레이를 통해 조직이나 위치별 해부 부위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해당 

보기 화면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흐리게 하기, 감추기 및 향상된 기타 선택 옵션을 통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탭을 이용한 새로운 해부 도구를 통해 구조물을 제거하여 하단의 해부 조직을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보기를 저장하고 복원하는 새로운 단독 분리 모드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쉽게 탐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