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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품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페이지로

Visible Body는 대화형 3D 모델, 애니메이션, 퀴즈 등을 통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근육, 골격 및 
순환계를 포괄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vid는 Visible Body를 기관의 특정 요구에 맞도록 임상의, 교수진, 학생 또는 의료 기기 연구 개발자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독 및 구매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은 모바일 앱을 함께 제공하여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을 iPad® 및 iPhone®에서 사
용할 수 있으며 Android ™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인체 해부학 툴로서 수상 경력에 빛나는 Visible Body 시리즈의  
첫번째 제품으로 인체의 모든 시스템을 탐색할 수 있는 학습용 3D 그래픽 
도구입니다. 

의학 교육을 받은 그래픽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고 해부학자의 검증을 거친 
5,000여개의 정확한 인체 해부 구조를 제공하며 국소 해부학과 계통 해부학, 
감각 기관, 근육 동작 및 25개의 절단면 등을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부위를 따로 분리하여 원하는 각도로 볼 수 있으며 발음 듣기, 자가 학습을 위한 퀴즈 기능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해부학 도구는 상세한 인체 해부학의 시각적 모델이 필요한 의료 
전문가, 학과, 학생 및 장비 개발자에게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Human Anatomy Atlas는 영어, 프랑스어, 독
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간체 및 일본어 등 7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자신만의 즐겨 찾기, 메모 카드 및 둘러보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Regional
• Head and Neck 
• Thorax 
• Abdomen 
• Pelvis 
• Cervical Spine
• Thoracic Spine 
• Lumbar Spine 
• Axilla 
• Cubital Fossa 
• Hip 
• Knee   
• Foot  

 Systems 
• Skeletal 
• Circulatory 
• Nervous 
• Respiratory 
• Muscular 
• Digestive  
• Urinary 
• Lymphatic  
• Endocrine  
• Reproductive  

Cross Sections 
• Head (Axial) 
• Head (Coronal) 
• Head (Sagittal) 
• Thorax (Axial) 
• Pelvis (Axial) 

Senses 
• Ear  
• Middle Ear  
• Inner Ear  
• Cochlea  
• Eye  
• Lacrimal Apparatus  
• Lens and Zonular Fibers  
• Tongue Regions  
• Tongue Sections  
• Skin  
• Touch Receptors  
• Hair Follicle

Human Anatomy Atlas

필수 해부학 정보 자원

싸이트 라이선스 및 iPad/iPhone/Android 
탭/폰을 위한 앱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업을 위한 해부학

학과별 프리미엄 모듈 

Visible Body on Ovid

• 핵심적인 해부학 및 생리학 분야의 50여 챕터/모듈 제공 
• 선명한 500여개의 3D 회전식 해부학 모델

• 150여개의 관련 애니메이션 및 삽화

• 축이 되는 뼈나 사지 골격의 3D 랜드마크

• 학습용 컨텐츠, 다지 선다형 해부학 퀴즈, 노트

• 수많은 조직들에 대한 오디오 발음 및 정의

• 600여개의 심장 및 혈관 구조

• 기본 기능

• 비정상 해부 구조

• 일반 병리학

• 시술

• 200여개의 문제 은행

• 7개 언어로 제공: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간체 및 일본어로 제공됩니다.            
참고: 발음은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  수많은 근육, 뼈, 신경, 힘줄, 인대 및 동맥의 3D 모델을 
통해 정상적인 인체 해부학을 보여줍니다. 각 모델에는 
정의, 발음, 뼈 표식, 근육 부착부, 신경 분포 및 혈액 공급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   근육 동작 애니메이션 -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확대/축소, 이동 및 회전

•   다양한 퀴즈 문제 은행 

•   가장 빈번한 근골격 상해를 보여주는 수 많은 모델

•   일반적인 병리에 대한 단계별 프레젠테이션

• Cells & Tissues
• Integumentary System
• Skeletal System & Joints
• Muscle Tissue & Muscular System
• Nervous System & Special Senses
• Endocrine System
• Circulatory System
• Lymphatic System
• Respiratory System
• Digestive System
• Urinary System
• Reproductive System

수상 경력에 빛나는 몰입형 3D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부학과 생리학 교육 과정에 활기를 불어 
넣으십시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및 중국어 간체를 포함한 5개 국어로 제공되는 이 
인터랙티브 교육 프로그램은 의과 대학교, 직업 학교 및 전문 학교의 두 학기에 해당하는 해부학과 
생리학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보조 자료를 제공합니다. Human Anatomy Atlas와 일치하는 5,000개 
이상의 대화형 해부학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 및 순환계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3D모델링과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램, 비디오 클립, 매력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여 보다 깊이 있는 교육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의료 전문가 및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학습, 참고 자료 및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교육
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3D 인터랙티브 툴을 통해 인체의 근육을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근육과 그 부속 
기관, 동작에 대한 학습과 리뷰, 토론을 위해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한 스포츠 의학, 물리 치료, 척추 
교정, 의료 기기 및 관련 분야의 의료 전문가, 학생 및 교수에게 완벽한 제품입니다.

좌골 신경통, 회전근개 파열, 정강이 균열 등 20가지 이상의 병리학 3D 버전이 포함됩니다. 완전히 새
로운 모습의 Radius blast 기능으로 주변 해부체를 한 번에 한 탭씩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
기 기능을 사용하면 모바일 버전에서 일반적인 해부학과 해당 병리학 보기 컬렉션을 만들 수 있습니
다.

바쁜 현장 임상의들을 위해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에게 인체의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및 3D 모델을 제공하여 업무
중에 시각적 참조 자료와 환자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기능을 제공
합니다.
이 제품은 500가지 이상의 프리셋 뷰, 확실한 검색 기능 및 원하는 보기 형태
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 인체의 인터렉티브한 보기 기능
을 제공합니다. 각 보기 화면에서는 회전, 확대, 축소 및 자르기 기능을 제공
하며 사용자가 주석을 달고 선호하는 보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Anatomy & Physiology

Heart & Circulatory Premium

Muscle Premium

A&P 포함 내용

Visible Body on Ovid

현장에서의 해부학 정보

싸이트 라이선스 및 iPad/iPhone/Android 
탭/폰을 위한 앱 이용이 가능합니다.

싸이트 라이선스 및 iPad를 위한 앱 이용이 가능합니다.

싸이트 라이선스 및 iPad/iPhone/
Android 탭/폰을 위한 앱 이용이 가능
합니다.

싸이트 라이선스 및 iPad를 위한 앱 
이용이 가능합니다.

Anatomy & Function이 애니메이션 모음집은 인체의 핵심적인 생리학적 과정을 70
여개의 고품질 비디오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컬렉션은 복잡한 정보에 대해 학습과 이해가 쉽도록 
자막을 포함한 짧은 비디오 클립 (30-60초)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해부학 도구에 이상적인 부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System Overviews 
• Bones and Skeletal Muscles 
• Respiration and Circulation 
• Cells and Tissues 
• Nutrition and Elimination 

• Reproduction and Fetal 
Development

• Respiratory and Circulatory 
Pathologies

• Digestive and Urinary Pathologies
• Muscle and Bone Pathologies

Physiology Animations

싸이트 라이선스 및 iPad/iPhone 앱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계 지역 사무소는 다음의 
나라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Alphen aan den Rijn, The Netherlands

Beijing, China

Berlin, Germany

Bologna, Italy

Dubai, UAE

Hong Kong

Seoul, South Korea

Kuala Lumpur, Malaysia

London, UK 

Madrid, Spain

Mumbai, India

New Delhi, India

Norwood, MA, USA

Paris, France

Riyadh, Saudi Arabia

Sandy, UT, USA

Stockholm, Sweden

Sydney, Australia

Tokyo, Japan

Warsaw, Poland

Ovid Worldwide Headquarters 
333 7th Avenue 
New York, NY 10001 
(646) 674-6300 
(800) 343-0064 
Email: sales@ovid.com

Ovid에서 제공하는 Visible Body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해당 Ovid 담당자나 sales@ovid.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사용자를 
지원하셔야 합니까?
통합 싸이트 라이선스는 브라
우저와 IPad 앱을 통한 사용
을 모두 제공합니다. iPhone 및 
Android 기기에서의 사용을 위
한 앱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
다.

www.ovid.com

VisibleBody-0117 6-V461

Visible Body on Ovid

• 200개 이상의 뼈에 대한 3D 모델

• 수많은 인대

• 800여개의 주요 뼈

• 주요 활막 관절 및 뼈 조직

• 뼈 해부학 및 병리학 관련 상세한 애니메이션 및 삽화

• 500여개의 퀴즈 문제

전체 골격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물리 치료사, 작업 요법사, 학과, 
학생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골격 해부학의 전체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선

도적인 백과 사전식 자료입니다. 

Skeleton Premium

싸이트 라이선스 및 iPad/iPhone/Android 앱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