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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S 출판사

플라마리옹

4 > 6

7 > 8

> 싸우고, 구하고,
치유하기
> 녹색의 금
> 우주 식민지 건설
> 지구
> 수면
> 사피엔스

> 부활의 과학
> 꿈의 과학
> 우산의 정리

리벨라

9

> 디지털 시대의
새 질서

Sciences et Techniques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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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10

> 손톱은 하나의
세상이다

알뱅 미셸

11

> 피로 예방

르뒥.에스

12 > 14

> 메조뉴트리언트로
건강 관리하는 법
> 에센셜오일로 치유하기
> 에센셜오일 바이블
> 유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요가
> 진작에 알았더라면!

비고 출판사

15 > 17

> 해부학과
정골의학
> 임상 해부학
(제1권)
> 임상 해부학 편람
(제1권)
> 임상 진료와 소수술
> 해부학 포켓북
> 응급의학 포켓북

Médecine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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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tre, sauver, soigner :
Une histoire de fourmis

L'or vert : Quand les plantes
inspirent l'environnement

싸우고,
구하고,
치유하기

녹색의 금
식물이 환경에
영감을 줄 때

개미 이야기
0
0
개미를 관찰하러
코트디부아르의 사바나로
간 한 젊은 생물학자의
이야기.

에릭 프랑크는 엎드린 채 개미를 관찰하면서
몇 시간이고 보내곤 했다. 2003년 이후 언제나
내전 중인 나라 코트디부아르의 코모에 국립
공원에서의 일이다. 때로는 전사가 되고, 때로는
의사가 되는 놀라운 개미의 조직성은 그 용감함과
치유력만큼이나 그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동료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개미들의 능력이었다. 만일
이 비밀스러운 개미의 비법으로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아녜스 기요
장 아르카디 메이에르
식물은 뇌도 없고 근육도
없으며,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은 산업, 의학, 건축, 디자인, 로봇 공학
및 컴퓨터 과학과 같은 분야의 혁신을 다룬다.
접착제는 어떻게 만드는가. 침대에 생긴 빈대를
퇴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저장하는 법은? 어떻게 태양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는가.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백신을
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근육'도 '두뇌'
도 없는 로봇을 만드는 법은?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는 '식물성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9782271126191 | 2020 | 224쪽
16x21 cm | 23.00 €

9782271123132 | 2020 | 200쪽
14x22 cm | 17.00 €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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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lonisation de l'espace

La Terre

우주
식민지 건설

실뱅 샤티
릴리 데 벨롱
우주는 오랫동안 우리를

금성에서 출발해서 달에도 들렀다가, 혜성까지!
이 책은 우리를 위험하지만 흥분되는 우주여행
속으로 초대한다. 저자 실뱅 샤티는 우주 탐험의
주요 단계, 외계 생명체에 관한 다양한 가설들,
우주 행성에 인간이 정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등 인간이 우주에 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룬다.
9782271126276 | 2020 | 178쪽
17x21 cm | 0.00 €

매혹해왔다. 언젠가는 달에

지구
4명의 지질학자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이미지를
통해 지질학적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지각의 단층과 판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부터 표면의 여러 층 아래에 묻혀
있는 암석을 분출하는 화산, 대륙의 표류 현상에
이르기까지, 지질학적 현상들과 지구의 구성에
관해 비밀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실려 있는 책.

알렉상드르 슈브넬
도나티앙 마리

9782271124326 | 2019 | 180쪽
17x21 cm | 18.00 €

지구의 역사와 구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가리라는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화성에
가는 건?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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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sommeil

뮈리엘 플로랭
쥘리 레가레

Sapiens

수면

사피엔스

수면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발생하며 우리의
존재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수면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수면을 생략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면 시간은 우리
내부의 시계를 통해 정해지며 지구의 자전에
맞추어 조정된다. 우리가 수면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에 관한 책.

타인의 정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여
그것을 자신의 존재로 느껴볼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인류의 혈통 내에서 사피엔스의
특이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직접 선사 시대로
뛰어들었다. 일종의 정신분석적 기법을 통해
선사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의 인식 속으로
독자를 초대하는 동시에 유쾌한 유머를 잃지
않은 책.

9782271130662 | 2020 | 176쪽
17x21 cm | 18.00 €

프랑수아 봉
오로르 칼리아스

수면과 꿈은 시간이 지남에

다른 종들이 모두 서서히

따라 문화 전반에서 어떻게

멸종해온 오늘날까지

이해되어 왔는가.

사피엔스만이 살아남은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 저작권 판매 완료
9782271124197 | 2019 | 168쪽
17x21 cm | 18.00 €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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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http://editions.flammarion.com

플라마리옹 http://editions.flammarion.com

La science de la résurrection

스테판 샤르피에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La science des rêves

부활의 과학

꿈의 과학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저자는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갈바니, 프랑스의 외과
의사 뒤퓌트랑, 나폴레옹의 의사였던 라레이
등의 놀라운 저작들을 참고하며 죽음의 경계를
탐험한다. '소생의 물결'이라는 신비한 현상부터,
해당 주제와 관련한 의학 분야의 최신 혁신을
소개하는 책이다.

신경 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 덕분에 꿈을
해석하는 지식의 폭은 훨씬 넓어졌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밤새 꾼 꿈을 기억하는 테크닉과,
자각몽을 통해 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9782081503335 | 2020 | 368쪽
14x22 cm | 22.90 €

것인가.

9782081499621 | 2020 | 272쪽
15x21 cm | 19.90 €

기욤 자크몽
꿈을 기억하는 테크닉 등,
꿈의 해석을 위한 필수
가이드.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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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http://editions.flammarion.com
Le théorème du parapluie :
ou L'art d'observer le monde
dans le bon sens

우산의 정리

또는 세상을 제대로
관찰하는 기술

미카엘 로네
더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파리의 인구 구성이 뉴욕보다는 오히려 12
명의 주민이 사는 마음과 비슷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수학은 종종 비실용적이며
심지어 일상생활에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겉보기에는 진부해 보이는 관찰을 통해서였다.
세상은 유용한 것과 쓸모없는 것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 쓸모없는 일을 통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이 진보해 왔는가?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지적이거나 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영리함이 우선이다.
9782081427525 | 2019 | 304쪽
15x24 cm | 19.90 €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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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라 www.libellagroup.com
Le nouveau désordre numérique

디지털 시대의
새 질서

올리비에 바보
어떻게 테크놀로지는
사회적 격차를
벌려놓았는가.

2020년 봄부터 시작된 전염병 위기는 디지털 기술의
승리에 대한 환상을 파괴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더
평등한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져왔었다. 그러나 희망은
무참히 좌절되었다. 세상의 한쪽에는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한때는 디지털이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들만의 규범을
강요할 수 있는 힘있는 몇몇 거대 기업의 지배가
공고해졌을 뿐이었다. 한때는 디지털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계층을 통합하리라고
믿었다. 허! 현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과 얼리어답터
엘리트 계층을 단단히 분리했을 뿐이었다. 또한 우리는
디지털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엇인가? 초현대적인
테크놀로지 독재자들과 저항하는 소수의 민중들
사이에서, 민주주의가 이토록 위태로웠던 적이 또
있었는가.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디지털 기술은
문명을 파괴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제도를 바꾸고,
테크놀로지가 부여하는 힘을 제어하고, 사회 균형을
회복하고,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뷔셰 샤스텔 | 9782283034293 | 2020
272쪽 | 14x20,5 cm | 19.00 €
해외 저작권 Christine Bonnard Legrand : christine.bonnardlegrand@libella.fr
수출 Sophie Fourcade : sophie.fourcade@libell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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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www.actes-sud.fr
Vos ongles, tout un monde :
Embellir - soigner - guérir

손톱은 하나의
세상이다
손톱 미용, 관리,
치료법
소피 괴트만
손톱이 건강과 영양 상태의
거울이라고?

손톱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 손톱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저자 소피 괴트만은
손톱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손톱용
화장품 사용법 등 일상적으로 손톱을 관리하는
법에 관한 아낌 없는 조언을 제공하고, 손톱과
피부와 우리의 감정 상태 사이에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금껏 밝혀진 것이
많지 않았던 영역인 손톱의 모든 것에 관한
유일무이한 첫 번째 책.
악트 쉬드 | 9782330135164 | 2020
352쪽 | 13,5×21,5 cm | 21.50 €

해외 저작권 Sandra Martel : s.martel@actes-sud.fr 수출 Annie Eulry : a.eulry@actes-su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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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뱅 미셸 www.albin-michel.fr
Antifatigue : En 4 semaines, retrouvez
100 % de votre énergie grâce au sommeil

피로 예방

수면을 통해 4주 만에
기력을 완벽히 회복하는 법

피에르 필립
수면을 되찾고 피로를
무찌르는 방법에 대한 해답.

수면 전문가 피에르 필립 교수는 그간의 저술을
통해 양질의 수면이 어떻게 피로를 예방해
주는지 보여준 바 있다. 지난 30년 동안 인류의
수면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줄어들었다. 불안,
스트레스, 삶의 리듬 변화 등 수면 시간 단축이
건강에 미친 영향은 이미 여실히 입증된 바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면의 시간과 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피로 예방책이다. 질 좋은 수면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결정적인 요소이며
운동이나 영양제, 영양보조식품만큼이나
효과적이고 놀랄만한 효용을 제공한다. 개인의
수면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가 실려있어
개인 수면 일기를 기록하면서 수면 관리를
시작할 수 있으며, 4주 만에 우리의 수면과
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9782226454102 | 2020 | 240쪽
14x20,5 cm | 18.90 €

해외 저작권 Solène Chabanais : solene.chabanais@albin-michel.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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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뒥.에스 www.editionsleduc.com

Je me soigne avec les mésonutriments :
Oméga 3, coenzyme Q10, flavonoïdes… :
les molécules naturelles 100 % efficaces
pour votre santé

Les huiles essentielles qui soignent

에센셜오일로
치유하기

메조뉴트리언트로
건강 관리하는 법

오메가3, 코엔자임 Q10,
플라보노이드:
100% 효과적인 천연 영양소
안 뒤푸르
카트린 뒤팽
라파엘 그뤼만
메조뉴트리언트 혁명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을 돕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등 '
마크로뉴트리언트(macronutrient)'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기능성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미크로뉴트리언트(micronutrient)'가
있었다. '메조뉴트리언트(mesonutrient)'는 우리
몸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소로, 연어가 함유한 오메가
3, 강황에 들어 있는 커큐민, 블루베리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 등이 있다. 75가지의 식품들과 각
식품이 함유한 영양소의 정보는 물론,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는 조리법을 제공하는 책.

안 뒤푸르
쉽게 풀어낸 아로마테라피
가이드.

아로마테라피는 처음이신가요? 실수 없이
에센셜오일을 활용하고 싶으세요? 에센셜오일
희석 방법, 사용량, 적용 횟수, 사용 부위 등이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이 초급 에센셜오일
가이드를 따라오세요. 27가지 주요 에센셜오일을
활용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웰빙, 미용, 건강을
위한 아로마테라피를 수행할 수 있는 입문서로,
아름다운 사진과 표식 등 효율적인 구성으로
찾아보기 쉽습니다. 알러지, 천식, 관절통 등
에센셜오일을 활용할 수 있는 67가지 상황이
담겨있으며, 간단한 단계별 솔루션 및 다양한 주의
사항도 실려있습니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6499 | 2020
192쪽 | 19x24 cm | 14.90 €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7137 | 2020
394쪽 | 15x21 cm | 18.00 €

해외 저작권 Laurence Badot : laurence@editionsleduc.com
수출 Pierre-Benoit de Veron : pierrebenoit@éditionsleduc.com

해외 저작권 Laurence Badot : laurence@editionsleduc.com
수출 Pierre-Benoit de Veron : pierrebenoit@éditionsledu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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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Bible des huiles essentielles

Pas besoin d'être souple
pour faire du yoga

에센셜오일
바이블

유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요가

2007년 이래 성공을 거듭한

이 책은 에센셜오일에 관한 가장 최신의, 가장
과학적인, 동시에 일반 대중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
다양한 고민과 문제에 따라 구성되어 독자가
찾고자 하는 에센셜오일의 해결책 및 혼합 팁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에센셜오일과 관련하여
가장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책! 이 책과 함께 에센셜오일의 마법을
경험해보세요.

나무처럼 뻣뻣한 사람도

에센셜오일의 필수 바이블!

RIGHTS SOLD

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페스티

5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번자체
(Ba Fun pub.), 중국어 간자체 (Shanghai
Scien.&Tech), 이탈리아어 (Sonda),
포르투갈어 (Koscky, Brazil), 러시아어
(Exem Licence)

카트린 밀피에 플로리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쉬운 요가 가이드로, 50가지 자세와
12가지 세션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의 중심점이나 관절의 회전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매트 위, 앉아서, 서서, 볼
사용하기, 끈 사용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하타
요가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는 책.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8882 | 2020
206쪽 | 15x21 cm | 17.90 €

FIND OUT MORE

> 120만부 판매됨 (프랑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0046 | 2008
552쪽 | 19x23 cm | 24.90 €
해외 저작권 Laurence Badot : laurence@editionsleduc.com
수출 Pierre-Benoit de Veron : pierrebenoit@éditionsleduc.com

해외 저작권 Laurence Badot : laurence@editionsleduc.com
수출 Pierre-Benoit de Veron : pierrebenoit@éditionsledu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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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j'avais su ! :
L'osthéopathie au service des femmes

진작에
알았더라면!

여성을 위한 정골의학

카트린 뤼뷔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불임, 임신 기간, 또는 산후조리를 포함하여
폐경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 정골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한 책.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8608 | 2020
226쪽 | 15x21 cm | 17.00 €

정골의학.

해외 저작권 Laurence Badot : laurence@editionsleduc.com
수출 Pierre-Benoit de Veron : pierrebenoit@éditionsledu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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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출판사 www.vigotmaloine.com

Anatomie & ostéopathie : Fondaments
anatomiques pour les ostéopathes

Anatomie clinique (Tome 1) : Anatomie
générale, membres

해부학과
정골의학

임상 해부학 (
제1권)

정골의학의 해부학적
기반
앙드레 샹트피
장 프랑수아 페로
최상의 정골의학을 위한
해부학 수업

정골의학은 해부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저자는 서양의 정골의학
방법론에 기반하여 인간 신체의 해부학에
대한 정골의학적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부학과 정골의학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학문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다양한 미발표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해부학에 대한 독자들의 궁극적인 이해를 돕는
책이다.

일반 해부학과 사지

피에르 카미나
일러스트가 포함된 일반
해부학 교과서.

총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카미나 교수의 임상
해부학 시리즈는 일반 해부학의 효과적인 학습
도구로 충분한 책이다. 정확하고 현대적인
텍스트로, 모든 용어는 국제 표준에 의거한
프랑스어 표현으로 통일되었다. 다양한 4
색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임상이나 수술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해부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상인 시리즈로,
훌륭한 일반 의학 입문서가 될 것이다.
말로완 | 9782224031831 | 2009
592쪽 | 20,2x26,7 cm | 65.00 €

RIGHTS SOLD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Anatomia & Osteopatia,
Piccin Nuova Libraria S.p.A.)
말로완 | 9782224030292 | 2015
224쪽 | 19,5x25,5 cm | 46.00 €
해외 저작권 Sarah Larsen : slarsen@vigot.fr 수출 Romain Vigot : rvigot@maloine.fr

해외 저작권 Sarah Larsen : slarsen@vigot.fr 수출 Romain Vigot : rvigot@maloin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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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et d'anatomie (Tome 1) : Membres

Gestes en médecine et petite chirurgie

임상 해부학
편람 (제1권)

임상 진료와
소수술

사지

피에르 카미나
최신 해부학 연구를 반영한
해부학 편람.

의과대학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완벽한 해부학 편람!
키워드 방식으로 상세하게 집필된 본문으로,
암기가 더 쉬워져 다지 선다형 문항에 대비할
수 있다. 책날개를 활용해 페이지 일부를 덮고
삽화를 점검해가며 자신의 학습 현황을 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실용적인
판형으로 언제 어디서든 학습하기 좋다. 이
편람은 의과 대학 혹은 치의학과 대학의 학생
및 의료 관련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출간되었다.

사라 테페르
오렐리앵 게냉
임상 진료와 소수술의 최신

<임상 진료와 소수술>은 의료인들이 만나는
다양한 임상 상황별로 적합한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도와줄 실용적인 열람표를
제공한다. 임상 전문의의 추천과 최신 의학계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성인 진료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일반의학 의료인 및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책이다.
말로완 | 9782224035808 | 2020
176쪽 | 12x28 cm | 28.00 €

지식을 망라한 책.

말로완 | 9782224033798 | 2013
272쪽 | 13,5x16,5 cm | 22.00 €

해외 저작권 Sarah Larsen : slarsen@vigot.fr 수출 Romain Vigot : rvigot@maloine.fr

해외 저작권 Sarah Larsen : slarsen@vigot.fr 수출 Romain Vigot : rvigot@maloin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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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 atlas d'anatomie

Urgences

해부학 포켓북

피에르 카미나
일러스트로 이루어진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교과서.

해부학적인 그림이 없다면 의사가 진찰 중인
신체는 거의 미지의 영역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환자와의 소통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할 것이다. 200개의 컬러 도감으로
이루어진 이 도해집은, 신체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보여주는 일러스트로 가득해 신체의
주요 구조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돕는다.
한 눈에 특정 부위나 기관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독자는 각 구조 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구성된 목록표를 참고해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RIGHTS SOLD

에스토니아어로 출판됨 (Väike Inimkeha Atlas,
Oü Trak Pen)

응급의학
포켓북

크리스토프 프뤼돔
최상의 응급의료를 위한
필수 포켓북.

말로완 | 9782224036065 | 2020
592쪽 | 12x18 cm | 35.00 €

말로완 | 9782224034078 | 2014
184쪽 | 17,5x24,7 cm | 26.00 €

해외 저작권 Sarah Larsen : slarsen@vigot.fr 수출 Romain Vigot : rvigot@maloine.fr

응급 상황에서는 언제나 곁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참고서가 필요하다. 응급실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주요 의료 상황과 그에
필요한 의학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구성한, 포켓북 형식의 가이드북이다. 열 번째
개정판으로, 응급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최상의 전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이
최신 의학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본문을 대폭 개선했다.
응급 상황에 직면한 모든 의료인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포켓북.

해외 저작권 Sarah Larsen : slarsen@vigot.fr 수출 Romain Vigot : rvigot@maloine.fr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