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의료기관을 도와 전 세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미국 소아과학회(AAP)는 전 세계 소아과 약제의 과학적 응용
및 임상적 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를 대표하여,
저는 귀 기관과 같은 기관을 통하여 소아과 커뮤니티에 수준 높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널 및 정기 간행물 | Point-of-Care Solutions™ | AAP 전자책

AAP 저널 및 정기 간행물
발간지

AAP 전자 저널 모음
모든 과학 및 의약 부문 주요 상위 100위 중 1위*

내용

25% 할인

아래 6개 저널 모음

AAP 전자
저널 모음

• 원본 연구 기사 및 동료 평가 연구 기사 • AAP 정책 및 임상 진료 지침 • 품질 보고 및 사례 보고
• 최신 리뷰 기사 • 새로운 연구 개요
• 품질 개선 보고서 • 가치 곡선 벤딩 • 사례 보고 • 원본 연구 기사 및 동료 평가 연구 기사
• 연구 기사, 에세이 및 논평
• AAP 정책 실행 조언 • 코딩 업데이트 • 전염성 질병 정보 • 소아과 분과전문의 뉴스 • 치료법 변화
• 품질 개선 • 백신 업데이트
• 독점 온라인 전용 사례 검토,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 간략한 기사 • 예측 지표 및 시각적 진단 사례
• 새로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교육용 슬라이드
• 신생아 및 출생전후기 리뷰 기사 • 신생아실 내 시각적 진단 및 예측 지표 • NeoVideos(비디오 코너)
• 복합 태아 진료 사례 • 이달의 기사(전자 태아 감시)
• 최근의 관련 소아과 연구에 대한 증거 기반 요약 • 소아과 분과전문의를 집중적으로 다룬 주제 영역
• AAP 소아과 및 소아과 분과전문의의 최종 분석

* 저널 영향력 지수, 저널 인용 보고서(Clarivate Analytics, 2019)

지금 바로 AAPLibrary.org를 방문하십시오.

발간지

내용
• Red Book® 온라인 • Pediatric Patient Education™ • COVID-19 관련 환자 인쇄물
• 밝은 미래(Bright Futures), ADHD 및 자폐증을 포함한 AAP 툴킷
• Schmitt 소아과 진료 조언 모음 • AAP 정책 • Point-of-Care 빠른 참조
• AAP 소아과 진료 텍스트북 • 시각 라이브러리, 시술 및 정신 건강 관련 동영상, 웨비나 및 모바일 앱

온라인

전자책

발간지

AAP 2020 전자책 신간 목록 모음
1회 영구적 권리 구매

신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출간 도서
목록의 영구적 권리 모음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음집에 대한 기관
할인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신생아 인공호흡법(NRP®)
전자책 모음
사이트 연간 이용권

Pediatric Care
Online™에 포함

• COVID-19 및 기타 전염병 발생 부문
• 최신 인플루엔자 정책 변경을 포함한 업데이트, 뉴스 및 경고
• Red Book 제31호 전문(영어 및 스페인어)
• 대화형 접종 일정 • 백신 부족 업데이트
• 모바일 앱, 시각 라이브러리 및 교육용 슬라이드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내용

다음을 포함한 25개 출판물 이용권
• Berkowitz의 소아학. 일차 진료 접근법, 제6호
• 소아과 임상 치료 지침 및 정책. 소아과 치료를 위한 증거 기반 연구 개요, 제20호
• 소아과 정신 건강. AAP 임상 치료 지침 및 정책 개요
• 의사를 위한 모유 수유 안내서, 제3호
• 소아 피부과. 빠른 참조 가이드, 제4호
• 일차 진료를 위한 소아 이비인후과학, 제2호
• 일차 진료를 위한 소아 성형 및 재건외과
• 소아 약물. AAP 임상 치료 지침 및 정책 개요
• 소아 병원 의학의 어려운 사례
• 더 많은 자료...

다음을 포함한 신생아 인공호흡법 전자책 모음 이용권
• Textbook of Neonatal Resuscitation®(영어 및 스페인어)
• 출생전후기 진료 지침
• 더 많은 자료...

소아의학 분야 유명 출판사의 수상 경력이 빛나는 소아의학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