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LETE ANATOMY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3D anatomy Atlas를 원하는 기기에 설치하기만 하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그동안 만나본 적 없는 새로운 인체해부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bscientific.com/AnatomyApp에 접속하여,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10% 할인 혜택도 받아보세요.

10%
할인할인*
@ 3bscientif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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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체해부학의  세계로!

가상 강의에 의학 콘텐츠를 녹여내는 데 특화된 3D4Medical에서는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상호작용적 해부학 교육 어플리케이션 “컴플리트 
아나토미(Complete Anatomy)”를 자신있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아름답게 
구현한 3D 인체해부학 모델뿐만 아니라, 13,000개가 넘는 신체 부위까지도 
고화질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가상 해부학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장학과 치의학, 체력강화, 
안과학, 정형외과학 등에 관한 영상을 감상하고, 근육계와 림프계, 신경계 
등을 자세하게 관찰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층과 구조, 기능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세요. 라이선스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하단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전체 커리큘럼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사용 라이선스
(Educator)와 어플을 활용해 인체해부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용 라이선스
(Student Plus), 환자 교육에 적합한 전문가용 라이선스(Professional)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iPad, Mac and Windows와 호환 가능합니다.

Complete Anatomy는 a student, an educator or a 
professional user 각각에게 가장 적합한 세 종류의 영문판 
라이선스 중 한 개를 구매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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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3bscientific.com/AnatomyApp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 내 모든 교사 및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풀 패키지 이선스 
상품을 구매하려면 개별 문의바랍니다. 개별 문의바랍니다.  

Student Plus 라이센스 
선행 학습 및 자료 공유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연단위 
구독이 가능한 Student Plus License를 추천합니다.

Educator 라이센스 
Complete Anatomy Educator License로 전체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실제 수업 자료로 활용해보세요. 
학생의 학습 진도를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Professional 라이센스 
Professional License를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보세요.

Student Plus Educator Professional

아틀라스 ✓ ✓ ✓
교차 플랫폼 액세스 ✓ ✓ ✓
모든 비디오 팩 ✓ ✓ ✓
모든 3D4Medical 코스 ✓ ✓ ✓
액세스 커리큘럼
함유량 ✓ ✓ ✓
프리젠 테이션 라이센스 ✓ ✓
환자 교육 라이센스 ✓
커리큘럼 내용 보내기 ✓
커리큘럼 관리자 ✓
AR (증강 현실) ✓ ✓ ✓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3B Scientific 홈페이지에서 라이선스를 구매
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mplete Anatomy 에서 제공하는 여러 라이
선스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