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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Medicine and Exercise Science in Video

<Sports Medicine and Exercise Science in 

Video>는 인간의 움직임, 컨디션 조절, 활동, 재활 

및 신체 연구를 위해 결집된 방대한 양의 비디오 

동영상을 제공하는 컬렉션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의학 비디오 프로듀서인 Healthy 

Learning과 독점 파트너쉽을 통해 개발된 본 

컬렉션은 눈앞에서 바로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임상교육과 함께 축구, 골프, 라켓 스포츠, 미식축구, 

야구, 농구, 육상, 역도 경기 등 광범위한 스포츠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운동과 스포츠과학의 원칙, 기술, 세부사항을 

세계적인 운동 트레이너, 의사, 물리 치료사, 운동 

생리학자, 영양사, 심리학자, 그리고 교육자들이 

영상을 통해 시연하고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학술연구와 함께 특정 기술과 치료법을 적용하는 

중요한 세부 요소를 이용하여 고객(환자)과 실제 

작업하는 과정을 직접 학생과 교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과정이나 

연구 과정 중 참고하는 교재는 단순히 이론적인 방법을 설명하나 이러한 동영상 자료는 

실제 시술되는 작업의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대학원 및 학부생 모두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운동선수 훈련, 체육 교육, 운동요법 

/운동과학, 운동 생리학, 스포츠 과학 그리고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Mike Voight, PhD, CSC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llen Hedrick, MA, 

CSCS*D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U.S. Olympic Training Center); Rod 

Walters, DA, ATC (NATA Hall of Fame inductee); Anthony J. Delaney, RFD, MB, BS, 

FACSP, Colonel ADF (Sydney Academy of Sport); Steve Cotter, CSCS (NFL, MLB, 

U.S. Navy SEAL); James Peterson, PhD, FASCM (200건 이상의 기사와 80권 이상의 

저서 집필) 등,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시연에 참여하였습니다. 

컬렉션의 영상 타이틀은 미국 대학 스포츠 의학회(ACSM), 미국 선수 트레이너협회(NATA), 

미국 스포츠 의학 협회(AMSSM), 미국운동위원회(ACE), 미국근력컨디셔닝협회(NSCA), 

의료휘트니스협회(MFA) 등과 같은 기관으로 부터 교육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컬렉션에 있는 동영상은 모두 철저하게 색인 작업을 거쳤으며 사용자는 제목, 임상 전문 지

식, 환자 정보, 방법론, 진단, 그리고 기타 다른 검색 방법으로 콘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