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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염색체의 자동 스캐닝
및 스마트한 염색체 분석

METAPHASE SEARCH

중기 염색체의
스캐닝 및 분석의
진화
디지털 영상 분석과 자동화 부문에 있어 30년 이상 혁신을 거듭해 온
MetaSystems는 차세대 중기 염색체의 검출과 분석 시스템을 발표함
에 있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AI 기반 workflow는 완전한 염색체도의 검토를 위해
중기 염색체를 한번에 찾을 수 있는 지루한 모든 과정을 자동화 합니다.
중기 염색체의 스캐닝 작업과 이미지의 퀄리티는 MetaSystems의 초
고해상도 CoolCube 4 카메라를 통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높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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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자동화 된 Workflow
인공지능(AI)를 최첨단으로 적용한 심층신경망 네트워크(DNN)의 구
현으로, MetaSystems의 workflow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자동화 되었습
니다. 이제 시스템에 슬라이드를 넣는 단계부터 완성된 염색체도를 받
아 보는 것까지 중기 염색체 스캐닝의 모든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
다.

자동
염색체 분석

AI

METAPHASE SEARCH

보다 넓은 시야,
보다 좋은 품질,
보다 빠른 스캐닝
MetaSystems는 초고해상도
C o o l Cu b e 카 메 라 를 통 해
Metafer에서 초점을 잡는 것을
포함하여 중기 염색체의 탐색 과
정을 슬라이드 당 40초 이내로 완
료할 수 있다는 것에 커다란 자부
심을 느낍니다.
이는 낮은 배율을 사용할 때에도
카메라가 가진 해상도를 최대한
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
었습니다. 또한 훨씬 더 넓은 관
측 시야는 시스템으로 하여금 적
은 리소스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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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놓치는 염색체는 없습니다!
CoolCube 카메라는품질의손실없이이전의카메라보다최대 6배 넓
은 관측 시야(FOV)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배 넓은 FOV는 추가적인
캡처 시간뿐 아니라, 중기 염색체가 넓게 퍼져 있거나 염색체가 제 위치
를 벗어난 경우와 같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슬라이드를 검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40x Oil and CoolCube 4

63x Oil and CoolCube 4

63x Oil and CoolCube 1

역대 가장 빠른 Metafer 스캐닝 속도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하여, CoolCube 4 카메라를 이용해 자동화
된 중기 염색체 스캐닝 시스템인 Metafer를 사용하여 22x46mm의 슬
라이드의 스캐닝을 초이내로 끝마칠 수 있습니다.

초고해상도 이미지 제공

63x, CoolCube 1

40x, CoolCube 4

픽셀 당 3.45㎛의 4,096 x 3000
픽 셀 의 해 상 도 를 가 진
CoolCube 4 카메라를 이용해
자동화된 디지털 현미경에 초고
해상도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레벨의
해상도는 CoolCube 4 카메라
가 현대 광학을 최대한으로 활용
하여 낮은 배율에서도 선명한 이
미지를 나타낼 수 있음을 나타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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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스마트한
Ikaros의 탄생

Ikaros DNN
이미 잘 알려진 MetaSystems의
차세대 karyotyping 시스템은
DNN(심층신경망 네트워크)를
일상화하여, Ikaros가 당신을 위
한 지루한 분석 준비 시간을 자동
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
니다. 이러한 새로운 알고리즘
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미리 분류
한 수십만 개의 염색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Ikaros가 기술자
들을 지능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
록 합니다.
* DNN 지원은 Ikaros 5.9와 6.2버전부터 지원된다.
Ikaros 5.9버전은 2020년 09월에 출시되었고, 6.2버전
은 2021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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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내에서 Ikaros와 Metafer는 체외진단용
기기(IVD)이며, CE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EU 이외의
국가에서 현지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제품들은 진단 목적
으로 사용 불가능할 수 있다.

info@metasystems-asia.com
www.metasystems-internation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