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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영상분석 솔루션

Inbrain

두뇌영상분석
솔루션

NEUROLOGY BIG DATA MACHINE LEARNING

정량적 측정 및 정상인 비교 백질 고강도 신호(WMH) 가시화 분석결과의 종적 분석

측정된 영역별 부피와 두께값 및 3,000여명의 정상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상대치(W-Score)로 제공

FLAIR MRI에서 WMH를 자동으로 분할 / 재건하여

3D 모델 생성 및 가시화 

대뇌 영역 정량적 측정 결과, 대뇌 피질 위축지수 및 

대뇌의 변화 결과를 한 눈에 파악 가능

결과 보고서 비교 보고서 3D 웹 뷰어

·  정량적 측정/분석결과 및 대뇌 피질 위축지수를  

웹으로 제공 

· EMR에 편리하게 삽입 가능한 스크린샷 기능 제공

원하는 검사 결과를 함께 띄워 한 눈에 비교 가능 · 영역, 대뇌 피질 두께, 해마, WMH 모드 제공

· 원하는 영역만 활성화하여 보기

· 범례 조절 기능 제공

· 절점에 해당하는 주요 분석결과 확인 가능

Inbrain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뇌신경영상 전문 분석 솔루션입니다.

Inbrain 주요특징

마이다스아이티 의료솔루션사업팀 

이준호 팀장 

e-mail : leejh1@midasit.com 

Tel : 031-78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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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분석 결과
체계적 분석 보고서 

정량적인 분석
보다 정확한 진단

진단의 정확도 향상

종적 분석

Inbrain 보고서는 정량적으로 측정된 대뇌 부피 및 피질 두께를 

성별 / 나이 / 교육수준 등이 유사한 정상인 집합과 비교하여 

제공합니다.

Inbrain으로 진단에 확신을 더하고 진단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십시오.

해마 모드 영역 레이블 모드

대뇌 피질 두께 모드 대뇌 백질 고강도 신호 모드

환자를 이해하는 
객관/직관적인 방법

3D로 재건된 대뇌 피질, 피질하구조물, WMH 모델을 별도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CASE 02 (onset 66세) 만 82세 | 무학 | 문맹

대뇌 피질 두께

·반복되는 amnestic event
·기억력 저하
·Word finding difficulty
·우울감
·성격변화 (화를 잘 냄)
·계산장애
·고지혈증

PROBLEM

18 / 30

MMSE

·Early stage of dementia 해당

·AD w/depression 진단 가능성

·Seizure 가능성

·CIRD의 가능성

SNSB

IMPRESSION

Epileptic MCI / AD / 

Cognitive Impairment Related  

Depression
FINAL DIAGNOSIS

Epileptic MCI

대뇌 피질 위축지수

12.30

CASE 01 만 67세 | 학력 12년 | 비문맹

NC 진단 환자
만 49세 | 학력 16년 | 비문맹

대뇌 피질 위축지수 0.21

AD 진단 환자
만 58세 | 학력 12년 | 비문맹

대뇌 피질 위축지수 99.93

정상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500 100

SMI

2008.1 (만 75세)

Diagnosis

Cognitive

Domain

49.9

2013.11 (만 79세)

non-aMCI
Visuospatial

Depression

41.24

2015.4 (만 81세)

aMCI
Visuospatia,

Verbal & Visual memory

66.36

2016.7 (만 82세)

AD
Visuospatial

Verbal & Visual memory

Frontal executive

80.45

0-4 4 세상에 없던 가치 인브레인

연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현실적 문제들로 미뤄왔던 근거 기반의 진단

Inbrain을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임상적
유효성

정량적
분석

대규모
영상 DB

영상분석
자동화

웹/그래픽
가속화기술

머신러닝

조기진단

진단 정확도
향상

진단 효율성
제고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

환자 만족도
상승

효과적
정보전달

대뇌 피질 위축지수



Inbrain 
분석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