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S Vital Signs 평가 척도 플랫폼 기술에는 50개 이상 의료 

및 건강 평가 척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상적 품질 관리 - 의사 품질 보고 시스템 (PQRS)
     (Physician Quality Reporting System, PQRS)

■ MACRA에 대한 MIPS 임상 및 품질 측정

     (The 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 진료실, 원격 & 원격 진료 평가

■ 정신 건강 검진과 관리 관찰

증상과 행동, 동반 질환의 환자 및 정보 등급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문서화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CNS Vital Signs 전산화 평가 척도 장치
자동 점수 산출, 즉각적인 결과 보고서 생성 & 체계적 문서 관리 플랫폼 제공 솔루션

임상의와 연구원은 임상 상태 (예 : MCI, 다발성 경화증, AD / HD 등) 또는 연구 프로토콜 측정 기반 테스트 패널을 

구현하여 다차원 표준화 된 검사 전략 (신경 인지 검사와 평가 도구)을 사용자 맞춤화 할 수 있습니다. CNS Vital Signs 

장치는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앱을 통해 검사실 내 또는 원격 검사 (예 : 밴더빌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선생님용 

평가척도(Vanderbilt AD/HD Teacher)), 로컬 소프트웨어 앱 (인터넷 불필요)의 클리닉 테스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SF-36은 일반적이고 일관되며 쉽게 관리 할 수있는 

삶의 질 척도입니다. 이러한 측정은 환자 자가 

보고에 의존하며 이제 성인 환자의 관리 결과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의료 관리와 치료 

기관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우리는 CNS Vital Signs 객관적인 신경 
인지 검사 절차와 중요한 임상 평가 척도를 
측정 기반 치료 활동에 통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료에 매우 효율적 
이었습니다...”
행동적 건강 실무

건강 위험 - 정신 건강 검사

• 환자 건강 설문지 우울증 (PHQ-9) SF-9

• 일반 불안 장애 (GAD-7 )

•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척도 (DASS)(21&42)

• Zung 자가 평가 우울 척도 (ZSDS) SF-20

• Zung 자가 평가 불안 척도 (ZSAS) SF-20

삶의 질 (PQRS) 

• 의료 결과 조사 (MOS) SF-36 

     

성인 평가 척도 장치 

왜 주관적인 평가 도구인가?

(1) 최적화 된 환급을 위해 필요한 E & M 요소로 많은 지침과 품질 측정 권장 등급 도구가 필요합니다.

(2) 중요한 임상 (예 : 증상, 행동, 동 반성) 질문은 체계적으로 요청, 기록, 자동 채점 및 문서화 됩니다.

(3) 답변은 대상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한 심각도를 측정하거나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시간 경과에 따른 치료 질환 경과에 대한 반응의 결정 및 임상 결과를 용이하게하는 일련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평가 접근법을 공식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5) 철저함을 보장합니다. 

(6) 장애의 유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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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 엡워스 졸음 척도 (ESS) SF-8

•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 (PSQI) SF-10

• 진정 척도 (SS) SF-1

• 각성 등급 척도 (ARS) SF-1

AD/HD

• 성인 ADHD 자가 보고 척도 (ASRS-v1.1)  증상 체크리스트 LF-18

물질 남용

• 약물 사용 설문지 (DAST) SF-20

• 알코올 사용 장애 식별 검사 (AUDIT) SF-10

뇌 손상 (PQRS)

• 신경 외과 증상 목록 (NSI) SF-22

• 어지럼증 장애 선별검사 (DHI) SF-25

• 뇌 손상 설문지 (HIQ) LF-90

기억력-치매 (PQRS)

• 스탠포드 노인 우울증 척도 (SGDS) SF-15

• 스탠포드 노인 우울증 척도 (SGDS) LF-30

• 기억력 질문지 (MEMQ) SF-27

대상 측정 (PQRS)

• 낙상 위험 척도 

• 숫자표시 통증 척도

• 통증 파국화 척도 (PCS) SF-13

• 건강 평가 설문지 (HAQ) 장애 척도 SF-8

• 수정본 피로 영향 척도 (MFIS)

• PTSD 체크리스트 (PCL-5) SF-20

• PTSD 체크리스트 - 일반인 버전 (PCL-C) SF-17

• PTSD 체크리스트 - 스트레스 요인 버전 (PCL-S) SF-17

• 생활 사건 체크리스트 (LEC) SF-17

• DSM-5 생활 사건 체크리스트 (LEC-5)

• 성인 강박 장애 체크리스트 (OCD-A) SF-20

• MHE 설문지

• 진정 척도 (SS) SF-1

기능성 의학 (웹 전용)

• 생활 습관 체크리스트

• 의료 증상 질문지 (30일 전)

• 의료 증상 질문지 (48시간 전)

성인 평가 척도 장치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결제 시스템 
(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

(MMIPS)

101 가이드

2019년도 실적 연도

CMS는 법에 따라 품질 결제 프로그램 

이라고 하는 품질 결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합니다.

품질 결제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치와 결과를 보상합니다.

메리트 기반 인센티브 결제 시스템 (MIPS,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과 

고급 대체 결제 모델 (APMs, Advanced 

Alternative Payment Models).

MIPS에서 성능은 데이터 임상의 보고서를 

통해 측정되며 기본 영역은 품질입니다.

품질

이 성능 범주는 PQRS를 대체합니다.

이 범주는 의료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그룹뿐만 아니라 CMS가 만든 성과 측정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다룹니다.

CNS Vital Signs 테스트 플랫폼을 사용하여 

많은 MIPS 측정 값을 수집 할 수 있습니다.

CMS 품질 결제 프로그램. Q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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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 군대

• PTSD 체크리스트 - 군인 버전 (PCL-M) SF-17

• 전투 노출 척도 (CES) SF-7

• 생활 사건 체크리스트 (LEC) SF-17

• DSM-5 생활 사건 체크리스트 (LEC-5) 

• 배치 리스크와 회복력 선별 척도

성인 평가 척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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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척도 평가 검토시, LF = Long Form 

(긴형식), SF = Short Form (약식), 숫자는 

장치에 포함 된 질문 수를 나타냅니다.

• 터치 스크린 기술이 필요에 따라 밀리 초 

정밀도를 적절하게 기록 할 수 없기 때문에 

태블릿을 통해 신경 인지 검사를 지원 하지 

않으며 검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iPad와 같은 태블릿은 등급 척도를 완료하고 

CNS Vital Signs 평가 플랫폼과 호환되는 

탁월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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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RI 섹션 A : 배치 전 수명 이벤트

• DRRI 섹션 B : 어린 시절 경험

• DRRI 섹션 C : 교육 및 배포 준비

• DRRI 섹션 D : 배치 환경

• DRRI 섹션 E : 삶과 가족 문제

• DRRI 섹션 F : 군대 지원

• DRRI 섹션 G : 군대 내 관계

• DRRI 섹션 H : 배치 문제

• DRRI 섹션 I : 전투 경험

• DRRI 섹션 J : 전투 후 경험

• DRRI 섹션 K : 핵, 화생방, 화학 물질 노출

• DRRI 섹션 L : 배치 후 지원

• DRRI 섹션 M : 배치 후 수명 사건

발달-정신 건강 검진 

• 소아 증상  체크리스트 (PSC) LF-35

• 소아-청소년 증상 체크리스트 보고서 (Y-PSC)

• 소아 증상  체크리스트 (PSC-17) SF-17

AD / HD 측정 

• 밴더빌트 ADHD 진단 부모용 등급 척도 (VADPRS) LF-53

• 밴더빌트 ADHD 진단 교사용 등급 척도 (VADTRS) LF-4

• 밴더빌트 후속 평가  부모용 평가 척도 (VAFPRS) SF-38

• 밴더빌트 후속 평가  교사용 등급 척도 (VAFTRS) SF-43

대상 측정

• 아동 불안 장애 (SCARED) 아동용 버전 검사 LF-41

• 아동 불안 장애 (SCARED) 부모용 버전 검사 LF-41

• 아동 OCD 강박 장애 선별 척도 (OCD-C) SF-20

• 아동 청소년 사회 불안 척도 (SASCA) SF-20

• 유아기 암 생존 연구 신경 인지 설문지 (CCSS) SF-25

• 신경 행동 증상 선별 척도 (NSI) SF-22 (mTBI, TBI)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체크리스트-스트레스 요인 버전 (PCL-S) SF-17

• 환자 건강 설문지 - 우울증 PHQ-9

• 일반 불안 장애 GAD-7

• DASS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21&42)

소아-청소년 평가 척도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