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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 Vital Signs 신경 인지 검사 결과지

…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덕망있는 신경 인지 검사의 컴퓨터 화 된 버전에서 자동 채점됩니다. 결과는 환자 응답의 

밀리 초 단위 정확한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총 검사 시간은 선택한 검사 항목과 평가 척도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CNS Vital Signs Test Report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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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 보기 (Longitudinal View)

CNS Vital Signs 신경인지 평가 보고서는 
검사 세션 직후 요약 영역 대시보드 
(SUMMARY DOMAIN DASHBOARD)와 
자세한 보고서 형식으로 검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NS Vital Signs 보고서는 논리적이고 직관적 
이며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가가 비교적으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평가 결과는 타당한 임상 진료 표준에 
따라 병력, 신체 검사, 기타 심리 또는 신경 
심리 검사, 연구실 결과, 영상 검사 등과 같은 
기타 관련 임상 정보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된 연속적인 
신경 인지 검사들은 
또한 질병의 진행, 
결과 또는 치료 
효과들을 추적 하기 
위해 종적 보고서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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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 결과를 쉽게 그래프로 표시

한개의 항목 예시 : 모든 검사 항목이 그래프로 표시됨

CNS Vital Signs Test Report - Evaluate Domain  

신경 인지 검사 보고서 평가 항목

유효성 평가 (Evaluate Validity) : 유효성 지표(VI)는 유효하지 않은 검사 가능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장 된 측정은 환자가 2차적 이득을 위해 검사 성능을 조작하고 있는지 또는 단순히 
검사 지침을 읽지 않고 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이차적 이득의 예시로는 약물 또는 장애 
추구, 학문적 수용, 꾀병(malingering), 증상 위조 등이 포함됩니다.  

CNS VS 보고서는 논리적이고 직관적이며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가의 해석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CNS Vital Signs는 8 세에서 89 세까지의 연령대 일치하는 규범 적 비교에 기초하여 손상의 심각도를 
측정 합니다. 검사 유효성, 뇌 영역 패턴 및 종적 보기와 같은 다른 임상보기는 모두 검사 후 몇 초 안에 
자동 점수가 매겨집니다.

신경 인지 및 행동 문제의 표준화 된 평가는 현재 대부분의 신경 정신적 지침에서 권장하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있는 임상 조치를 수집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결과는 간단한 테스트 세션 
직후 DOMAIN DASHBOARD 및 DETAILED TEST 보고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한 가지 주요 차이점 – 인지 속도 
측정… “CNS Vital Signs는 인지 
장애 감지에 민감합니다… 
기호 숫자 치환 검사와 스트룹 
검사와 같은 전통적인 검사의 
전산화 된 형태를 사용합니다.

… 정확한 자동화 정량화 기능
"반응 속도, 정신 운동 속도 및 
처리 속도와 같은 여러 매개 
변수를 통한 "속도 요인"은 정보 

처리 속도의 미묘한 변화조차 감지하는 감도를 높입니다."

** 재발성 완화형 이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Relapsing Remitting and Secondary Progressive Multiple 
Sclerosis) 환자의 인지 장애 : 전산화 된 인지 검사 배터리의 효능; ISRN 신경과, 2014년 3월 13일

심각도 평가 (Evaluate Severity):  이 점수는 인지 결손과 장애 수준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간의 인지 장애(밀리 초 단위 정확도)도 평가하여 환자의 인지 결손 및 장애 수준에 대한 즉각적인 
임상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가족과 간병인은 일상 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뒷받침 
하는 인지 영역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패턴 평가 (Evaluate Pattern) :  손상 패턴은 병리 alc 가능한 동반 질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NS VS 인지 패턴 프로파일 (해석 가이드)은 임상의가 신경학적, 정신적, 발달 장애의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NS Vital Signs 인지 검사 절차는 환자의 평가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상 종점을 제공합니다.

종적 평가 (Evaluate Longitudinally):  경도인지장애(MCI), 다발성경화증(MS), AD/HD & 자극제, 
재활 노력과 같은 질병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고 결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임상 상태 및 
치료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돕기 위해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인지적 임상 종점을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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