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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발표회초안

Global Good 과 모틱(Motic)이 함께 선보이는 내약학질에
대항하는 획기적인 인공스마트구동현미경
기계학습기술을 응용하여, EasyScan Go 는 몇분안에 자동적으로 정확히 학질기생균을 식별할수 있으며
표준화진단을 통해 현미경학자와 변이된 병균을 유효적으로 추종하는데 중요한 결정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동화질량진단의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있습니다.

중국샤먼과

미국워싱톤벨러위유---2017

모틱그룹유한회사（Motic

Group）,

2017 년독일의료전시회(Medica 2017)중,

년

11

월

13

일---선진적

현미경설계

모틱(샤먼)전기주식회사의자회사(주식번호:300341)가

및

제조회사

오늘에

열린

Global Good 기금과의 합작파트너관계를 선포하였습니다. Global Good 는

Intellectual Ventures 와 Bill Gates 가 연합하여 인도주의를 위해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합작실체입니다. 두

회사는 합작하여 EasyScan Go 의 생산과 판매를 진행할것입니다. Easy Scan go 는 타파적으로 내약성학질에
대항하고 병례를 관리하는 인공스마트구동현미경입니다. 특별히 제작한 이미지식별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EasyScan Go 는 20 분안으로 혈액절편(BLOOD SMEAR)에 있는

학질기생균을 식별하고 그 수를 통계할수

있습니다.
이번 합작은, GLOBAL GOOD 의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종지와 모틱(Motic)의
공정설계, 제조, 마케팅능력을 결합하여 신흥 및 저수입시장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창신형의료보건의
해결방안을 대표하였습니다. Global Good 의 부회장 Maurizio Vecchione 말하길 ”한가지 스마트현미경을 판매하고
상업화하는것을 통하여

, Global Good 과 모틱(Motic)은 다질병의 질량판단이 매사람마다,어느곳에서든 닿을수

있는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학질은

현미경절편에서

식별하기

제일

어려운

질병중의

하나입니다.”

David

Bell,

Global

Good 글로벌건강기술총감독이 말하길: “실험실기술원들이 인공스마트현미경을 조작하는것을 통하여 우리는
학질에 대항하는 두개의 중요한 장애를 극복할수 있습니다---병례관리중의 진단을 개선하고

지역과 시간을

뛰여넘는 식별을 표준화하였습니다.”
매년, 백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질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으며 연구원들의 예측에 따르면 전세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의학간행물《Lancet》에서
연구학자가 발표한 문장에 의하면, 동남아부분지역의 한가지 내다약균주의 신속한 전파가 사람을 놀랍게
합니다.
중증의 정확한 검측과 내약병례는 WTO 인증을 받은 전문기술원들이 혈액도말분석을 하며 매 절편은
대략 20 분 걸림니다. 스마트현미경을 이용하여 이 과정을 자동화하면 자원이 결핍한 나라의 전문인원의
부족을 완화시킬수 있습니다.
국제컴퓨터비전회의（ICCV）에서 전시한 초기현미경샘플공능테스트가 표명하다싶이, Global Good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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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한 기계학습알고리즘은 현미학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신뢰성이 좋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Global Good 의 선진적소프트웨어와 모틱(Motic)의 가성비가 높은 디지털절편스캐너를
결합하여 학질식별을 간단화 및 표준화하는것입니다. ” 중국모틱그룹유한회사(Motic Group)의 부회장 Richard
양선생님이 말하길 ”제일 식별하기 어려운 질병상의 성공은 EasyScan 생산선이 임의의 현미경을 초월할수
있는

임무를 달성하고 기타 성숙되고 신흥한 시장의 주요질병을 식별하는데 도를 닦았습니다. ”
실제상, 현재 EasyScan Go 는 여러 종류의 학질을 식별할수 있는 공능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전체

팀인원들은 이것을 혈액도말중 보통 발견할수 있는, 기타 기생균 및 미생물, 아메리카주 트리파노소마증,
마이크로필라리아, 겸상적세포를 포함하고 기타 종류의 샘플, 예를 들어 타액, 배설물과조직에 응용할수
있도록 탐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www.easyscango.com.

Intellectual Ventures’ Global Good 기금에 대하여
Global Good 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여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난한
나라에서는 수백만 사람들이 인류의 과학과 기술능력으로 해결할수 있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죽어가고있습니다. Global Good 는 Bill Gates 가 성립하고 Nathan

Myhrvold 와 같이

기술을 발명하여 인류의

제일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Global Good 는 인도주의조직, 전향적정부, 연구기구 및
회사, 개인기업파트너랑 합작하여 이 전망을 달성하였습니다.
www.globalgood.com
모틱(MOTIC)에 관하여
모틱그룹유한회사(Motic

Group)는

전통적복합형현미경을

생산하는

획기적인

회사입니다.

우리의

광학전문기술, 세심하고 성실한 고객서비스 및 현미경험을 진급시키는것을 목표로 하는 종지로 인해 우리는
이미 지명도가 꽤 높은 글로벌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초기로부터 젊은 과학자들을 지지하고 의료보건을 개선하며 과학연구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시장추세에 적응하고 선진적디지털해결방안에 전념하는것을 통하여 현재수요를 만족하고 미래의 기대를
초월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www.motic.com
Motic EasyScan 은

모틱그룹(Motic Group)의 전속산품이기에 모틱그룹(Motic Group)은 이의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미디어 연락방식 :
press@easyscang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