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genicaⓇ는 안전하고 직관적이며 공인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게놈, 엑솜 그리고 대규모

유전자 패널 데이터의 2차 및 3차 분석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Congenica 의 솔루션은 의료진의 임상적

의사결정을 돕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ongenica는 전 세계의 임상의와 임상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New York State Institute와 같은

우수한 센터와 푸단 아동 병원 및 Genomics England 

national 100,000 게놈 프로젝트에 그리고 UK NHS 

Genomic Medicine Service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혁신적이고새로운임상

유전학서비스를위하여

Congenica를도입하였고그결과

환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를상당히

향상시킬수있었습니다. 

Dr Sahar Mansour

Professor in Clinical Genetics, St George’s Hospital NHS

“

진단의확신을 높여줍니다.

ISO 및 HIPAA 규격에 만족하는

분석플랫폼이 유전자변이를 분석하여

진단을 위한 의사결정에 확신을

높여줍니다.

업무효율을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automation이 업무

처리량을 극대화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도와 30분

안에 검토에서 결과지 출력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Diagnostic Yield를 향상시킵니다.

해결이 어려운 케이스에서도

일관적이고 유의미한 diagnostic

yield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Congenica의 평균적인 diagnostic 

yield는 43%입니다.*

* Based on a cohort of 25,000 random cases

복잡한지노믹데이터를임상의사결정에

사용하도록도와주는세계적인분석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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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된 통계 분석 툴과 머신 러닝 기술을

결합하여 환자의 phenotype관 연관된

variants를 즉시 찾아내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통합형 지놈 브라우저와 혈통 분석 툴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대화식으로 쉽게 분석하여 전체

가족구조를 탐색하고 단순화 합니다.

⚫ 미리 설정된 동적 필터 세트가 가장 연관성이

높은 variants 찾아주어서 임상 검토와 진단에

드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 Congenica는 여러 레퍼런스 데이터 소스를

통합 분석하여 후보 variants의 숫자를

줄여줍니다.

⚫ 광범위한 지식기반 및 문헌 정보를 토대로

분석사례와 연관성이 높은 자료를 보여줍니다.

⚫ 품질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는 유전자를

표시해주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치료 경로에 필요한 정보와 실행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남들보다빠르고효율적으로지놈데이터를해석하세요.

www.congenica.com

제품및데모문의: info@helixrus.com

확장성과안전성

Congenica는 대용량의 처리능력과

더불어 빠르고 높은 품질의 데이터

해석 능력이 증명된 분석플랫폼

입니다.

언제어디서나 가능한분석

선호하는 레퍼런스 지놈과

GRCH37/38을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 저장 및 분석을 위해 on-

promise 또는 cloud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pipeline 자동화

Congenica는 데이터를 리포트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variant 

calling, alignment, 그리고

pipeline prioritization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CNVs, SNVs, Indels를 한번에 분석

CNVs, SNVs, 그리고 Indels를

Congenica의 직관적이고 끊김 없는

workflow를 통하여 한 번에 calling 

및 분석이 가능하여 생산적이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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