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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an J 프로그램 설치 

1) http://datasharing.aim-aicro.com/ 에 접속한다. 

2) “AsanJ-Software” → “AsanJ-Stroke Software” 이동하여 “Download AsanJ-Stroke software”를 

클릭하여 해당 시스템을 다운 받는다.  

 

3) 다운 받은 프로그램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 후, 하단과 

같이 실행한다. 

 

 

http://datasharing.aim-aic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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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행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화면에 따라 “다음”을 클릭하면 “완료”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생성된다. 

 

5) 이 때, 바탕화면에 생성된 바로가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속성”에 들어가 

“호환성”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에 체크박스를 해제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6) 해당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AsanJ_Stroke”을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하단의 바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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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an J_Stroke 사용법 

1) 분석을 진행할 영상을 해당 프로그램에 드래그 한다. 

2) 드래그 후, 하단의 창이 나타나면 “YES” 버튼을 누른다. 

 

만일 컴퓨터 용량이 작아 영상이 열리지 않는 경우 “Use Virtual Stack”를 체크하면 해당 영상이 

나타난다. 

3) 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면 하단처럼 영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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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보드 단축키 사용법 

- + / - (숫자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 영상의 크기 조절 (+: 확대, -: 축소) 

만일 ‘+’ 누르고 ‘-’ 눌렀을 때 하단의 화면처럼 나타날 경우 ‘+’와 ‘-’를 한번씩 더 눌러준다. 

 

- < / > : 영상을 앞뒤로 넘기기 

- a: 영상 밝기 조절 

- q: 영상을 한번에 off 

- 여러 병변의 ROI 를 그릴 시, “shift” 버튼을 누르면서 추가로 그리면 되고, “Alt” 버튼을 누르면서 

그리면 해당 부분이 지워진다. 

- 영상을 마우스로 움직이면 왼쪽의 바가 함께 움직이며, 왼쪽의 바만 움직이면 영상은 가만히 

있는다. 

- ROI 를 그린 후 그 ROI 안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마우스 왼쪽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적당한 ROI 를 찾아서 그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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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san J 도구 사용법 

 

(1) : ROI 를 사각형 모양으로 그릴 수 있다. 

(2)  ( ): ROI 를 원형의 모양으로 그릴 수 있다. 

더블 클릭하면 하단의 창이 나타나는데 “enable selection brush” 체크하고 size 를 조절하면 

해당 사이즈의 brush 로 ROI 를 수정할 수 있다. ROI 내 부분을 채울 수도 있으며 ROI 

바깥부분을 줄일 수도 있다. →  로 바뀜 

 

(3) : ROI 를 선이 직선인 형태의 모든 모양으로 그릴 수 있다. 

(4) : ROI 를 본인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 

(5) : 영상에 직선을 그릴 수 있으며, 더블 클릭하면 이 직선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6) : 각도를 잴 수 있는 도구이다. 

(7) : 영상에 문자를 삽입할 수 있는 도구이다. 

(8) : 영상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다. 마우스의 오른쪽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커서를 둔 

곳의 부분이 확대되며, 마우스 왼쪽버튼을 누르면 축소된다. 

(9) 도구를 선택하고 ROI 를 그린 후, Shift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같은 영상에서 다른 곳에 ROI 를 

그리면 이전에 그렸던 ROI 가 없어진다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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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WI 분석 방법 (Brain 내 infarction 측정)  

GRE 분석 방법 (Brain 내 hemorrhage 측정) 

1) 분석을 진행할 영상을 해당 프로그램에 드래그 하면 하단의 그림처럼 영상이 나타난다. 

 

2) 분석하기 편리하게 “+,-” 버튼을 이용하거나 도구 을 이용하여 영상의 크기를 조절한다. 

3) 영상을 쭉 확인한 후, 병변이 있는 부분을 체크한다.  

4) 모든 영상을 확인하면 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ROI 를 그린다 (예시: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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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일 해당     도구들을 이용하면서 ROI 외의 영상에서 더블클릭을 진행 

시 그려 두었던 ROI 가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영상에 마우스 커서를 둔 채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Broad 한 ROI 가 병변의 크기에 맞게 

조절된다. 혹은 을 더블 클릭해 “Enable selection brush” 를 선택해 해당 ROI 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또는 Histogram 을 이용하여 병변 ROI 를 잡을 수 있다. 

7) 도구바에서 “Histogram”을 클릭하면 하단의 창과 같이 나타난다. 

  →  

8) 팝업창에서 “1”처럼 네모로 범위를 설정하고 “2”처럼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만 ROI 로 잡힐 수 

있게 “1”의 네모를 조절한다. (영상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색으로 표시된다.) 

모두 완료가 되었을 때 “3”의 “roi”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영상에서 원하는 ROI 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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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일 원하는 ROI 로 좀 더 수정하고 싶다면, 를 이용하여 ROI 를 줄이거나 늘리며 혹은 

영상 ROI 내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infarction 크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10) ROI 를 그리는 중간마다 저장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해당 영상은 DWI 영상이므로 저장 시에는 “1”에 해당되는 “DWI_SET”에 저장을 하며, 

만일 도중에 ROI 가 날아간 경우 “2”에 해당되는 “DWI_ROI”를 클릭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저장된 

ROI 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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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만일 ROI 내에 구멍이 있는데 이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을 이용하여 지울 수 있다. 

12) 최종 ROI 를 다 그렸다면, “Save” 버튼을 눌러 편한 장소에 ROI 를 저장할 수 있다. 

 

13) 해당 ROI 의 측정값을 보고 싶다면 “ROI Measure Current only”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ROI를 그린 Slice 별로 측정값이 표시되고, 맨 밑에는 전체 ROI의 volume 값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