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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의 광음향 분석 기술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지수

Photoacoustic Analysis Techniques for Thyroid Cancer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Jeesu Kim
Department of Optics and Mechatronics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Thyroid cancers are commonly diagnosed worldwide with a continuously increasing incident rate. The ultrasonography is the gold standard method for triaging thyroid nodules to biopsy. Although it has successfully triaged
cancerous nodules, many benign nodules also have been triaged to be taken an invasive biopsy, which leads to
the overdiagnosing issue. Photoacoustic imaging is an emerging biomedical imaging technique that can provide
molecular functional information of biological tissues. Recently, there have been trials to investigate thyroid
nodules by using clinically relevant photoacoustic imaging systems. In this review,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the photoacoustic imaging systems for analyzing thyroid nodules are overviewed. Although this technique still
has a lot of ways to go for clinical translation, its initial results show great potential to be used for triaging thyroid
nodules in vivo.
Key Words: Thyroid nodules, Photoacoustic imaging, Ultrasound imaging, Multispectral analysis, Biomedical
imaging

현재 갑상선암 진단을 위해 경부 초음파검사(ultra-

서

론

sonography) 및 미세바늘을 이용한 조직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FNAB)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초

American Cancer Society 보고에 의하면 갑상선암은

음파 영상에서 보이는 갑상선 결절의 크기, 석회화 정도,

미국 내 여성의 암 발병률 5위에 해당하는 질병이며,

1)

경계면, 모양 등을 기반으로 FNAB 실행 여부를 판단하

다른 암과 달리 최근 10년간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는 방법으로, 진단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고 10-20% 정

2,3)

추세를 보인다.

7)

특히 2022년에 이르러 ∼43,800명의

8)

도는 양성/악성 간의 판단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보이는

4)

9)

갑상선암 환자가 새롭게 진단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갑상선

만 이러한 발병률의 증가는 의료영상기술의 발전에 따

결절의 수치화 방법인 ATA (American Thyroid Associa-

라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작은 갑상선 결절의

tion) guideline,

10)

11)

guideline,

발견 및 과잉진단에 따른 결과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5)

TIRADS (Thyroid Imaging Reporting and
12)

Data System)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년간 약 56만여 명이 과잉진단
6)

BTA (British Thyroid Association)

등은 악성 결절을 놓치지 않도록 민감도

(sensitivity)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상대적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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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은 특이도(specificity)에 의해 다수의 양성 결절에
13)

도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잠재

적으로 불필요한 조직검사 및 수술을 야기하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함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불러오며, 과잉
진단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갑상선암의 과잉진단 문
제를 경감시키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갑상선
결절의 기능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 방
법이 필요하다.
광음향 영상은 광학 영상과 초음파 영상의 원리를 융
합한 차세대 융합 의료영상기술로 최근 다양한 전임상
14-16)

및 임상 연구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광음향 영상

은 짧은 펄스의 레이저에 의해 발생되는 초음파를 수신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PA imaging. PA: photoacoustic, US: ultrasound

하여 생체 조직의 광흡수 성질을 초음파의 해상도로 영상
화 하는 원리로 X–ray, CT (X–ray computed tomography)

저를 생체 조직에 조사하게 되면, 생체 내부의 빛을 흡수

와 달리 이온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MRI (magnetic

하는 물질이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흡수된 빛 에너

resonance imaging),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순간적인 부피의 팽창과

에 비해 빠르고 저렴한 가격에 구현이 가능하며, 광학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변 조직의 진동이

영상에 비해 생체 조직 내부 깊은 영역의 영상을 얻을

발생되며, 이는 초음파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

수 있고, 초음파 영상에서 얻을 수 없는 혈중 산소 포화

된 초음파(광음향파)는 기존 초음파 영상에서 사용되는

도 등의 기능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감지할 수 있으며, 신호

히, 초음파 영상 장비와 결합되어 하나의 영상 플랫폼에

처리 과정을 거쳐 영상으로 구현된다. 특히, 레이저의 파

17)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이 크다.

장을 변경하여 조사하면, 생체 내부의 물질의 빛 흡수도
가 변하게 되고 결과 영상의 경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본 논문에서는 광음향 영상의 원리와, 초음파 영상장

얻은 다파장 영상에 분광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광

비와 결합된 임상용 광음향–초음파 영상 장비에 대한 소

학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적 분자영상 정보를 얻을

개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수행된 갑상선암 진단 관련 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전임상 소동물 연구에서는 광학

상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광음향 영상의 임상

적 흡수도가 큰 조영제를 전달하여 향상된 대조비의 영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

상을 얻거나 약물전달 모니터링 등의 연구를 주로 수행

탕으로 시스템의 최적화, 적절한 임상 적용 분야 발굴

하고 있다.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임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광음향 영상의 임상 연구

다.

는 혈관 분포 및 혈중 산소포화도 분석을 기반으로 한

22-24)

하지만 이러한 외부 조영제는 임상에 적

25)

질병 진단이 주된 방법이다.

본

론

임상용 광음향–초음파 영상 장비
근래에 몇몇 광음향 영상 장비들이 상용화되고 있지

광음향 영상의 원리

만 임상에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 제한적인 이동성, 유방

광음향 영상은 광학 영상과 초음파 영상의 원리가 융

암 전용 등 특정부위 전용의 장비, 또는 동작 수정이 불

합된 영상 방법으로, 두 영상의 장점을 바탕으로 서로의

가능한 인터페이스 등 때문에 실제 임상으로 적용하기

단점을 보완하여 높은 광학 대조비를 초음파의 해상도

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본 저자의 연구 그룹은 FDA 승

로 얻을 수 있어 다양한 전임상 소동물 연구 및 임상 연

인을 받은 초음파 영상 장비와 움직일 수 있는 Nd:YAG

구에서 각광받고 있다.

18-20)

광음향 영상은 빛 에너지의

흡수에 의해 발생되는 열팽창을 통한 음파의 생성인 광
21)

음향 효과(photoacoustic effect)에 기반한다(Fig. 1).

기반의 레이저를 결합하여 임상용 실시간 광음향–초음
26)

파 영상 장비를 개발하였다(Fig. 2A).

특히, 연구에 사

광

용된 초음파 장비는 기존에 병원에서 사용되어 오던 초

음향 신호의 생성을 위해서 짧은(폭 ∼10 ns) 펄스 레이

음파 장비와 다르게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 동작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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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hotograph of the
clinical PA and US imaging
system. (B) PA images of
blood vessel network in the
human forearm. FB: fiber
bundle, PA: photoacoustic,
TR: transducer, US: ultrasound. The images are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26.

Fig. 3. (A) Multispectral PA analysis of human thyroid in vivo . (B) Three-dimensional illustrations of the multiparametric
values with the classification results. (C) Classification results of the thyroid nodules based on the SVM decision function
values. (D) Classification results of the thyroid nodules based on the ATAP score. ATAP: the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and the photoacoustic probability of PTC, B: benign, ND: nodule, PA: photoacoustic, PTC: papillary thyroid cancer, Se:
sensitivity, sO 2: hemoglobin oxygen saturation, Sp: specificity, SVM: support vector machine, US: ultrasound. The images
are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28.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어, 연구 목적에 따라 장비의

를 이용한 임상 시험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University

동작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

of Rochester의 Dogra 그룹은 수술을 통해 떼어낸 갑상선

로 초음파 영상과 광음향 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

결절의 다파장 광음향 신호를 분석하여 양성 결절과 악

으며, 개발된 장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혈관모사팬

성 결절의 구분 가능성을 최초로 보였다.28) 광음향 영상

텀, 소동물의 위장관, 사람 팔의 혈관 등의 영상화에 성

장비를 이용한 갑상선 결절의 in vivo 영상 가능성에 대

공하였다(Fig. 2B). 실시간 영상 획득을 위해 모든 영상

한 검증에 이어,29) 다파장 광음향 신호 분석을 이용한

구현 과정은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기반의 병렬

갑상선 결절의 분석이 수행되었다.30) 하지만 연구에 모

연산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초음파 프로브와 레이저 전

집된 환자의 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

달부를 결합하여 융합 영상 프로브를 디자인하였으며,

이 어려웠다. 최근 본 저자의 연구 그룹은 그동안 개발한

최적의 광 전달을 위해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이용

임상용 광음향–초음파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갑상선 결

한 디자인 최적화를 수행하였다.27) 특히, 모든 영상 파라

절의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 연구를 서울강남성모병원

미터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고, 임상 연구를 위한

의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NCT 00170196) 수행하였다.31)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갑상선유두암(PTC, papillary thyroid

다파장 광음향 분석 기반의 갑상선 결절의 양성/악성 구분
최근 갑상선 결절의 분석을 위해 다파장 광음향 신호

cancer) 환자와 양성 결절 환자로부터 갑상선 결절의 다
파장 광음향 영상을 얻고, 다중 파라미터 분석을 통한
양성과 악성의 구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www.ijthyroi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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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음향 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갑상선암
32)

의 약 90%를 이루고,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조직검사 혹은 수술을 방지할 수

비교적 검증이 쉬운 갑상선유두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암 환자의 진단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52명의

불거진 갑상선암의 과잉진단 및 과잉치료 문제를 해소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조직검사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갑상선암 이외의 유방

그중 23명은 갑상선유두암, 29명은 양성결절로 진단되었

암, 전립선암, 피부암 등 다양한 임상연구에 적용할 수

다. 다파장 분석을 위해 5개의 파장을 이용하여 광음향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호를 획득하고 영상화 하였으며(Fig. 3A), 각 파장에
2

따른 안전기준 보다 낮은 10.7 mJ/cm 의 광출력을 사용
하였다. 다파장 신호 처리를 통해 산소 포화도를 계산하

중심 단어: 갑상선 결절, 광음향 영상, 초음파 영상, 다파장
분석, 생체의료 영상.

고 이를 기반으로 (1) 갑상선 결절의 산소포화도(sO2,
hemoglobin oxygen saturation level), (2) 광음향 신호의
파장 기울기(PA spectral gradient), (3) 산소포화도 분포
도의 기울기(skew angle in the sO2 distribution) 등 3개의
파라미터를 정의하여 양성결절과 악성결절의 구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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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probability of PTC]
위의 식에서 γ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0.2의 값을 사
용 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인 민감도 83%, 특이도 93%
를 획득 하였다(Fig. 3D). 이 결과는 광음향 영상을 이용
하여 최초로 수행된 통계적 분석 기반의 갑상선 결절 분
석이며, 광음향 영상이 초음파 영상과 결합되어 갑상선
결절의 양성/악성을 성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

론

광음향 영상은 생체 조직의 빛의 흡수도를 초음파의
해상도로 영상화 하는 융합 의료영상 방법으로, 전임상
소동물 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이 크다. 최근의 연구결과로부터 실시간 광음향–초음
파 융합 영상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특히 갑상선 결절의 양성/악성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갑상선암의 오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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