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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ography is mandatory for the evaluation of thyroid nodules. Although B-mode and
Doppler ultrasonography are both sensitive for the diagnosis of thyroid lesions, they lack specificity in differentiating benign from malignant nodules. Elastography has been described as
an accurate predictor of malignancy by determining tissue elasticity. There are several methods utilized to evaluate the stiffness of normal tissue and the thyroid nodule, such as strain
elastography, acoustic radiation force impulse, and shear wave elastography. Many studies
show that elastography has both high sensitivity and specificity that approaches 100% for the
determination of thyroid carcinoma. In addition, elastography also has a very high negative
predictive value and thus, may also be helpful in the identification of thyroid nodules that do
not need further diagnostic evaluation, including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However, in
the light of current evidence, there is a need for standardization and consensus on the most
optimum elastography acquisi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summary of the use of elastography in the evaluation of thyroid n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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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진단 기술의 발전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초음파(ultrasonography)는 갑상선 결절을 포함한 다양한 갑상

갑상선 결절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68%에서

선 병변을 진단하는데 가장 유용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 B-mode 초

발견되며 여성과 노인에서 더욱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1) 갑상선 결

음파는 악성 결절을 감별하는데 매우 높은 민감도(sensitivity)를 가

절 중 갑상선암의 유병률은 나이, 성별, 방사선 노출 과거력, 가족력

지고 있으며, 저에코(hypoechogenicity), 미세석회화(micro-

등의 인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체 갑상선 결절 중 7–10%가 갑상선

calcification), halo의 부재(absence of halo), 과혈관성(hyp-

암으로 알려져 있다.(2) 갑상선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발생하

ervascularity), 불규칙한 경계(irregular borders)와 위-아래가

는 암 중 발생률 5위를 차지하는 흔한 암으로 국내에서도 2018년 한

넓이보다 긴(taller than wide) 양상이 악성을 시사하는 특징적인

해 약 28,6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해 위암(12.0%)에 이어 발생

소견이다.(5) 또한 Doppler 초음파에서 변연부보다 중심부에서 더

률 2위(11.8%)를 차지하였다.(3,4) 국내 갑상선암 발생률은 2015

많은 혈액 분포를 보이는 결절의 경우 악성 가능성이 높다.(6) 최근

년 이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확실히 규명하기는

에 유방의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분류에

어렵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검진의 활성화와 영상학적

서 착안한 Thyroid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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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yroid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Classification
Score

Meaning

Risk of
malignancy (%)

1
2
3
4A
4B
4C
5
6

Normal
Benign
Probably benign
Low suspicious of malignancy
Intermediate suspicious of malignancy
High suspicious of malignancy
Suggestive of malignancy
Biopsy confirmed malignancy

0
0
＜5
5–10
11–65
66–95
＞95
100

Fig. 1. Ultrasound elastography techniques. (A) Strain elastography.
(B) Acoustic radiation force impulse. (C) Shear wave elastography.

가 초음파의 특징에 따른 갑상선 결절의 악성 위험도를 제시하였다

과 의료 비용의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탄성초음파는 외부에서

(Table 1).(7) 초음파는 갑상선 결절에 대한 악성 위험도를 평가하는

가해진 힘에 의해 유도된 이동(movement) 정도에 따라 조직의 탄

데 매우 높은 민감도를 가지지만 특이도(specificity)는 낮아 정확

성도를 측정한다. 외부에서 적용된 힘, 측정된 양 그리고 결과의 도

한 악성 종양의 진단을 위해 세침흡인세포검사(fine needle aspi-

출 방법에 따라 탄성초음파는 정적(static)인 strain elastography

ration cytology; FNAC) 등의 추가 검사를 요한다.

(SE)와 동적(dynamic)인 acoustic radiation force impulse

이러한 초음파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영상 기술인 탄

(ARFI) 그리고 shear wave elastography (SWE)로 나눌 수 있다.

성초음파(elastography)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탄성초음파는 비

1) Strain elastography

침습적으로 조직의 단단한 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영상화할

SE는 초음파 탐촉자(probe)로 피부 표면에 압력을 일정하게 가

수 있는 방법으로 악성 종양이 정상 조직 또는 양성 종양보다 더 단단

해 조직 변형을 영상화하는 방식으로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하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초음파로 종양의 단단한 정도(stiffness)와

ROI)내에서 조직의 상대적인 변형률(relative strain)을 질적으로

탄성도(elasticity)를 측정한다.(8) 간, 유방, 전립선 등 다른 기관들

(qualitatively) 계산한다(Fig. 1A). 조직의 변형 정도는 단단함에

(organs)의 질환에서도 탄성초음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반비례해 단단할수록 덜 변형되며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SE는

고 있지만 갑상선 결절의 악성 여부를 감별하는 도구로서 최근에 갑

갑상선 진단을 위해 사용된 첫 탄성초음파로 시행자가 초음파 탐촉

상선암 환자에서 탄성초음파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자를 통해 가한 외부 압력을 이용한 방법과 갑상선 운동을 유도하는

보고되고 있다.(9-11) 또한 탄성초음파는 고식적 초음파(conven-

생리학적 자극인 경동맥의 맥박(pulsation)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

tional ultrasonography)와 함께 시행하였을 때 갑상선암 진단의

으로 나눌 수 있다.(13)

특이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결절의 탄성도는 변형률(strain ratio)이나 탄성 점수(elasticity

이에 저자들은 문헌 고찰을 통해 탄성초음파의 원리를 살펴보고

score)로 기술된다. 잘 알려진 탄성 점수로는 Asteria score와

갑상선 결절 특히 갑상선암 환자에서 탄성초음파의 임상적 적용과

Rago score가 있는데 Asteria score는 1 (soft nodule)부터 4

그 유용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stiff nodule)의 범위를 사용하며,(14) Rago score는 1 (same
elasticity throughout)부터 5 (without elasticity in the nod-

본

론

1. 탄성초음파의 적용

ule or in the area showing posterior shadowing)로 탄성도를
분류한다.(15)
SE를 이용한 갑상선 결절의 평가에 관해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

1991년에 Ophir 등(12)이 탄성초음파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

고 있다. 639개의 갑상선 결절을 포함한 메타 분석(meta-analysis)

한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갑상선 결절의 진단을 위한 탄성초음

에서 SE는 92%의 민감도와 90%의 특이도를 보인 반면,(16) 또 다

파의 적용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탄성초음파를 이용해

른 보고에서는 15.7–65.4%의 민감도를 보여 고식적 B-mode 초음

FNAC와 같은 조직학적 진단 전에 갑상선 결절의 악성 여부를 구별

파의 91.7%보다 낮았다는 보고도 있다.(17) 최근에 발표된 전향적

함으로써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 수를 감소시켜 그에 따른 합병증

연구에서는 SE가 80.2%의 민감도와 70.3%의 특이도를 보여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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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의 진단에 있어 B-mode 초음파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

에 의해 생성된 음향 파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SE에 비해 시행자에 덜

다.(18) 이러한 다양한 결과들은 사용된 기법, 장비의 조정

의존적이다.(20,21) 또한 정성적, 정량적 측정을 통해 넓은 지역 안

(calibration), 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점수 시스템 표준화의 부재,

에 탄성도의 분포와 이질성(heterogeneity)의 평가가 가능하고 오

제외 기준의 상이함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19)

류(bias)가 적으며 재현성(reproducibility)이 좋은 장점이 있다.

SE는 간편하게 실시간으로(real time)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

Sebag 등(27)의 보고에 따르면 65 kPa을 한계점(threshold)으

이 있는 반면에 시행자 의존적인 단점이 있으며, 특히 갑상선 결절의

로 사용하였을 때 SWE의 갑상선 악성 종양을 예측하는 민감도는

변형은 인접한 갑상선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다결절 갑상선종

85.2%, 특이도는 93.9%, 양성 예측률은 92.3%이었다. 최근에 보

(multinodular goiter), 깊거나 기도 앞쪽에 위치한 종양, 기도 그

고된 결과들을 종합하면 62–69 kPa의 cutoff를 적용하였을 때

리고 석회화 또는 섬유화를 포함한 결절의 평가에 제한점이 있

SWE는 갑상선암에 대한 66.6–85.2%의 민감도와 71.1–93.9%의

다.(20,21)

특이도를 보였다.(28,29)

2) Acoustic radiation force impulse

일반적으로 SWE의 탄성 지수(elasticity index)는 갑상선 양성

ARFI는 조직에서 국소화된 이동을 만드는 단기간의 음향 파동

종양보다 악성 종양에서 높지만, 두 군간에 서로 중첩되는 값이 있고

(short-duration acoustic pulse)을 이용한 병변의 자극에 의해

두 군을 구별하는 cutoff 값이 22–94 kPa로 보고마다 다양해 향후

탄성도를 측정한다(Fig. 1B). ROI의 shear wave velocity가 등록

표준화를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30-32)

된 후 정량적 측정(quantitative measurement)으로 전환되는데,
악성 종양의 경우 양성 종양보다 높은 shear wave velocity를 보인

2. 탄성초음파의 제한점

다.(20-22) Bojunga 등(23)에 따르면 정상 갑상선 조직과 양성 종

탄성초음파의 갑상선 결절 진단에 관한 그 동안의 보고들은 연구

양 그리고 악성 종양의 shear wave velocity가 각각 1.76 m/s,

마다 다른 점수 체계나 cutoff 값을 사용해 매우 다양한 민감도를 보

1.90 m/s, 2.69 m/s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인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마다

cutoff를 2.55 m/s로 하였을 때 갑상선 악성 종양 감별의 민감도

대상군이 다양하고 갑상선 결절의 이질적인 특성이 있어 교란 인자

83%, 특이도 93%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다.(24) 또한

(confounding factor)가 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낭성 결절과

최근에 보고된 1,617개의 갑상선 결절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

석회화를 동반한 결절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포함하더라도 낭

따르면 86.3%의 민감도와 89.5%의 특이도를 보였다.(25)

성 정도 또는 석회화의 양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들이 많았다.

ARFI는 SE와 비교해 시행자에 덜 의존적이고 진보된 영상으로

둘째, 조직 압박의 정도가 다르고 시행자의 결절 분류가 주관적이기

여겨지지만, ARFI에 의해 얻어지는 탄성도 자료가 다른 탄성초음파

때문에 시행자 내 그리고 시행자 간 다양성(intra and interob-

에서처럼 색-코드 영상(color-coded image)으로 변환되지 않아

server variabilities)이 존재한다. 셋째, 탄성초음파의 갑상선 악성

ARFI는 SE에서 SWE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영상 기술로 판단된

종양 판정은 전신 또는 갑상선 질환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다. 다수의 초점 영역(focal zones)을 가지고 ARFI를 적용하여 준-

예를 들자면, 하시모토 갑상선염(Hashimoto’s thyroiditis)이 있

원통형(quasi-cylindrical)의 shear wave를 만들어 냄으로써 실

는 경우 갑상선 실질에 림프구 침윤을 동반하고 다양한 섬유화가 있

시간 2-dimensional (2D) monitoring을 가능하게 한 영상 방법

을 수 있기 때문에 탄성초음파의 진단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을 SWE라 일컫는다(Fig. 1C).

FNAC에서 미결정(indeterminate)으로 진단받은 종양의 경우 탄

3) Shear wave elastography

성초음파의 진단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

SWE는 점탄성 매체의 한 지점에 초음파를 집속시켜 집속된 지점

로 여포 종양(follicular neoplasm)은 탄성초음파의 위음성(false

을 판원으로 하여 발생하는 shear wave를 이용하여 매체 내의 탄성

negative) 결과의 주된 요인이 된다. 유사하게 갑상선 수질암의

변형 상태를 영상화하는 것으로 ARFI와 마찬가지로 shear wave

50% 이상은 부드러운 형태를 갖고 있어 탄성초음파의 악성 종양의

velocity는 조직의 단단한 정도를 반영하여 속도가 빠를수록 악성

진단 정확도가 감소한다고 보고된다.(33)

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측정된 속도로부터 조직의 탄성 계수
(Young’s modulus)를 kilopascal (kPa) 단위로 계산해서 영상화
한다.(26)
SWE는 외부 압력이 아닌 탄성도를 측정하는 변환기(transducer)

3. 탄성초음파의 전망
지금까지 보고된 갑상선 결절의 진단을 위한 탄성초음파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탄성초음파는 기존의 B-mode와 Doppler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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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진단
의 정확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고식적 초음파는 갑상
선 악성 종양에 대해 매우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데 탄성초음파
특히 SWE를 함께 사용하면 특이도를 증진시켜 더욱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9,34)
탄성초음파는 갑상선 수술 후 중앙 구획(central compartment)에 남은 잔여 조직이나 갑상선염에서 보일 수 있는 가성 종양
(pseudo-nodule) 또는 저에코성 결절들과 같은 특정 구조물들을
감별하는데 유용한 장점이 있다. 또한 경부 림프절 종대를 탐색하는
데도 매우 유용해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데 큰 도
움이 될 수 있다.(35)
갑상선 결절 환자에서 탄성초음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지만 실제 임상에서 보편적인 시행을 위해
서는 고화질의 영상 획득, 전문 용어(terminology)의 통일, 참고 변
수(reference parameter)의 명확한 설정, 점수 체계의 표준화
(standardization)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부피 측정을
포함하여 여러 장의 영상 단면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3D SWE 등의 진보된 탄성초음파 기법을 활발히
시행한다면 갑상선암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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