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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영상에서 갑상선 결절의 컴퓨터자동진단을 위한 
Texture Features 알고리즘 응용

Application of Texture Features algorithm using Computer Aided Diagnosis of 

Papillary Thyroid Cancer in the Ultraso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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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음 상은 갑상선 질병에서 결 성 갑상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로서 결 의 치, 크기, 개수, 내부

에코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암의 가능성이 높은 고 험 결 을 선별하며, 세침흡인 검사 시 정확한 

유도를 가능하게 한다. 갑상선 결   악성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5% 미만이지만 음 에서 감별진단이 

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병리학 으로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된 증례를 실험 상으로 하며, 

역을 묘사하는 알고리즘으로 그 질감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질감특징 분석(TFA)를 용하여 컴퓨터자

동진단의 검출 효율을 실험하 다. 음 상에서 심 역을 설정하여 50x50 픽셀 크기, 히스토그램 평

활화로 처리하여 실험 상을 획득하 다. 체 상 70증례에서 갑상선 유두암의 상 35증례를 테스트 

상으로 하고, 고유 상 생성의 정상 상 35증례를 학습 상으로 실험하 다. 질감특징 분석 알고리즘을 

용한 실험결과 GLavg, SKEW, UN, ENT 4개 라미터의 질병 검출 효율이 91∼100%로 높게 나타났

다. 이는 갑상선 결  질병을 감별하는 컴퓨터자동진단의 응용을 나타내며, 갑상선 질병의 감별진단에 

처리 자동진단 가능성을 나타낸다. 향후 추가 인 련 알고리즘의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갑상선 질병의 

컴퓨터자동진단의 실용화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음 상의 질병에 한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갑상선 초음파영상∣갑상선 유두암∣TFA∣컴퓨터자동진단∣
Abstract

Thyroid nodular disease is the most frequently appeared in thyroid disease. Thyroid 

ultrasonography offers location of nodules, size, the number, information of internal echo 
characteristic. Thus, it makes possible to sort high-risk nodule containing high possibility about 
thyroid cancer and to induct precisely when take a  Fine Needle Biopsy Aspiration. On thyroid 

nodule, the case which is diagnosed as malignant is less than 5% but screening test is very 
important on ultrasound and also must be reduced unnecessary procedure. Therefore, in this 
study an approach for describing  a region is to quantity its texture content. We applied TFA 

algorithm on case which has been pathologically diagnosed as papillary thyroid cancer. we 
obtained experiment image which set the ROI on ultrasound and cut the 50x50 pixel size, 
histogram equalization. Consequently, Disease recognition detection efficiency of GLavg, SKEW, 

UN, ENT parameter were high as 91∼100%. It is suggestion about possibility on CAD which 
distinguishes thyroid nodule. In addition, it will be helpful to differential diagnosis of thyroid 
nodule. If the study on additional parameter algorithm is continuously progressed from now on, 

it is able to arrange practical base on CAD and it is possible to apply various disease in the 
thyroi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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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갑상선은 해부학 으로 피부에서 멀지 않고 균일한 

에코발생도로 주변 구조물과 잘 구별되는 음  특

징이 있어 고주 수를 이용한 고해상도 음 검사에 

매우 유리한 장기이다. 한 갑상선 질병  가장 흔한 

결 성 갑상선에서 음 는 결 의 정확한 치, 크기, 

개수  내부 에코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암의 

기능이 높은 고 험 결 을 선별하고 기 진단 뿐 만 

아니라 양성 결   갑상선 암(thyroid cancer)의 수술 

후 추  찰에서도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

갑상선 결 (nodules)은 비교  흔한 질병으로, 지 

되는 갑상선 결 은  인구의 5%정도에서 발견되며, 

비 지 결 은 4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환자는 이  3∼5% 정

도에 그친다[2][3]. 최근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검진의 

목 으로 경부 음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

라 우연히 발견되는 갑상선 결 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

으며, 고해상도 음  장비의 도입으로 1cm 이하의 작

은 크기의 갑상선 결 의 진단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발견된 갑상선 결 의 부분이 양성

(benign) 결 임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에 한 우려로 

인해 불필요한 처치가 행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4].

비 지 결  40∼50%를 제외한 나머지 지 되는 갑

상선 결 의 10∼20%정도에서만 갑상선암으로 진단되

므로, 반드시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여 갑상선암을 배

제하여야 한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음 를 이용한 

갑상선 악성 결 의 감별 진단은 양성 결 과의 복된 

소견들이 많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

나, 몇몇 소견들은 악성결 을 나타내는 특징 인 음

상의 징후들이 있으며, 이들 소견을 가진 결 은 

세침흡인검사의 응기 이 된다고 주장하 다[5][6]. 

따라서 갑상선암은 체 갑상선 결 이 확인되면 우선 

악성인지의 여부를 감별하는 것이 치료  후와 련

되어 매우 요하다[7].

그리고 갑상선 결  환자에서 가장 요한 문제는 악

성(malignant)여부를 단하는 것이며 그 방법  가장 

유용한 것이 세침흡인검사이다. 그러나 세침흡인검사

의 가장 큰 문제 은 부 한 검체로부터 행되는 것

이며, 과거 두경부에 방사선조사 병력, 갑상선암의 가족

력이 있는 경우, 음   소견상 악성 소견이 있는 경우

에는 1 cm 이하의 결 에서도 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하

다[8]. 그러나 음  유도 하에 갑상선 결 에 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만족할만한 세포 표본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침흡인 검사에 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병변 역의 양성  악성 정

도를 자동으로 측하고 있다. 일반 으로 질병의  진

단을 한 의료 상의 해석은 진단 매뉴얼을 기반으로 

진단하지만 다소 주 이며, 그 결과 진단은 임상 의

사의 경험에 의해 조 씩 달라진다. 일반 인 컴퓨터자

동진단(computed aided diagnosis, CAD) 기술의 질병 

검출은 상의 병변 역을 분리(segmentation)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의 컴퓨터보조진단 방법을 용하여 

질병 상 역의 특징을 분석하여 질병을 자동으로 인

식(Object recognition)하는 시스템이다[9][10]. 본 연구

에서는 갑상선 암을 인식  진단 방법론으로 질감특징 

분석(Texture Features Analysis, TFA)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그리고 컴퓨터자동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갑

상선 결 의 악성과 정상 상에 한 정량 인 분석결

과를 제공하여 진단  오류를 감소시키고 임상 문의

의 질병 인식  진단에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2012년 3월∼9월까지 P 학병원에서 갑상선 질병 

환자의 갑상선 음 검사와 세침검사를 시행한 증례

를 상으로 하 으며, 체 갑상선 상 70(남자 30명, 

여자 40명)증례로서 정상 상 35증례, 세포병리학  

소견상 갑상선 유두암(Papillary cancer)의 35증례를 실

험 상으로 하 다. 상의학과 문의의 독과 세포

병리학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후향 인 실험을 하 다. 

실험은 학습 상과 테스트 상 두 가지로 나 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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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Equation Texture Features Analysis

Mean  




  a measure of average intensity(average gray level)

Standard deviation   a measure of the average contrast

Relative Smoothness 
measures the relative smoothness of the intensity in a 
region, R is 0 for a region of contrast intensity and 
approaches 1 for regions with large excursions

Skewness  




 
 

measures the skewness(third moment) of a histogram. This 
measure is 0 for symmetric histogram, we used to 
normalize the variance

Uniformity 




  measure of uniformity

Entropy  




   a measure of randomness

Table 1. Parameters of texture features analysis

고유 상을 생성시키기 해 학습 상으로 정상 상

을, 테스트 상으로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된 상을 

사용하 다[Fig. 1].

실험방법은 갑상선 음 상에서 심 역을 설정

하고 Adobe Photo Shop-CS3 (Adobe System Inc. 

USA)를 이용해 50×50 픽셀 크기로 단하여 상을 

획득하 다. 실험 상은 iU-22 (Philips. USA) 음  

장비로 획득한 상으로 dcm 일을 bmp 일로 변환

하여 이용하 다. 처리 과정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

(equalization)를 시행하 으며[Fig. 2], 각 획득된 상

(sub-image)에 해 제안된 질감분석(Texture Feature 

Analysis) 알고리즘의 Matlab R2007a (MathWorks 

Inc. USA)를 이용하여 결과를 산출하 다.

Fig. 1. Example of Thyroid US image

 

Fig. 2. Histogram equalization of cut off image

1. 질감분석 알고리즘
질감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방법은 통계  방법, 구조

 방법, 푸리에 스펙트럼 분석방법 등이 있다. 질감분

석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밝기 히스토그램에 한 

통계  속성에 기반한다[11][12]. 본 논문에서는 질감분

석에 사용되는 6가지 라미터는 역의 밝기 히스토

그램에 기 한 질감 묘사자들로 평균밝기(mean, 

GLavg), 평균 조도(standard deviation, Cavg), 평탄

도(relative smoothness, RS), 3차 률(skewness, 

Skew), 균일성(uniformity, UN), 엔트로피(entropy, 

ENT)를 결과로 나타낸다[13][14][Table 1]. 그리고 질

감의 내용을 수량화하는 통계 인 방법을 용하여

[15], 정상 갑상선 상과 유두암의 갑상선 결 의 음

상의 병변인식률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수치

로 산출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다이어그램은 다

음과 같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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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Max Min Mean SD

Pap ca. NS Pap ca. NS Pap ca. NS Pap ca. NS

GLavg 132.09 130.11 130.07 129.05 130.72 129.73 0.4606 0.2582
Cavg 74.00 73.98 73.37 73.47 73.70 73.71 0.1578 0.1098
RS 0.0777 0.0776 0.0765 0.0767 0.0771 0.0771 0.0003 0.0002

Skew -0.061 -0.210 -0.212 -0.333 -0.146 -0.255 0.044 0.032
UN 0.0163 0.0329 0.0083 0.0166 0.0136 0.0212 0.0020 0.0003
ENT 7.020 6.1080 6.103 5.104 6.367 5.738 0.212 0.248

Table 2. Pixel value of TFA in the thyroid US 

Fig. 3. Diagram of texture features analysis

Ⅲ. 결과

TFA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험 결과로서 정상 갑상선 

상의 결과값은 GLavg 129.73±0.25(129.05∼130.11), 

Cavg 73.71±0.10(73.47∼73.98), RS 0.077±0.00(0.076∼

0.077), Skew -0.255±0.03(-0.33∼-0.21), UN 0.021 

±0.00(0.016∼0.032), ENT 5.73±0.24 (5.10∼6.10)으로 

나타났다. 

갑상선 유두암의 결과값은 GLavg 130.72±0.46 

(130.07∼132.09), Cavg 73.70 ±0.15(73.37∼74.00), RS 

0.077±0.00(0.076∼0.077), Skew -0.146±0.04(-0.21∼

-0.06), UN 0.013±0.00(0.008∼0.0016), ENT 6.367±0.21 

(6.10∼7.02)으로 나타났다[Table 2].

실험 결과는 갑상선 음 상에서 유두암 질병 진

단을 한 컴퓨터자동진단의 용이 가능한 결과로 사

료되며, 질병의 인식  검출효율은 갑상선 유두암 

상의 결과 값이 정상 갑상선 상의 최 값과 최소값의 

범 를 벗어나면 정상과 갑상선 유두암의 질병 검출이 

가능하다고 단하 다. 

각 라미터 결과의 질병 진단의 검출효율은 다음과 

같다. GLavg 라미터를 용한 질병인식 실험결과는 

정상 갑상선 상 35증례의 최 값과 최소값의 범 에 

해서 유두암 33증례가 인식되어 94%의 검출효율을 

나타내었다[Fig. 4].

Fig. 4. Graph of GLavg in the T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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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g 라미터를 용한 질병인식 실험결과는 정상 

갑상선 상 35증례의 최 값과 최소값의 범 에 해

서 유두암 3증례가 인식되어 9%의 검출효율을 나타내

었다[Fig. 5]. RS 리미터를 용한 질병인식 실험결

과는 정상 갑상선 상 35증례의 최 값과 최소값의 범

에 해서 유두암 3증례가 인식되어 9%의 검출효율

을 나타내었다[Fig. 6].

Fig. 5. Graph of Cavg in the TFA

Fig. 6. Graph of RS in the TFA

Skew 라미터를 용한 질병인식 실험결과는 정상 

갑상선 상 35증례의 최 값과 최소값의 범 에 해

서 유두암 31증례가 인식되어 91%의 검출효율을 나타

내었다[Fig. 7].

UN 라미터를 용한 질병인식 실험결과는 정상 

갑상선 상 35증례의 최 값과 최소값의 범 에 해

서 유두암 35증례가 인식되어 100%의 검출효율을 나타

내었다[Fig. 8].

ENT 라미터를 용한 질병인식 실험결과는 정상 

갑상선 상 35증례의 최 값과 최소값의 범 에 해

서 유두암 34증례가 인식되어 97%의 검출효율을 나타

내었다[Fig. 9].

Fig. 7. Graph of Skew in the TFA

Fig. 8. Graph of UN in the TFA

Fig. 9. Graph of ENT in the T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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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최근 갑상선 음 검사의 시행빈도가 증가함에 따

라, 지되지 않는 갑상선 결 의 발견율이 높아지고 

이에 한 정확한 진단. 치료가 문제로 두되고 있다. 

갑상선 결 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임상에서 결

의 악성 는 양성의 감별은 매우 요하다. 부분의 

갑상선암이 매우 느리게 자라고 후가 좋은 종양이지

만, 크기가 작다하더라도 갑상선내 이나 주  림  

이를 일으킬 수 있고, 불량한 후를 나타내므로 정

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요하다[16-18]. 

그리고 갑상선 세침흡인검사는 시술의 편리성, 안정

성, 경제성  정확성으로 인해 갑상선 결 에서 갑상

선 암의 진단을 한 매우 요한 검사로 리 사용되

고 있다[19]. 갑상선 결 의 진단에 있어 세침흡인검사

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부 한 검체 획득과 낮은 감수

성  크기가 작은 결 에 한 표본 획득이 어려운 제

한 이 있다. 갑상선암의 진단은 악성을 시사하는 특징

이 검사자들에게 뚜렷한 형태로 인식되고 공유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른 진단기 을 사용

해도 소견의 표 이나 진단이 임상 의사간에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20]. 한 갑상선 음 검사는 갑상선 결

의 유무, 치, 크기와 결  수뿐만 아니라 각 결 의 

음 소견을 종합하여 악성의 가능성이 있는 결 을 

감별하여 세침흡인검사 등의 응 상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음  소견만으로 진단이 불완

하며 정확도와 신뢰도가 결여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음  장비의 성능과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진단 정

확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자동진단은 상에 한 특징을 정량화하여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하며, 질병의 감별진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 이다. 갑상선 음 상은 고주

수 탐 자를 이용하므로 양질의 고해상도 상을 얻

을 수 있고, 해부학 인 측면과 연령 등의 개인  차이

가 어 상을 정량화하는데 합한 장기라고 사료된

다. 즉 안정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이다. 

본 연구는 갑상선 음 상에서 컴퓨터자동진단을 

이용한 갑상선 유두암의 검출 알고리즘에 한 연구와 

질병의 진단에서 비 단계의 용  응용을 알아보고

자 하 다.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많은 알고리즘과 달리 

50x50 픽셀 크기의 획득 상에 해 히스토그램 평활

화(histogram equalization) 처리 과정을 시행하여 정

상과 질병과의 감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 다. 

제안한 TFA 알고리즘을 사용한 실험결과에서 정상 

갑상선 음 상에서 유두암을 구별하는 알고리즘 

에서 GLavg, Skew, UN, ENT 4개 라미터의 검출

효율은 91∼100%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TFA 알고리즘을 갑상선 결 의 질병진단에 이용한

다면 처리 단계로서 갑상선 결 에 있어서 세침흡인

검사 이 의 보완 인 수단으로서 유용할 것이다. 그리

고 음 상에 익숙하지 않은 임상의와 공의에게 

정상으로부터 갑상선 유두암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처리 과정으로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갑상선 

음 검사에서 컴퓨터자동진단의 응용으로 결 에 한 

질병 진단기 의 소견을 공통 척도로서 정량 인 정보 

제공과 질병 진단 결과에 한 컴퓨터 상의 처리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컴퓨터자동진단은 사실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진단의 최종결정은 상

의학과 문의가 단해야 할 것이며, 인간과 컴퓨터자

동진단 시스템의 포지티 피드백(positive feedback)

계 에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실험결과에서 본 연구의 제한사항으로는 병리학 으

로 진단된 양성과 악성 결 에 한 증례를 바탕으로 

실험을 실시하지 못하 고, 임상 증례의 수가 다소 

다는 한계가 있다. 한 ROI 선정에 있어 임의 인 부

분을 선택함으로서 주 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음 상의 경우 다른 상과 달리 여러 가

지 인공음 이 가미될 수 있어 상 체를 분석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스캔 방향에 따라 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을 해결하는 것이 향후 연구 

과제로 사료된다. 향후 다양한 임상질병을 응 상으

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연구와 보다 많은 임상증례

를 통한 컴퓨터자동진단시스템 련 로그램을 개발

한다면 갑상선 질병의 인식  진단으로서 치료  

후 리를 비롯한 임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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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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