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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cranial Doppler ultrasound (TCD) has been widely used to assess and monitor cerebrovascular
hemodynamics. TCD has strong advantages of easy accessibility in time and space, and non-invasiveness over other imaging techniques. However, in addition to the dependency of examiner’s
skills and experience, lack of the standardized scanning protocols is one of obstacles to overcome.
Based on the present reports and expert’s consensuses, a routine TCD evaluation should include
velocity measurement and waveform recording of the major intracranial vessels of circle of Willis and
the extracranial carotid arteries via three transcranial and one submandibular insonation. TCD examination should contain 1) the transtemporal approach for the middle cerebral, anterior cerebral and
posterior cerebral arteries, 2) the transorbital approach for the ophthalmic artery and internal carotid
artery siphon 3) the transforaminal approach for both vertebral and basilar arteries. A routine TCD
technique in combination with headframe with dual probe fixation devices provide real-time flow
monitoring. Therefore, TCD monitoring could be used for hemodynamic change in various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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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Real-time flow monitoring using TCD gives hemodynamic information to clinicians regarding to successful recanalization in in the occluded vessel of acute ischemia, plaque stability by
detecting microemboli and collateral reservoir by vasomotor reactivity test. Beyond cerebrovascular
disease, hemodynamic information is useful in assessing brain death, subclavian steal, syncope, rotational vertebral artery syndrome and perioperative monitoring. As TCD has expanded clinical utilities from cerebrovascular disease to other neurological diseases for the last thirty years, standardization of TCD protocol is essential for clinical practice as well as the future clinical studies. The
authors reviewed the present literatures and expert's consensuses, and made the current scientific
statements of TCD for proper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Journal of Neurosonology 8(1):1-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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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두개도플러초음파(transcranial Doppler ultrasound, TCD)
는 Aaslid 등1이 1982년에 처음으로 두개강 내 혈관의 혈류
속도를 측정하여 발표한 이후로 주로 뇌혈관질환에 이용되
었고 뇌혈류감시가 필요한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되어 적용
되어 왔다.2,3 다른 진단 도구에 비해서, TCD는 환자의 협조
가 부족해도 환자 곁에서 시행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시행하
여도 인체에 미치는 해가 거의 없다. 헤드프레임을 사용하

여 탐색자(probe)를 고정하면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단점으로 일부 환자에서는 초음파 창이 좋지 않
아서 검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검사자의 숙련도가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마다 다른 검사 방법으로 인
해서, 결과값의 해석과 적용을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이 지속적으로 제시되
2-6
었다.
저자들은 TCD의 올바른 시행과 임상 적용을 위해서 현
재까지 발표된 논문과 전문가 의견(expert’s consensus)을 근

Table 1. Clinical conditions, indications and specific requirements for TCD in clinical practice
Technique
Routine

Monitoring
(headframe,
dual probe)

Condition

Indication/specific considerations

Specific requirements

Sickle cell disease

Children

TT/TF insonation

SAH

Spasm progression and detection/follow-up

TT/TF, follow-up during 1-2 weeks after
attack

Acute cerebral ischemia

Stenosis/occlusion detection and follow-up
Collateral/hemodynamic evaluation

TT/TF/TO/SM insonation

Intracranial arterial disease

Stenosis detection/follow- up

TT/TF/TO/SM insonation

Brain death

Cerebral circulatory arrest

TT/TF/SM insonation

Vasomotor reactivity

Blood flow reservoir evaluation in
cerebrovascular disease/Risk assessment
in ICA stenosis

Stimuli - flow change measurements
stimuli - drug, breath change, CO2
inhalation method etc

Cerebral embolization

Risk evaluation for active embolization

Counting MES during bilateral MCA
monitoring

Detection of RL shunt

Cryptogenic stroke

Bilateral MCA monitoring after IV contrast
injection, repeat with Valsalva’s
maneuvers

Thrombolytic therapy

Recanalization/reocclusion of disease vessel Continuous bilateral MCA monitoring

CEA/CAS/cardiac surgery

Peri-operative or peri-procedural monitoring

Bilateral MCA monitoring

Tile table test

Syncope

Bilateral MCA/Basilar artery monitoring
during test

TCD; transcranial Doppler ultrasound, TT; transtemporal, TF; transforaminal, SAH; subarachnoid hemorrhage, TO; transorbital, SM;
submandibular, ICA; internal carotid artery siphon, MES; microemboli signal, RL shunt; right to left shunt, MCA; middle cerebral artery, CEA;
carotid endarterectomy, CAS; carotid st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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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검사의 정의, 임상적응증 및 해석에 도움이 되는 기준
값을 기술하였다(Table 1).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뇌혈관질환에서는 혈관의 협착/폐색의 진단과 추적,
미세색전(microemboli)의 발견, 혈관운동반응성(vasomotor reactivity, VMR)의 평가, 오른쪽왼쪽션트(right to left shunt)의
확인, 혈관연축(vasospasm)의 진단을, 기타 영역에서는 뇌순
환정지(cerebral circulatory arrest)의 진단, 쇄골하동맥도류
증후군(subclavian steal syndrome)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TCD 기본 검사방법(routine TCD protocol)

존재 유무를 원하는 영역의 깊이에서 알 수 있고, 결과적으
로 검사 시간을 줄이면서 부가적인 정보를 같이 알 수 있다
7,8
(Fig. 2).

2. 검사 전 유의 사항
진단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와 관련되어 확실하
게 알려진 인체의 위험성은 없다. 하지만, 이는 초음파의 사
용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험실내 동물에서
9,10
는 해가 보고되었다. 특히 안구창(transorbital window)을

1. 검사의 기본 원리
TCD는 2 MHz (하악하창[submandibular window]의 경우
4 MHz)의 낮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이용하여, 두개강 내의
혈관의 혈류속도 및 도플러스펙트럼파형(Doppler spectral
waveform)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TCD는 두개내로 초음파
를 발사하고, 혈관의 적혈구에 의해 반사되는 반향(echo)을
분석하여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변이(Doppler shift frequency)
를 속도로 전환하여 도플러스펨트럼으로 표현한다(Fig. 1).
최근에는 기술적인 발달로 power motion mode를 이용하면,
초음파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혈관에서의 도플러 효과의

Fig. 1. Normal spectral waveform of middle cerebral artery.
PSV; peak systolic velocity, DN; dicrotic notch, EDV; end diastolic velocity, MFV (red line); mean flow velocity, PI; pulsatility
index, RI; resistance index, S/D; systolic diastolic ratio, HR;
heart rate.

Fig. 2. Schematic windows and Doppler
spectrum of vessels of circle of Willis in
routine TCD. Power motion-mode (right
upper) displays all existence of Doppler
effect by blood flow at given depth. The
ophthalmic artery (left upper) via transorbital window, bifurcation of the internal
carotid artery, middle cerebral artery and
anterior cerebral artery via transtemporal
window (right middle three) and vertebral artery and basilar artery via transforaminal window are routinely investigated (The extracranial internal carotid
artery and the internal carotid artery siphon are not shown). TCD; transcranial
Doppler ultrasound, OA; ophthalmic artery, ACA; anterior cerebral artery, MCA;
middle cerebral artery, PICA; 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VA; vertebral
artery, BA; basilar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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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검사는 power를 10% 이내로 줄여서 눈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Sweep speed는 보통 3-5초로 설정하고, 검사 시간의 단축
을 위해서 검사를 시작할 때 가능하면 최대의 파워로 넓은
sample volume으로 시작한다(단, 파워 100%가 720 mW를
넘지 않는다).3 다른 연조직 초음파검사와 달리, TCD 검사
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과정에서 흡수된 초음파가 열로
전환이 되면서 피검사자는 탐색자가 뜨겁다고 느낄 수 있다.

3. 완전한 검사의 수행(complete routine TCD examination
technique)
TCD 검사는 두개골 중 초음파 투과가 가능한 얇은 부위
인 측두창과 안구창, 후두하창(transforaminal), 하악하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측두창을 이용하여 윌리스환(circle of
Willis)의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MCA), 전대뇌
동맥(anterior cerebral artery, ACA)과 후대뇌동맥(posterior
cerebral artery, PCA)을 검사하고, 안구창을 이용하여 내경
동맥 사이펀(internal carotid artery siphon, ICA siphon)과 안
동맥(ophthalmic artery, OA)을, 후두하창을 이용하여 양쪽 척
추동맥(vertebral artery, VA)과 기저동맥(basilar artery, BA)을
검사한다. 추가적으로, 하악하창으로 두개외 ICA (extracranial
ICA)와 총경동맥(common carotid artery, CCA)을 확인한다.
초음파 탐색자의 투사 방향 및 각도, 깊이, 혈류의 방향, 파
형을 통하여 혈관을 구분한다(Table 2, Fig. 2).
일반적으로 근위부의 혈관 상태에 따라 원위부의 혈류가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검사 순서는 피검자가 바로 누운 자
세에서 근위부에서 원위부 혈관으로 시행한다. 즉 하악하창,
Table 2. Normal depth, window, direction and mean flow
velocities of the intracranial arteries
Depth (mm)/
window

Direction

Mean flow velocity

MCA M2

30-40/TT

Bidirectional

30-80 cm/second

MCA M1

40-65/TT

Towards

30-80 cm/second

ACA A1

60-75/TT

Away

30-80 cm/second

Artery

ACA A1-A2

45-70/TFrontal

Towards

20-80 cm/second

ICA siphon

58-65/TO

Bidirectional

20-70 cm/second

OA

40-50/TO

Towards

Variable

PCA

55-75/TF

Bidirectional

20-60 cm/second

BA

80-105/TF

Away

20-60 cm/second

VA

40-75/TF

Away

20-50 cm/second

MCA; middle cerebral artery, ACA; anterior cerebral artery, ICA;
internal carotid artery, OA; ophthalmic artery, PCA; posterior cerebral artery, BA; basilar artery, VA; vertebral artery, TT; transtemporal, TFrontal; transfrontal, TO; transorbital, TF; transfora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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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창, 측두창, 후두하창의 순서로 진행한다. 후두하창은
앉은 자세에서 검사할 수 있다. 보통 누운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나, 검사의 목적, 피검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검
사 자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3.1 측두창을 통한 검사
바른 자세로 환자를 눕힌 후 검사자는 환자의 머리쪽에
서 검사를 시행한다. 탐색자를 광대활(zygomatic arch) 위에
놓고 반대측 귀를 향하되 약간 위쪽, 앞쪽을 향하게 투사한
다. 깊이 65 mm 근처에서 ICA의 원위부가 양방향 혈류로
관찰된다. 다가오는 방향의 혈류(toward flow)는 MCA이고
멀어지는 방향의 혈류(away flow)는 ACA이다(Fig. 2). 양측
측두창을 통한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측두창의 초음파 투
과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15분
정도 소요된다.
3.1.1 중대뇌동맥(MCA)
탐색자로 다가오는 신호를 발견하면 깊이를 줄이면서 원
위부 MCA쪽으로 서서히 빠져 나온다. MCA M1 분절의 중
심은 50 mm 정도이다. 전형적인 MCA 신호는 TCD 검사 신
호 중 혈류속도가 가장 빠르고 낮은 저항을 보인다(Fig. 2).
45 mm 깊이에서 원위부 MCA 신호를 저장하고 30-45 mm
정도에서 신호가 없어질 때까지 추적해 나온다. M2 분절은
40 mm 이하에서 관찰되는데, 이 부분은 위아래로 갈라지는
부위로 입사각이 커져 정확한 혈류속도 측정이 어려워 일
상적으로 측정하지는 않는다. 다시 근위부 쪽으로 신호를
쫓아 들어가면서 MCA 기시부를 60-70 mm 깊이에서 확인
한다.
3.1.2 전대뇌동맥(ACA)
ACA (A1) 신호를 70-75 mm까지 쫓아 들어가면서 저장
한다. 보통 깊이 72 mm 정도에서 투사각을 MCA보다 약간
앞쪽, 위쪽으로 기울였을 때 잘 측정되며, 속도는 MCA보다
약간 낮다(Fig. 2).
3.1.3 후대뇌동맥(PCA)
다시 65 mm 지점으로 돌아와 탐색자를 10-30° 정도 각도
로 서서히 뒤로 향하면서 PCA를 찾아가는데 탐색자를 향
하는 P1과 멀어지는 P2 신호를 찾아 저장한다. 다가오는 파
형의 MCA와 P1의 파형이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가 있는데, 이때는 깊이 55 mm 이하에서 혈류신호의 소실,
탐색자의 투사 방향으로 감별할 수 있다. 또한, 피검자의 눈
을 감았다 뜨게 하여 혈류속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도
움이 되는데, PCA는 시각 중추에 혈액을 공급하므로,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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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면 평균 혈류속도가 10-20% 감소하고, 눈을 뜨고 사물
을 주시하면 다시 증가한다. 후교통동맥(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은 기능을 안 하거나 기능을 하더라도 투사각
이 매우 커 거의 직각을 이루어서 측정이 어렵다.

신호를 쫓아 들어가는데 대략 80 mm는 BA의 근위부에, 90
mm는 중앙부, 100 mm는 원위부에 해당된다. 100 mm 이상
쫓아 들어가면 신호가 사라지거나 또는 전방 순환(anterior
circulation) 혈관의 신호로 바뀌게 된다.

3.2 안구창을 통한 검사
강한 초음파는 백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10 출
력을 10% 정도로 낮추고 누운 자세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콘텍트 렌즈를 착용한 경우 이를 제거한 후 검사를 진행한
다. 안구창을 통해서 OA와 ICA siphon을 양쪽에서 검사한
다(Fig. 2). 대략적인 검사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이다.

3.3.2 척추동맥(VA)
BA 신호를 쫓아 원래 시작점까지 추적한 후 탐색자를 중
심선에서 2-3 cm 좌측으로 위치하고 탐색자에서 멀어지는
좌측 VA 신호를 찾는다. VA는 40-80 mm에서 관찰되는데
보통 60 mm지점에서 신호를 저장한다(Fig. 2). 마찬가지 방
법으로 탐색자 위치를 옮겨 우측 VA을 검사한다. TCD로
측정하는 VA는 경막을 통과한 두개부 V4 부분이다. VA 측
정시 다가오는 방향으로 후하소뇌종동맥(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이 동시에 측정되기도 한다(Fig. 2).

3.2.1 안동맥(OA)
탐색자를 눈꺼풀 위에 놓고 50-52 mm 깊이에서 검사를
시작한다. 탐색자를 눈꺼풀 위에 놓고 약간 내측으로 향하
게 한다. OA의 방향과 박동성을 확인하는데, 탐색자를 향해
나오는 방향이며 다른 두개내 혈관들과 달리 박동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Fig. 2). 다른 혈관과 달리, OA의 혈류속도
자체는 중요한 임상적 의미는 없고 방향성이 중요하다. OA
의 역방향 혈류는 심한 ICA 협착에 의한 측부 순환(collateral
circulation)을 의미한다.11
3.2.2 내경동맥 사이펀(ICA siphon)
깊이를 60-64 mm로 쫓아 들어가면 양측성 방향(bidirectional)을 보이고 ICA siphon 신호가 나타나는데 대개 안구
창의 내측에 위치한다. 종종 단일 방향의 신호만 관찰되는
경우도 있으며 탐색자를 향하는 혈류는 ICA의 C4, 멀어지
는 혈류는 C2에 해당된다. C3는 양측성 방향으로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C4 부분이 혈류속도가 가장 높다. 초음파 깊이
를 65 mm 이상 깊게 하면 70 mm 근처에서 양측 ACA와
반대측 MCA를 관찰할 수 있다. 이 혈류와 ICA siphon을 정
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통 65 mm 이하에서 측정
한다.
3.3 후두하창을 통한 검사
환자에 따라서 누운 상태 혹은 협조 가능한 환자는 의자
에 앉은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양쪽 VA와 BA를 검사하고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이다.
3.3.1 기저동맥(BA)
탐색자를 후두부 정중선의 두개골 모서리에서 2-3 cm 정
도 아래쪽에 위치하고 콧날 부위를 향해 깊이 75 mm에서
(VA의 원위부, BA의 기시부에 해당함) 시작하여 탐색자에
서 멀어지는 신호를 찾는다(Fig. 2). 이후 깊이를 올리면서

3.4 하악하창을 통한 검사
하악하창을 통해서 두개외 CCA과 ICA, 외경동맥(external
carotid artery, ECA)을 검사한다. 검사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이다. 하악하창은 뼈를 투과하지 않고 깊이도 30 mm 정도
로 깊지 않아 4 MHz 탐색자를 사용한다. 피검자는 베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누운 상태에서 턱을 위로 든 자세를 취
한다. 먼저 목의 중간 부분 갑상연골(thyroid cartilage) 외측
에서 CCA를 측정한다. 다음 ICA와 ECA를 측정하는데, ICA
는 하악각 아래에서 약간 외측 방향에서 측정되며, ECA는
내측에서 측정된다. ICA의 파형은 수축기와 확장기 혈류속
도 차이가 적은 저저항성(low resistant) 파형을 가지며, ECA
는 차이가 큰 고저항성 파형을 가진다. 그래도 구분하기가
어려울 경우에서는 손가락으로 천측두동맥(superficial temporal artery)을 가볍게 두드리는 관자 두드리기를 하여 ECA
의 톱니모양의 파동을 확인한다.
3.5 기록(recording)
검사 중에 모든 혈관의 적절한 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
저장에 적절한 scale setting, sweep speed, sample volume, power
등을 조절한다. MCA와 BA는 정상의 경우 근위부터 원위
부까지 3군데 이상 확인하여 기록하고, 기타 혈관은 1-2개
이상을 검사하여 저장한다. 비정상의 값이 확인되는 경우
가장 심한 곳을 저장하고 전후로도 추적검사하여 저장한다.

4. 검사 결과의 보고
정해진 별도의 판독 양식은 없으나 가능하면 각 혈관의
관찰 깊이, 속도와 방향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해석 근거를
제시한다. 결과의 보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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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Fig. 3).
 검사가 실시된 날짜와 시간
 환자의 개인 식별 정보
 임상적응증
 시행된 검사의 종류
 각 혈관의 검사값
 성공적인 검사의 완성 및 부적절한 검사창의 존재 여부
 검사값의 해석 및 임상적인 의미, 과거 검사와의 대조







5. TCD 판독
도플러스펙트럼파형(spectral waveform)에서 peak systolic
velocity (PSV), end diastolic velocity (EDV), mean flow velocity (MFV)를 측정한다. 혈관저항성을 반영하는 pulsatility
index (PI) 혹은 resistance index (RI)를 구할 수 있다(Fig. 1).
MFV＝EDV＋(PSV－EDV)／3
PI＝(PSV－EDV)／MFV
RI＝(PSV－EDV)／PSV
대부분 TCD 장비는 자동으로 파형의 envelop을 감지하고
각종 측정값을 자동으로 표시한다. 제대로 파형 감지를 통
해 적절한 측정이 이루어졌나 확인이 필요하고, 자동 측정
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측정한다.
혈류속도는 연령과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변수에 따라
변화하므로, 넓은 범위의 정상값을 가진다. 참고치는 적절
한 객관화 과정을 통해 각 기관에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절대적인 정상 범위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일반
12
적인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판독에 반영한다.
 혈류속도는 혈류량(cerebral blood flow)에 비례하여 증
가하나, 혈류속도는 곧 혈류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혈류속도는 일반적으로 MCA ≥ ACA ≥ ICA siphon ≥

Fig. 3. Example of transcranial Doppler ultrasound report form.
R; right, L; left, MFV; mean flow velocity, PI; pulsat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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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VA 순으로 높다.
검사 중에 일어나는 생리학적인 변화와 혈관과 초음파
가 이루는 도플러 각(Doppler angle) 차이로 인해 정상
적으로도 양쪽 혈관의 차이가 30% 이내로 존재할 수
있다.
같은 혈관 내에서도 혈관의 굴곡(tortuosity), 도플러 각,
호흡 주기 변화에 따라 혈류속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혈류속도는 감소한다.
고혈압은 혈류의 박동성(pulsatility)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과호흡(hyperventilation)시 혈류속도는 감소하고 박동
성은 증가한다.
과소호흡(hypoventilation) (혹은 고탄산혈증[hypercarbia])
은 혈류속도를 증가시고 박동성은 감소한다.
다양한 윌리스 환의 변이가 존재하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VA은 정상적으로 한쪽이 저형성(hypoplasia) 혹은
무형성(aplasia)이 있을 수 있다.
혈류 신호가 발견되지 않아도 이것이 곧 혈관의 폐쇄
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측 MCA의 확인 혹은 동측
PCA, ACA를 확인하여 측두창의 부적절성(suboptimal
temporal window)을 감별한다.

5.1 동맥협착
TCD로 혈관협착을 진단하는 데는 주로 혈류속도를 기준
으로 한다. 혈류속도의 넓은 정상 범위와 혈류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생리적인 인자들(나이, 빈혈, 갑상선기능 이상
등)로 인해서 검사실마다 다른 진단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
므로, 협착을 진단하는 단일 기준은 없다.13
MCA 협착의 경우 MFV 80-100 cm/sec의 진단기준을 사
용하였을 때 50% 협착 진단의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
(specificity)를 90% 이상으로 보고하였다.13 Stroke Outcomes
and Neuroimaging of Intracranial Atherosclerosis (SONIA)에
서 사용된 기준은 50% 협착의 기준으로 MCA MFV는 100
cm/sec, BA MFV는 80 cm/sec를 사용하였을 때14 혈관조영
술과 비교한 TCD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각각 80%와 90%
전후로 보고하였다. 70% 이상의 협착의 진단기준으로 MCA,
BA 각각 120 cm/sec, 110 cm/sec로 제시하였다.15
MFV가 협착의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같은 혈
관 내에서 속도가(혹은 반대쪽 혈관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협착을 의심할 수 있다. MFV의 증가 외에
뇌동맥협착을 의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소견으로: ① 협착
후 파형 변화(post-stenotic waveform) ② 혈류 분활(flow diversion)을 의미하는 ACA MFV의 증가 ③ 잡음(murmur) ④
먼 쪽 혈관의 미세색전신호(microembolic signal, MES)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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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소견이 있을 때는 혈류속도가 진단기준에
16
미치지 않더라도 협착을 의심해야 한다.
5.2 동맥폐쇄
혈관이 막히거나 협착되었을 때 보이는 특징적인 변화를
잘 정리한 것이 Thrombolysis In Brain Ischemia (TIBI) grading이다(Fig. 4).17 막힌 동맥을 TCD로 검사하면 폐쇄된 부위
전후로 스펙트럼 파형이 달라진다. 폐쇄된 곳을 직접 초음파
조사하면 혈류 신호가 없고(TIBI 0-absent), 인접한 곳을 검사
하면 수축기에만 혈류 신호(systolic spike, TIBI 1-minimal)가
포착된다. 폐색 부위에서 조금 더 먼 곳을 검사하면 수축기
가속이 완만하고 확장기 혈류가 관찰된다(TIBI 2-blunted)
더 먼 곳을 검사하면 스펙트럼 파형의 형태는 정상이지만
혈류속도가 30 cm/sec 이하로 느리다(TIBI 3-dampened). 동
맥폐색를 시사하는 2차적인 소견은 ① 인접한 혈관의 혈류
속도 증가, ② 측부 순환로 발달, ③ 역전된 혈류 방향 등이

11,18

예를 들면, 왼쪽 ICA의 기시부에 심한 협착이나
있다.
폐색이 있으면 왼쪽 OA의 혈류 방향이 거꾸로 바뀌고, 왼쪽
ACA의 혈류방향이 역전되며, 왼쪽 MCA에서 수축기 가속
11
(systolic acceleration)이 완만해 진다.

❚TCD를 이용한 특수검사(special techniques
of TCD)
1. 검사의 기본 방법
실시간 혈류역학적인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TCD의
장점을 이용하면 다양한 질환에서 응용할 수 있다(Table 1).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시간 감시를 위해서는 손으로 수행
하기 보다는 고정기구(headframe)에 이용하여 2개의 탐색자
를 고정시켜 검사한다. 이를 통해 급성기 뇌경색의 혈전용
해술시 폐쇄된 혈관의 개통 여부, 미세색전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혈류역학적인 변화의 관찰이 중요한 VMR의 평가,
머리기울림검사(head-up tilt table test), 쇄골하동맥도류증후
군(subclavian steal syndrome), 또한 여러 가지 시술시 발생
할 수 있는 색전의 감시(peri-operative monitoring)에 사용할
3
수 있다.

2. 미세색전신호(MES)
TCD 검사에서 혈액 속에 짧은 고강도의 신호음(high intensity transient signal)이 나타나면(Fig. 5), 이는 혈관내 미
세색전(microemboli)을 의미한다.4,7 이 신호는 심한 경동맥
협착, 인공판막, 심근경색, 심방세동, 오른쪽왼쪽션트 환자
등에서 검출될 수 있다. MES 모니터링을 통해 뇌졸중 위험
도 및 치료 효과 평가, 원인의 진단 및 색전 위험성이 높은
2,19
스텐트설치술이나 수술 중 감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Fig. 4. The Thrombolysis In Brain Ischemia (TIBI) residual flow
classification consists of 6 grades, grade 0: absent flow signal
grade 1: minimal waveform grade 2: blunted waveform grade
3: dampened waveform grade 4: stenotic waveform grade 5:
normal waveform. TIBI 0-3 can be shown in the occluded artery
due to distance between occlusion site and insonation position.

Fig. 5. High-intensity transient signal (HITS, micro-embolic
signal, MES) in Doppler spectrum during TCD monitoring of
the middle cerebral arteries in a patient with multiple scattered
small infarctions. TCD; transcranial Doppler ultrasound, EDV;
end diastolic velocity, PI; pulsatility index, RI; resistance index,
S/D; systolic diastolic ratio, HR;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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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2 MHz의 탐색자가 부착된 머리띠를 이용하여, 주
로 MCA를 관찰한다. MES를 잘 관찰할 수 있도록, gain과
sample volume, scale은 가능한 낮게 조절하고, envelope curve
는 제거한 상태에서 뇌경색 환자의 경우 약 20-60분간 관찰
한다. 인공파(artifact)와 구분되는 MES의 기준은 다음과 같
다.4 ① 지속 시간은 300 ms 미만으로 짧다. ② 색전의 성질
에 따라 다르나, 진폭은 배경 혈류신호보다 최소 3 dB 이상
이다. ③ 도플러스펙트럼 내에서 일측 방향으로 보인다. ④
딱, 짹(snap, chirp) 같은 특징적인 소리를 낸다. 다발관문
(multi-gate) TCD를 이용하여 여러 깊이에 순차적으로 지나
19
가는 신호를 검출하면 더 쉽게 인공파와 감별할 수 있다.

3. 오른쪽왼쪽션트(right to left shunt)
오른쪽왼쪽션트는 정상적인 폐 순환계를 거치지 않는 모
순 색전(paradoxical embolism)을 일으켜 뇌졸중의 원인이 된
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난원공개존증(patent foramen ovale,
PFO), 폐동정맥기형(pulmonary arteriovenous malformation)
등이 있다. 오른쪽왼쪽션트의 발견은 경식도심초음파(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TEE)가 가장 좋으나, TCD도 TEE
에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 TCD는 심장내 오른쪽왼쪽션
트의 위치나 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단
점이나, 삼킴 장애가 있어 TEE 검사가 어려운 환자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심방 수준 외 영역에서 션트를 진단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다.5
진단 방법은 공기와 잘 혼합된 생리 식염수(agitated saline)
를 정맥주사하고 10-20초 뒤에 뇌동맥에서 MES 발생을 모
니터한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5 ① 2 MHz 탐색자가
부착된 머리띠를 머리에 씌우고, 양측 MCA에 고정한다. ②
환자를 바로 눕히고 팔오금정맥(antecubital vein)에 18 gauge
바늘로 주사선을 확보하고, 삼방향정지꼭지(3-way stopcock)
를 설치한다. ③ 생리식염수에 미세공기방울을 만들기 위
해서 생리식염수 9 mL가 들어있는 주사기와 공기 1 mL가
들어 있는 주사기를 준비한다. ④ 두 주사기를 삼방향정지
꼭지에 연결해서 최소 10회 정도 교대해서 미세공기방울
(agitated saline)을 만든 후 정맥으로 주입한다. 이때 미세공
기방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1 mL 정도 소량의 환자의 혈
액을 혼합할 수 있다. 환자가 발살바 수기(Valsalva’s maneuver)를 하면 안정기에 잠복해 있는 오른쪽왼쪽션트를 활성
화시켜서, PFO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5 미세공기방울
주입한 후 5초 후 시작해서 10초간 유지한다.5 발살바 수기
의 강도는 MCA의 혈류속도 진폭이 약 25% 정도 감소하면
충분하다. MES는 폐내 오른쪽왼쪽션트(pulmonary right to
left shunt)가 심장내 오른쪽왼쪽션트보다 2-3 심장 주기 후에
8

Table 3. Right to left shunt grading criteria during bilateral
middle cerebral artery monitoring
International consensus criteria
Grade

Spencer logarithmic scale

Number of MES

Grade

Number of MES

0

Negative

0

Negative
I

1-20

I

1-10

II

＞20 and no curtain

II

11-30

III

“curtain” appearance

III

31-100

IV

101-300

V

＞300

MES; microembolic signal.

관찰되는데, 보통 1분 정도 모니터한다. PFO의 해부학적 위
치 및 부력의 이유로 바로 앉은 자세에서 발살바 수기를 시
행할 때 MES가 가장 잘 검출된다는 보고도 있다.20,21 그러
나 환자마다 검출이 잘되는 자세가 다를 수 있어, 우측으로
눕히거나, 우측으로 기대 앉히거나, 바로 앉히는 등 여러 자
세에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오른쪽왼쪽션트 기준은 2000년 국제합의회의에서 논의되
었으며(international consensus criteria), 2004년에는 정확도를
높인 스펜서로그척도(Spencer's logarithmic scale)가 제시되
었다(Table 3).5,22

4. 혈관운동반응성검사(vasomotor reactivity test)
원활한 혈류 공급은 인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고 대사 산
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VMR은 혈류 공급의 자동
조절 능력을 판정하는 척도이다. 뇌혈류는 다양한 인자에 의
해서 자동 조절이 되는데, 주로 뇌관류압(cerebral perfusion
pressure), 뇌대사활성정도(brain metabolic activity), 자율 신
경계(autonomic innervation), 혈액내 이산화탄소분압(pCO2)
및 nitric oxide와 같은 혈관확장인자, 아세타졸아마이드(acetazolamide)와 같은 약물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VMR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단일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
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으나, TCD를 이용해 비교적 간단
히 VMR을 평가할 수 있다.23,24 뇌혈관질환에서 뇌혈관의
비정상적인 반응성을 확인하여 예후 예측과 혈관 시술의
필요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25-27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정 상태에서 TCD
검사를 시행하여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pCO2를 상승시킨다. 상승된 pCO2로
인해 혈관 확장이 발생하고, 혈류속도는 정상적으로 증가한
다. 이 과정을 TCD로 모니터링하여 VMR을 계산한다. p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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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승은 호흡정지(breath holding), 이산화탄소흡입법(CO2
gas inhalation method) 혹은 아세타졸아마이드를 이용해서
유발할 수 있다.24,25,28
4.1 호흡정지지표(breath holding index, BHI)
일정 시간(보통 30초) 숨을 참아서 혈중 이산화탄소농도
를 높이면서 혈류속도의 증가를 보는 방법이다. 호흡정지를
이용한 대표적인 BHI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BHI
＝end MFV-baseline MFV／baseline MFV
× 100／duration of breath holding (sec)
숨참기 시킬 때 주의할 점은 의도된 숨참기가 아닌(과호
흡후 이어지는 숨참기), 반드시 정상 호흡하던 중에 30초
숨참기를 시작해야 한다. 정상 참고치는 1.2±0.6이며, BHI
＜0.69면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VMR이 손상되었다고 본다.26
무증상 ICA 협착 환자에서 BHI＜0.69 미만인 경우 뇌경색
26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
나 피검자의 협조가 필요하고, 30초 숨참기가 어려운 경우
도 있다.
4.2 이산화탄소반응 평가법
고탄산혈증(hypercarbia)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혼합공기
(5% CO2＋95% room air)를 흡입하면서 호기말(end-respiratory)
이산화탄소 분압이 항정상태(steady state)에 이를 때 혈류속
도 증가 정도를 보는 방법이다. 이산화탄소 분압(CO2 vol%)
의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MFV 증가 정도를 평가지표로 하
며 정상치는 24±5%／CO2 vol%이다.29,30 이 방법은 피검자
의 협조없이 일정량의 이산화탄소 자극을 유지할 수 있으므
로 객관적인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산
화탄소 저장 장치,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capnometer)
등의 장비와 검사용 가스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흡입 후
발생하는 두통, 안절부절증(restlessness),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 있는 환자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25
4.3 혈관예비능(vascular reserve) 평가법
정상 공기와 고농도 이산화탄소 혼합된 공기를 반복해서
흡입하여 최대 혈류속도와 최소 혈류속도의 변화를 백분율
25,28
정상 참고치는 88±16%이다.28 이 방
로 보는 방법이다.
법을 통해 확장 기능뿐 아니라 수축 기능도 평가가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역시 장비가 필요하고 환자의 협조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4.4 폐쇄회로 재호흡법(closed-circuit rebreathing method)
흡입 공기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호기를 다시 흡입한다. 별도의 이산화탄소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호흡마스크를 입과
코에 밀착시키고, 5 liter 보유주머니(reservoir bag)내로 반복
적으로 호흡시켜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를 서서히 높여간
다. 폐쇄된 보유주머니내로 재호흡을 시킬 경우 뇌 혈류속
도는 서서히 증가하여 약 60초 이후에는 안정되어 증가를
보이지 않는다.31 이 방법에 의한 MFV 증가 정도는 정상 대
조군에서 60.2±16.2%이다. 비슷한 원리로 반폐쇄회로 재호
흡법(semi-closed circuit rebreathing method)을 이용할 수도
있다.29
4.5 아세타졸아마이드법(acetazolamide or Diamox test)
아세타졸아마이드는 carbonic anhydrase억제제로 혈액의
pH을 변화시켜 혈관 확장을 유발한다. 정맥내로 1 g을 주사
하면 1-2분 이후부터 뇌혈류가 증가하여 5-15분 사이에 최
고에 이르게 된다.32 아세타졸아마이드를 정맥으로 0-5분에
걸쳐 주사한 후 20분간 TCD를 이용하여 혈류속도를 측정
한다.
VMR (%)
＝post-acetazolamide MFV－baseline MFV／
baseline MFV × 100
정상인에서 38±15% 정도로 알려져 있고 10% 미만의 증
24,29
가는 비정상이다.

5. 쇄골하동맥도류증후군(subclavian steal syndrome)
쇄골하동맥도류현상(subclavian steal phenomenon)은 쇄골
하동맥 협착이 VA 시작보다 근위부에 있을 때 동측의 VA의
혈류가 역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과 함께 이와 관
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쇄골하동맥도류증후군이라고 한
33
다. 쇄골하동맥협착은 대부분 무증상이나 일부에서 어지
러움, 실조증, 팔운동시 팔의 파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초음파검사는 쇄골하동맥도류현상의 선별검사로 유용하
다. 쇄골하동맥협착이 있는 동측의 VA에서 조기 수축기 혈
류 감소, 이완기에는 혈류가 제방향이고 수축기에는 역방향
으로 나타나는 교대 혈류(alternating flow) 또는 지속적인 역
방향의 혈류가 나타난다.33-35
VA에서 역방향 혈류가 뚜렷하지 않은 잠재적 쇄골하동
맥도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충혈 검사(hyperemia test)로 확
인할 수 있다. TCD로 VA를 감시하면서 팔에 혈압측정띠
(blood pressure cuff)를 감고 수축기 혈압보다 약 20 mmHg
이상 올린다. 3-5분 후 혈압측정띠의 압력을 빠르게 빼주면
허혈이 유발된 팔 쪽으로 혈류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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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쇄골하동맥협착이 있는 경우 동측 VA에서 일시적으로
혈류 역전이 나타난다(Fig. 6).

6. 뇌순환정지(cerebral circulatory arrest) 및 뇌사(brain
death)
TCD는 뇌순환정지를 확인하여 뇌사 확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검사 방법이다. TCD는 이동하여 검사할 수 있어
불안정한 상태의 중환자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진정제나 근마비제를 사용하여 뇌파 평가가 어려운
경우, 뇌줄기 병변으로 뇌줄기 기능이 소실된 경우, 무호흡
검사(apnea test)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서 뇌사 판정에 도
36,37
12개 연구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TCD
움을 줄 수 있다.
의 민감도는 0.9 (95% 신뢰도구간, 0.87-0.92), 특이도는

0.98 (95% 신뢰도구간, 0.96-0.99)로 뇌사 판정에 높은 정확
38
도를 보이는 보조 검사이다.
뇌사 환자의 TCD에서 관찰되는 특징적인 소견은 oscillating flow, reverberating, to-and-pro, systolic spikes이며, 이
37,39
두
와 같은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뇌순환정지라고 한다.
개내압(intracranial pressure)이 상승하면 뇌관류압이 감소하
면서 이완기 혈류 감소가 나타나고 PI는 증가한다. 두개내
압 상승이 더 진행되면 이완기 혈류가 거꾸로 나타나거나
(oscillating flow) 작고 짧은 수축기 혈류 파형인 systolic
spikes만 나타나게 되고 더 증가하면 뇌혈류는 소실된다
(Fig. 7).39
임상적으로 뇌사가 의심되면 뇌사 확정을 위해 TCD를
시행한다. 측두창과 후두하창을 통해 양측 두개내 기저 뇌
동맥 즉, MCA, ICA, BA를 검사한다. 두개외 혈관인 CCA,
ICA, VA를 검사하여 뇌혈류를 확인한다. 30분 후 검사를 반
복하여 뇌순환정지를 다시 확인한다. 측두창을 통한 검사에
서 뇌혈류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측두창의 초음파 투과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뇌사 판정 전 측두창을 통한 검사가
가능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뇌사를 확정할 수 없다. 이런 경
우에는 안구창을 통해 ICA siphon을 검사한다. 뇌실배액술
(shunt operation)이나 감압두개절제술(decompressive craniectomy) 후에 두개내압이 떨어지면 특징적인 뇌혈류 소견이 안
36,39,40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7. 혈관연축(vasospasm)

Fig. 6. Transcranial Doppler ultrasound findings in subclavian
steal syndrome. Alternating flow is shown in the left vertebral
artery and retrograde flow appears after deflation of blood
pressure cuff during hyperemia test.

A

혈관연축은 지속적인 혈관의 수축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거미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SAH) 후에 많이 발
생한다. 혈관외로 유출된 혈액내 구성물인 헤모글로빈과 기

B

C

Fig. 7. Representative flow signals of transcranial Doppler (TCD) ultrasound in cerebral circulatory arrest. As intracranial pressure
(ICP) increases, diastolic flow velocity in the left middle cerebral artery reduces and systolic forward flow, systolic peaks, persists
(A). A further increase in ICP results in oscillating (biphasic) flow (B) with reversed diastolic flow, systolic spikes (C), and finally no
signal, which correspond to the cerebral circulatory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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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ranscranial Doppler ultrasound diagnostic criteria for vasospasm of the middle cerebral artery and the basilar artery
MCA

BA

MFV (cm/sec)

MCA/ICA ratio (Lindegaard ratio)

＜120

＜3

Hyperdynamic state

Interpretation

120-200

3-6

Mild to Moderate vasospasm

＞200

＞6

Severe vasospasm

MFV (cm/sec)

BA/VA ratio (modified Lindegaard ratio)

＞85

2-3

Mild vasospasm

＞85

＞3

Vasospasm

Interpretation

MFV; mean flow velocity, MCA; middle cerebral artery, ICA; internal carotid artery, BA; basilar artery, VA; vertebral artery.

타 대사산물이 혈관의 평활근육층에 지속적인 수축을 유발
해서 발생한다.41 혈관연축은 출혈량에 비례하고 주로 출혈
발생 후 3-12일 사이에 호발한다.41,42 대부분의 SAH에서 어
느 정도의 혈관연축은 발생한다.43 심한 경우 원위부로 지연
성허혈손상(delayed ischemic neurologic deficits)을 일으켜서
장애를 유발한다.43,44
혈관연축의 진단은 혈관조영술이 가장 정확하지만, 위험
하고 추적검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TCD는 수술 후에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매일 시행하면서 변화하는 혈류속도
를 이용하여 혈관연축의 진행을 예측하기 유리하다.45,46 이
를 위해서는 출혈 후 빠른 시간 내에 TCD로 주요 뇌동맥의
혈류속도를 확인하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 검사하여
혈류속도 변화를 감시한다. 다양한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혈
관연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Table 4).
TCD를 이용한 MCA의 혈관연축의 진단은 120-140 cm/sec
의 MFV를 경도 혈관연축(혈관조영술에서 25-33% 협착)의
진단기준으로 사용하였을 때, 민감도 67%, 특이도 99%로
높은 특이도를 갖는다.47 MCA의 33% 혈관연축을 진단할
때 MFV ≥ 120 cm/sec의 진단기준은 특이도 72%, 민감도
88%, 음성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 94%를 보였다.
200 cm/sec를 사용하면, 민감도 27%, 특이도는 98%와 양성
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는 87%를 보였다.48
혈관연축의 모호한 정의와 혈류속도의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인자를 고려했을 때, 혈류속도의 증가만으로 혈관연축
을 진단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혈류속도만의 진
단기준을 극복하고 혈관연축에 의한 속도 증가를 triple H
(hypertension, hemodilution, and hypervolemia)로 인한 과역동
상태(hyperdynamic state)와 구분하기 위해 MCA와 두개외
ICA의 속도비(Lindegaard ratio)를 같이 사용할 것을 제시하
였다.45 마찬가지 이유로, BA 연축의 경우 BA와 VA 속도비
를 이용한 modified Lindegaard ratio를 사용한다.49
Lindegaard ratio＝MCA MFV／Proximal ICA MFV
(＜3 hyperdynamic flow, ≥ 3 vasospasm)45
Modified Lindegaard ratio＝BA MFV／VA MFV
(＜2 hyperdynamic flow, 2-3 mild vasospasm, ＞3 vasospam)46,49

TCD로 50% 이상의 BA 연축은 MFV ≥ 85 cm/sec와 modified
Lindegaard ratio ≥ 3을 진단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민감도 92%
와 특이도 97%로 보고하였다.46

❚결 론
1980대 초 도입된 TCD는 지난 30년간 단순한 뇌혈관의
혈류속도 측정을 넘어서 뇌혈류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임상적응증을 확장해 왔다.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
용한 급성 뇌경색의 혈전용해술까지 연구되고 있어 치료적
인 영역까지도 활용이 기대된다. 새로운 임상적응증의 확대
가 널리 연구되고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으
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시행과 해석에
적절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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