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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8 2년 도플러 뇌혈류검사(transcranial Doppler
sonography; TCD)가 Rune Aaslid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이래 기술적, 수기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검사가 용이하고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
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급성기 뇌경색에서 유용성에 관
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향후 이 분야에
의 활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혈전에 의해 막힌 혈관 상
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혈전용해 치료의
결정이나 환자의 예후 추정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발된 M-mode TCD는
power motion mode Doppler(PMD) 방식을 채택해
두개내 약 5 cm 사이의 혈류의 강도와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며 원하는 깊이에서는 기존의 T C D
파형을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T C D
보다 음향창을 찾기가 더 용이하며 혈관이 구부러진 경
우 이를 추적하기에도 더 편리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검사자의 기술적 숙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향후 T C D의 발전은 이런 사용자 편의성
증대와 소형화를 통한 휴대성 극대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본 종설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표준 검사 방법
과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될만한 몇몇 도움말을 서술하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급성기 뇌경색에서의 TCD 파형
해석에 대한 개관을 소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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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proper transducer positioning, anatomic landmarks, and appropriate scale settings. A

standard TCD examination technique through temporal, orbital, suboccipital, and submandibular window is proposed

in this review article. To shorten the time of examination, maximum power and large sample volume are recommend-

ed. It is crucial to perform a complete and through examination, although the examiner should target clinically

involved arterial segment or suspected level of occlusion. Once the highest signal is found, avoid losing signal during

switching the depth of insonation.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diagnostic and prognostic value of TCD waveform in

acute stroke. Thrombolysis In Brain Infarction(TIBI) flow grade classifies waveform as absent, minimal, blunted,

dampened, stenotic, and normal. TIBI represents the residual blood flow, and is well correlated with recanalization

and early stroke outcome. Definition of each flow grade is introduced in this article. Recently developed new TCD

machine adopts power motion mode(M-mode) Doppler, which provides a vascular “road map” through the acoustic

window. It came to be easier to perform the TCD examination. In the future, more compact and easier-to-use machine

will be developed, and TCD is expected to be a true “cerebral stethoscope”.



I. 검사 수기

두개골을 통해 초음파를 투사할 수 있는 창( w i n d o w )
은 측두창(temporal), 안와창(orbital), 후두창( o c c i p-
ital or foraminal), 하악창( s u b m a n d i b u l a r )이 있다.
측두창을 통해 중뇌동맥, 전뇌동맥, 후뇌동맥을, 안와창
을 통해 안동맥과 내경동맥 사이폰(internal carotid
artery siphon)을, 후두창을 통해서는 기저동맥과 측두
동맥을 각각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하악창을 통
해 경부 내경동맥을 검사할 수 있다. 개인에 따른 차이
는 있지만 각각의 혈관은 대개 특정 창에서 일정한 깊이
에 위치하게 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소식자로부터 혈관의 방향과 깊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검사를 용이하게 하고 검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초
음파 출력을 최대로 하고 sample volume도 가급적 크
게(10~15 mm) 잡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다. 결과적으
로 검사시간이 짧아지면 환자에게 투사되는 초음파량은
줄어들게 되므로 초음파 유해성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검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한가지 방법이 가
장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종설에서 소개하는 방법
은 비교적 널리 쓰이고 표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검사수기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측두창을 통한 검사

깊이 50 mm 또는 56 mm 중뇌동맥에서 시작하는
방법이다. 소식자를 zygomatic arch 위쪽에 놓고 반대
측 귀를 향하되 약간 위쪽, 앞쪽을 향하게 투사한다. 이
때 지나치게 앞쪽을 향하거나 뒤쪽을 향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소식자를 향해 다가오는 신호를 발견하면
깊이를 줄이면서 원위부 중뇌동맥쪽으로 서서히 빠져
나온다. 전형적인 중뇌동맥 신호는 TCD 검사 신호 중
혈류속도가 가장 빠르고 강한 신호이며 낮은 저항을 보
인다. 45 mm 깊이에서 원위부 중뇌동맥 신호를 저장
하고 30~45 mm 정도에서 신호가 없어질 때까지 추적
해 나온다. 다시 근위부 쪽으로 신호를 쫓아 들어가면서
중뇌동맥 기시부를 60~70 mm 깊이에서 확인한다. 대
개 65 mm 정도에서 중뇌동맥과 전뇌동맥의 양측방향
혈류가 관찰되는데 이 부위가 내경동맥 분지점( i n t e r-
nal carotid artery bifurcation)이 되며 이 신호를 저
장한다. 전뇌동맥(A1) 신호를 70~75 mm 까지 쫓아
들어가면서 저장한다. 때때로 75~80 mm 까지 들어갔
을 때 양측방향 혈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지점이 대
뇌의 정중앙부( m i d l i n e )에 해당된다. 다시 65 mm 지
점으로 되돌아와 종말부 내경동맥(terminal ICA) 신
호를 찾는데 b i f u r c a t i o n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소식자
를 기울이며 때로는 다소 뒤쪽으로 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만약 방향을 아래쪽, 앞쪽으로 잡게 되면
supraclinoid ICA siphon 신호가 잡힐 수도 있다. 다
시 65 mm 지점으로 돌아와 소식자를 10-30 정도 각
도로 서서히 뒤로 돌리면서 후뇌동맥( P C A )을 찾아가는
데 대개 내경동맥 분지점과 후뇌동맥 사이에는 f l o w
g a p이 있다. 여기서 소식자를 향하는 P 1과 멀어지는
P2 신호를 찾아 저장한다. 기본적으로 혈류속도, 초음
파 소리, 피치 등이 중뇌동맥과 차이를 보인다.

2. 안와창을 통한 검사

초음파 출력을 10% 정도로 낮추고 50~52 mm 깊
이에서 검사를 시작한다. 소식자를 눈꺼풀위에 놓고 약
간 내측으로(medial) 향하게 한다. 안동맥( o p h-
thalmic artery)의 방향과 박동성을 확인하는데, 소식
자를 향해 나오는 방향이며 다른 두개내 혈관들과 달리
박동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안동맥의 혈류속도 자체는
그다지 임상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깊이를 6 0 ~ 6 3
m m로 쫓아 들어가면 양측성 방향을 보이는 내경동맥
사이폰(ICAs) 신호가 나타나는데 대개 안와창의 내측
에 위치한다. 종종 일측성 신호만 관찰되는 경우도 있으
며 소식자를 향하는 혈류는 내경동맥의 C 4에, 멀어지는
혈류는 C 2에 해당된다.

3. 후두창을 통한 검사

소식자를 후두부 정중선의 두개골 모서리에서 2 ~ 3
cm 정도 아래쪽에 위치하고 코의 b r i d g e부위를 향해
깊이 75 mm에서부터 투사한다. 소식자로부터 멀어지
는 신호를 찾는데 이 부위는 종말부 측두동맥 또는 기저
동맥 기시부에 해당된다. 깊이를 올리면서 신호를 쫓아
들어가는데 다소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80 mm는 기저
동맥( B A )의 근위부에, 90 mm는 중앙부, 100 mm는
원위부에 해당된다. 기저동맥 검사 중 양측성 신호가 관
찰될 수 있는데 소식자를 향해 다가오는 낮은 저항의 신
호는 소뇌동맥(대개 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 r t e r y )에 해당된다. 100 mm 이상 쫓아 들어가면 신
호가 사라지거나 또는 전방순환 혈관들의 신호로 바뀌
게 된다. 다시 기저동맥 신호를 쫓아 원래 시작점까지
쫓아 나온 후 소식자를 중심선에서 2~3 cm 정도 좌측
으로 위치하고 멀어지는 좌측 측두동맥 신호를 찾는다.
측두동맥( V A )은 40~80 mm에서 관찰되는데 보통 6 0
mm 지점에서 신호를 저장한다.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
로 소식자 위치를 옮겨 우측 측두동맥을 검사한다. 

4. 하악창을 통한 검사

일상적으로 항상 검사할 필요는 없지만 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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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혈관연축과 과혈류상태(hyperperfusion state)
를 감별하는데 있어 중요한 대뇌반구지수( h e m i s p h e r i c
index, Lindegaard index)를 구할 때 사용된다. 하악
골 아래 흉쇄유양돌기근(sternocleidomastoid mus-
c l e )의 전방부 내측에 소식자를 위치하고 상부 50 mm
지점을 향해 투사하며 40~60 mm 사이에서 좋은 신호
를 찾아 저장한다. 필요하면 외경동맥과 구분하기 위해
측두동맥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5. 검사 시 주의사항

1) 측두창 검사를 시작할 때 지나치게 앞쪽 또는 뒤쪽
으로 각도를 잡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첫번째 신호가 잡히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가급
적 속도가 빠르고 강도가 강한 좋은 신호를 찾도록 노력
한다.

3) 가장 좋은 신호를 찾으면 이 신호를 놓치지 말고
깊이를 서서히 조절하며 혈관의 방향을 향해 쫓아간다.
윌리스 환내 혈관들의 위치, 깊이, 혈류 방향들을 숙지
하여 소식자의 각도를 주의 깊고 미세하게 조절한다.

4) 해당 창에서 관찰되는 모든 혈관들을 검사할 때까
지 소식자를 떼지 않는다.

5) 검사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 소식자 위치와 각도를
기억해 둔다.

6) 한쪽 측두창이 불량하거나 검사하기 어려울 때는
반대쪽 측두창이 불량한지 확인하고 만약 반대쪽 측두
창은 신호가 나타날 경우에는 정중선을 넘어 검사해 반
대측 중뇌동맥 등의 신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대
개 성인에서 정중선은 70~80 mm에 해당되며 이 이상
의 깊이에서 혈류 방향이 뒤바뀌게 되면 반대쪽 신호를
확인한 셈이 된다. 깊이는 대개 중뇌동맥 8 5 ~ 1 0 5
mm, 종말부 내경동맥 80~85 mm, 후뇌동맥 7 5 ~ 8 3
mm 정도이다. 기저동맥 말단이나 반대쪽 후뇌동맥 기
시부가 측두창 검사에서 소식자를 향한 방향으로 나타
날 수 있다

7) Gain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배경
( b a c k g r o u n d )에 소음신호(noise signal)가 많이 나오
지 않도록 한다.

8) 신호가 매우 약한 경우 g a i n을 올릴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혈류속도 측정은 수동( m a n u a l )으로 해야 한
다. 기계에 의한 자동 측정은 소음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다.

9) 반드시 측정 가능한 모든 혈관들에 대해 검사하여
혈류속도, 박동성지수, 혈류방향을 기록하고, 빠진 검사
가 없는지 확인한다. 

6. 검사결과 해석에 유용한 원칙들

1) TCD 검사에서 측정하는 혈류속도는 혈류량을 측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T C D상의 변화는 뇌혈류의 변화
와 상관관계에 있다.

2) 뇌혈류와 혈류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
3) 고혈압은 이완기 속도와 박동성을 증가시키고 혈

류속도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4) 과호흡( h y p e r v e n t i l a t i o n )은 혈류속도를 감소시

키고 박동성을 증가 시킨다.
5) 과탄산증( h y p e r c a p n i a )은 혈류속도를 증가시키

고 박동성을 감소시킨다.
6) TCD 파형은 심박출량, 혈압, 뇌혈류의 자동능

(autoregulation), 혈관운동 반응성( v a s o m o t o r
response), 뇌압 상승, 또는 국소 혈관 협착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7) 뇌혈류 및 혈류속도는 혈관 직경, 길이, 혈액 점도
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8) 정상적으로 양측 혈관은 30% 이상의 혈류속도나
박동성지수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투사각의
차이에 따른 변이 가능성 1 5 %와 생리적으로 호흡주기
중 혈류 저항의 변화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15% 정도
의 변이를 합해 고려한 것이다.

9) 후뇌동맥, 측두동맥에서는 혈관의 tortuisity, 투
사각의 차이, 윌리스 환의 해부학적 변이, 혈관 저형성/
무형성 등의 영향에 의해 양측 혈관 사이에 1 0 0 %까지
의 속도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윌리스 환의 해
부학적 변이는 인구의 20% 정도에서 관찰된다.

10) 특정 혈관의 신호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그 혈관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7. 검사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1) 부분적인 검사를 지양하고 항상 철저하고 완전한
검사를 시행한다.

2) 초음파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필요하면 헤
드폰을 이용하고, 가능하면 실제 소리를 저장한다.

3) 깊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임상적으로 폐색이 의심되는 혈관을 목표로 폐색
부위를 주의 깊고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5) 최대 pulse repetition frequency를 사용하기 위
해 sample volume을 크게 하여 검사하고 특정 혈관부
위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sample volume을 줄
이고 g a i n을 늘릴 수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g a i n을 사
용하면 mirror Artifact가 발생하기 쉽다.

6) 뇌혈류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약,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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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청취하고 기록한다.

II. 급성기 뇌경색에서 초음파 파형 해석

급성기 뇌경색은 단순히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협착과정(occlusion) 뿐만 아니라 때로는 혈전의 확산
(propagation), 자발적 재관류(recanalization), 재협

착( r e o c c l u s i o n )등의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류의 지속 여부나 잔여 혈류( r e s i d u a l
f l o w )의 유무는 경과, 예후, 나아가 추가적인 치료방침
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즉각적인 혈
관조영술에 의해 가장 잘 알 수 있겠으며 급성기 심근경
색에서는 관상동맥 조영술과 관상동맥 혈류 정도의 상
관관계를 규명한 Thrombolysis In Myocardial
I s c h e m i a ( T I M I )라는 척도가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된
다. 급성기 뇌경색에서도 병태생리상 비슷한 혈관내 혈
류 등급이 존재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
져 있지는 않다. 최근 T C D를 이용해 급성기 뇌경색에
서 뇌혈류 정도에 따른 도플러 파형의 변화 정도가 알려
지기 시작했으며 Demchuk 등은 이를 T h r o m b o l y s i s
In Brain Ischemia(TIBI)로 명명하였다. TIBI 척도
는 뇌혈관조영 검사와 잘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나 급성
기 뇌경색에서 비침습적으로 두개내 혈관의 잔여 혈류
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IBI 척도는 해당 부위 혈관의 반대측 혈관의 파형을
기준으로 폐색 혈관의 혈류 정도를 0 ~ 5의 6단계로 나
누어 표현하며 척도가 높을수록 정상에 가까운 양호한
잔여혈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TIBI grade의 정
의와 해석 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Figure 2)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지 제 3 권 제 2 호

220 Journal  of  the  K. S. C. N.  2001

Figure 1. Power motion mode TCD. Upper portion of the display
on screen shows blood flow between 30 mm to 80 mm
from temporal window, indicating MCA and ACA. Lower
portion represents the single spectral display of MCA.

Figure 2. Description and illustration of the TIBI residual flow classification(from Stroke 2001;32:89-93 with permission)



1. Grade 0(Absent)

해당 혈관 부위에서 TCD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로 혈류가 전혀 d j a t d m a을 의미한다. 배경 소음( b a c k-
ground noise)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기적인 박동성
혈류 신호는 찾을 수 없다.

2. Grade 1(Minimal)

종말 이완기 혈류(end-diastolic flow)가 d j a t는 경
우로 다양한 속도와 지속기간을 보이는 systolic spike
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심박주기 전체에 걸쳐 시각적으
로 판명할 수 있는 이완기 혈류가 없는 상태는 m i n i-
mal flow의 한 예이다. 시각적으로 종말 이완기 혈류가
없더라도 기계적으로는 있는 것 처럼 나타날 수도 있으
므로 이완기 혈류 유무를 기계적 측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3. Grade 2(Blunted)

정상 대조 신호와 비교할 때 수축기 혈류 가속( s y s-
tolic flow accelaration)이 지연되거나 편평해지지만
종말 이완기 혈류가 존재하고 박동성지수는 1.2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개 반대쪽 정상 부위에 비해 혈류속
도는 20% 이상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혈류속도가
매우 낮은 경우 minimal flow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도 있지만 종말 이완기 혈류 존재 유무를 주의 깊게 관
찰하여야 한다.

4. Grade 3(Dampened)

수축기 혈류 가속은 정상이고 종말 이완기 혈류는 양
성이나 반대측 정상 대조 신호에 비해 혈류속도가 3 0 %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Blunted signal과는 초기 s y s-
tolic upstroke가 날카롭고 명확한 peak systolic
c o m p l e x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정상 신호
와 비교할 때 파형의 후기 수축기 요소와 조기 이완기
요소(late systolic and early systolic component)가
보다 급격한 하방 경사를 보인다는 점과 혈관 폐색 시
보이는 flow diversion 신호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에서 구분될 수 있다. Flow diversion 신호란 예를 들
어 중뇌동맥 폐색의 경우 종말부 내경동맥 부위의 양측
성 신호에서 전뇌동맥의 혈류속도가 중뇌동맥 신호보다
더 높게 나타나거나, 정상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렌즈핵
선상체동맥(lenticulostriate artery)로 가는 낮은 저항
의 혈류가 관찰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5. Grade 4(Stenotic)

평균혈류속도가 80 cm/s 이상이고 반대측 정상 대조
치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된다. 양측 속
도차가 30% 미만인 경우라도 협착에 따른 와류( t u r b u-
l e n c e )나 spectral broadening 등의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완기 혈류속도가 낮아 평균혈류속도
가 80 cm/s 미만이더라도 양측에 30% 이상의 속도 차
이와 협착에 따른 소견이 동반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6. Grade 5(Normal)

양측 혈류속도 차이가 30% 미만이며 양측 파형이 유
사한 경우로 정상 혈류 상태에 해당된다.

TIBI 척도는 급성기 뇌경색에서 혈관 협착의 유무와
국소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혈전용해술 등
치료에 따른 재관류와 재협착의 진단, 나아가 예후의 추
정 등에 매우 중요하며 향후 이 분야의 많은 활용 및 연
구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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