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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경유 도플러를 이용한 두개내 동맥 협착과 폐색의 진단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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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of Intracranial Arterial Stenosis and Occlusion with
Transcranial Doppler
Seong Hwan Ahn, MD
Department of Neurology,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wangju, Korea

ABSTRACT

Intracranial arterial stenosis is a common and an important risk factor of ischemic stroke.
Development of variable treatment options require definitive criteria for stenosis degree and follows
up diagnostic tool. In this regard, transcranial Doppler may be a useful and reliable method which
evaluates a stenosis of intracranial cerebral arteries. Contrary to extra-cranial carotid stenosis, there
are no generally accepted criteria to diagnosis. However, in recent studies, suggested transcranial
Doppler criteria to diagnose the intracranial arterial stenosis through variable information (velocity,
flow shape, and presence of collaterals) are comparable with diagnostic criteria by conventional angiography, CT angiography, or MR angiography. Large clinical trials for international accepted criteria are required. Journal of Neurosonology 2(1):14-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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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개경유 도플러(transcranial Doppler)는 뇌졸중의 진단
이나 환자의 치료, 병태 생리나 곁 순환 등을 관찰함에 있
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 중 하나이다. 최근 뇌졸중의
원인으로 두개내 동맥 협착(50% 이상)이 두개외 경동맥
협착과 비교될 정도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동양인이나
아프리카 미국인에서는 6~33%까지 보고되고 있어 뇌졸중
치료 및 예방에 있어서 목표로 주목을 받고 있다.1-3 또한
약물치료나 혈관 중재 시술이 시도되면서 무엇보다도 정

확한 진단과 환자의 추적관찰에서 두개경유 도플러의 중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두개경유 도플
러를 이용한 두개내 동맥 협착이나 폐색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는 몇몇 병원들에서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명혈관조영술이나 전산화단층 혈관조영술, 디지털감산 혈
관조영술(digital subtraction cerebral angiography)과 비교한
연구들만 있으며,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절대적인 진
단기준은 아직 없고 대규모 연구도 많지 않다. 따라서 비
교적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두개내 동맥 협착의 절대적인
기준을 혈관조영검사로 하여 비교한 최근 연구들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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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개내 동맥 협착이나 폐색을 진단하는 기준들을 알
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두개내 동맥 협착의 정의와 임상적 의의
임상적으로 두개내 동맥의 협착이란 두개내 내경동맥,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 후대뇌동맥, 뇌기저동맥, 두개내
척추동맥 등이 혈관영상검사에서 협착 정도가 50% 이상
이 되는 것을 뜻한다. 중대뇌 동맥은 주로 중대뇌동맥의
기시부부터 상, 하 분지로 나뉘기 전까지(M1), 전대뇌동맥
은 기시부부터 전교통동맥과 만나는 부위 전(A1), 후대뇌
동맥은 기시부부터 후교통동맥이 만나는 부위까지(P1),
경동맥부위는 사이펀(siphon)이나 경동맥 끝 부위, 척추동
맥은 두개내 부위에서 뇌기저동맥과 만나기 전까지와 뇌
기저동맥 부위 전체를 언급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M2,
A2, P2 이하 부위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실제 두개경유 도
플러로 감지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두개내 동맥 협착은 우연히 발견되는 무증상성보다도
일과성 뇌허혈이나 뇌경색 증상과 관련이 있는 증상성 두
개내 동맥 협착 환자(symptomatic intracranial arterial stenosis)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4 이러한 협착이 있을 때 협
착과 관련된 영역에 뇌경색을 만들며 주로 열공 경색보다
는 영역성 뇌경색을 보이고, 이러한 환자의 절반에서는 신
경학적 증상이 심하여 예후가 좋지 않다.5 따라서 적극적
인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

2. 두개내 동맥 협착의 진단 검사법들
영상진단법으로 기준이 되는 검사는 디지털감산 혈관
촬영이 가장 정확하지만, 침습적인 검사이며 검사 자체에
따른 합병증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쉽게
활용이 어렵다.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은 방사선 조사의 위
험이 없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검사 시 환
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의식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 쉽게
시행하기가 어렵고 고가의 검사다. 전산화단층 혈관조영
술은 최근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감산 혈관촬영검사와 비
교해서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일 정도로 정확성이 높으나,
조영제 사용 및 방사선 조사의 문제가 있다.6 마지막으로
신경 초음파영상검사로 두개경유 도플러나 두개경유
색이중 초음파촬영(Transcranial color duplex sonography,
TCCS)검사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영상검사들보다 침상

옆에서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비가 저렴하여 외
래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방사선이나 조영제의 위험이 없
어 안전하면서 반복적인 검사를 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
찰(monitoring)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검사자의 기술에 따라 민감도와 특이도의 차이가 있으며
측두골이 두꺼우면 초음파검사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3. 두개경유 도플러의 정확성
두개내 동맥 협착이나 폐색을 진단함에 있어 두개경유
도플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디지털감산 혈관조영술과
비교할 때 앞쪽 순환(anterior circulation)은 각각 70~90%,
90~95%, 뒤쪽 순환(posterior circulation)은 50~80%, 80~96%
로 알려졌다.6 비교적 잘 짜인 대규모 연구로는 2007년
Neurology에 발표된 The Stroke Outcomes and Neuroimaging
7
of Intracranial Atherosclerosis (SONIA) trial이 있다. 이는
2005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되었던
8
Warfarin-Aspirin Symptomatic Intracranial Disease Study (WASID)
의 자매연구(companion study)로 디지털감산 혈관조영술을
기준으로 두개경유 도플러와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의 예
측치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서 재보정을 했음
에도 예상과는 다르게 두개경유 도플러의 음성 예측률
(83%)은 높았으나 양성 예측률(55%)은 낮았다. 따라서 저
자들은 두개경유 도플러의 검사 목적을 협착의 정도나 유
무에 대한 진단보다는 배제 진단(rule out) 즉, 협착이 없음
을 진단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SONIA 연구와의 차이점은 연구 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SONIA 연구는 비침습적 검사에서 협착으로 진단된 환자
만 연구에 포함했기 때문에, 두개경유 도플러검사에서 정
상이었던 환자들은 이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민감도와 특이도를 구하면 편견(bias)이 발생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두개내 동맥 협착이 드
문 백인들이었다. 마지막으로 협착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평균혈류속도(mean flow velocity, MFV)의
절대값으로만 하였다.
두개내 동맥 협착이나 폐색 시 두개경유 도플러 평균혈
류속도의 절대값만을 가지고 진단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윌리스 고리를 통한 곁순환이 발달하였거나, 빈혈, 갑상샘
항진증, 지주막하출혈이나 동정맥기형이나 동정맥루가 있
을 때 위양성이 흔히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대뇌
동맥의 A1 부위, 후대뇌동맥의 P1 부위의 혈관이 좁아 보
이는 것이 협착에 의한 것인지 저형성 혈관(hypoplastic artery)인지의 감별이 쉽지 않다.9 그리고 직접 보지 않고 혈
관을 검사하기 때문에 환자의 혈관 모양 등에 의해 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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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기술상 혈류 흐름과 조사각도(insonation angle)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irculation)을 의심할 수 있는 전대뇌동맥의 혈류 속도 증
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서 말한 기준을
모두 고려했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는 90%가 넘게 된다.

4. 두개경유 도플러의 최근 연구들의 진단기준
흔히 임상적으로 50% 이상의 협착을 진단하는 기준은
중대뇌동맥은 MFV ≥100 cm/s, 경동맥은 MFV ≥90 cm/s,
척추동맥과 뇌기저동맥은 MFV ≥70~80 cm/s이다. 그리고
폐색이 있다면 파형(wave form)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
나 실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4.1. 중대뇌동맥 협착 및 폐색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진단기준을 가진 부분이다. 중대뇌동맥의 정상 두개경유
도플러의 조사 깊이(depth)는 45~65 mm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다가오는 혈류 방향으로 저항이 적은 파형을 보인다.
50% 이상의 협착을 보이는 경우,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준은 MFV ≥100 cm/s이다. 그 외에도 MFV ≥
80 cm/s, ≥90 cm/s, ≥120 cm/s, 최고수축기속도(peak systolic velocity, PSV) ≥140 cm/s 등도 언급되고 있다.10-16 하
지만 정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MFV ≥100 cm/s을 제시
하고 있다.17 TCCS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50% 이상의 협착
18
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PSV ≥155 cm/s를 제시하였다. 다
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측 혹은 반대측과의 비율을 이
용하기도 한다. 만약 협착이 원위부에 있을 때, 정상측은
근위부가 되어서 협착부위와 정상부위의 평균혈류속도를
비교할 수 있고, 협착이 근위부에 있을 경우는 정상측을
반대편 평균혈류속도를 이용하여 비율을 계산했다.15 추가
하여 혈류의 파형도 같이 고려되었다. 평균혈류속도가 증
가해 있으면서(일반적으로 MFV≥80 cm/s), 정상측보다
30% 이상 높은 평균혈류속도를 보일 경우를 진단기준으
로 사용했다. 만약 평균혈류속도가 80 cm/s 미만이라면,
정상측보다 30% 이상 증가해 있으면서 난류 형태(turbulent flow)를 보이는 경우는 협착으로 진단했다. 반대편 평
균혈류속도와 비교했을 시 평균혈류속도 비(MFV ratio)가
2 이상일 경우도 협착으로 진단했다. 또한, 소리로는 음악
성 잡음(musical murmur) 이나 ‘쉬-익’ 소리를 들을 수 있
는 경우도 포함했다. 만약 협착이 아닌 폐색일 경우 혈류
가 보이지 않거나, 반향파(reverberating wave), 수축기 가속
이 없는 평평한 파형(flattened systolic acceleration), 혹은
정상측보다 평균혈류속도가 30% 이상 감소한 무딘 파형
(dampened wave)을 보이면 진단기준으로 사용했다.19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막 곁순환(leptomeningeal collateral
16

4.2. 전대뇌동맥의 협착과 저형성
정상 전대뇌동맥의 검사되는 부위는 A1로 깊이로는
60~75 mm 정도에서 멀어지는 혈류방향이며 저항이 적은
파형을 보인다. 두개경유 도플러만을 가지고 전대뇌동맥
의 협착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병리학적으로 전대뇌
동맥 부위에 죽상동맥경화성 협착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
20
다. 또한 저형성이나 무형성(aplasia)은 최대 12%까지도
보고되기 때문에 협착에 의한 것인지 저형성에 의한 것인
지 판단이 어렵다.21 따라서 임상적인 의의를 가질 만한 연
구들이 많지 않다. TCCS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PSV ≥220
22
cm/s를 제시하였다. 두개경유 도플러를 이용한 연구에서
는 비정상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MFV ≥70~80 cm/s와 반대
편 평균혈류속도와의 비교 시 30% 이상 평균혈류속도가
증가할 때로 정의하여 사용했다. 반면, 저형성이나 꼬여
있는 A1 부위는 정상 평균혈류속도를 보이면서 협착성 파
형을 보일 때로 정의하기도 했다.
4.3. 두개내 경동맥 협착과 폐색
경동맥 사이펀 부위는 안구 동맥의 혈류를 측정하면서
안와창(orbital window)을 통해서 깊이를 달리할 때 같이
측정되는 곳으로 주로 깊이는 55~70 mm 정도에서 멀어지
는 방향 혹은 다가오는 방향 모두 감지되며 저항이 낮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죽상동맥성 협착이 종종 관찰되는 곳
이지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부위다. 최근 디지털
감산혈관조영술과 비교한 연구에서는 협착부위에서 최고
혈류속도가 120 cm/s 이상을 보이며 반대 측 경동맥보다
최고혈류속도가 30% 이상 증가하고 난류나 음악성 잡음
등이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감도가 93.9%, 특이
23
도는 96.7%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경동맥 끝부위(terminal internal carotid artery)의 협착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MFV≥70 cm/s거나 반대측 경동맥
끝 부위 혹은 중대뇌동맥 평균혈류속도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감도 90%, 특
24
이도 83%라고 보고 했다. 경동맥 부위는 심한 협착이나
폐색이 있을 때 반대측에서 전교통동맥을 타고 넘어오는
혈류로 인하여 전대뇌동맥의 혈류 방향이 다가오는 방향
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 있다.22 폐색은 앞서 중대뇌동맥
에서 언급한 다양한 폐색성 파형이 진단기준으로 사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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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후대뇌동맥, 척추동맥 및 뇌기저동맥 협착과 폐색
척추동맥은 후두밑창(suboccipital window)을 통해서 깊
이 40~75 mm 정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저항이 적은 파
형으로, 뇌기저동맥은 깊이 80~105 mm 정도에서 멀어지
는 방향의 저항이 적은 파형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후
대뇌동맥은 55~70 mm 정도에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혈
류방향으로 저항이 적은 파형으로 관찰된다. 뒤쪽 순환부
위 뇌경색 환자에서 디지털감산 혈관조영술과 비교한 연
구에서는 MFV ≥80 cm/s이면서 정상측과 비교시 평균혈류
속도 비가 2 이상일 때, 폐색시는 폐색성 파형으로 정의했
을 때 척추동맥 병변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66%,
98%, 뇌기저동맥은 75%, 99%, 후대뇌동맥은 80%, 99%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25 일반적으로 앞쪽 순환보다 민감도
26
나 특이도가 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4.5. 두개내 동맥 협착이나 폐색검사 시 주의점
첫째, 중대뇌동맥 폐색이 있는 환자에서 뇌혈류가 감지
가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측두창이 좋지 않아서 검사가
되지 않은 경우로 잘못 판단될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전
대뇌동맥이나 후두동맥 등 다른 혈관도 감지가 되지 않는
지 찾아야 한다. 둘째, 폐색이 이미 타 영상검사에서 확인
되었으나 두개경유 도플러에서는 정상 혈류를 보일 수 있
다. 이때는 영상검사 후 두개경유 도플러 검사 시행까지의
기간에 막힌 혈관의 재개통이 되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27
검사 오류가 아닐 수 있다. 셋째, 뇌자기공명 혈관촬영에
서 많이 좁아져 보이거나 끊어져 보이는 경우(flow gap)
일반적으로 심한 협착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SONIA
연구에서도 자기공명영상의 양성예측치가 낮았던 것처럼
반드시 협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두개경유 도플러에서
7
는 정상 혈류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추가로 디지
털감산혈관 조영술이나 조영제를 사용한 영상촬영검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척추동맥과 뇌기저동맥의 검사
시, 검사각도에 따라 뇌기저동맥의 분지들이 감지가 잘 되
므로 M-mode를 이용하여 각 혈관을 확인하면서 검사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다섯째, 큰 혈관들의 심한 협착이나
폐색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윌리스 고리를 중심으로 곁순환
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혈류 방향이 반대되거나 혈류 속
28
도가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사자는 환자의 정상
혈관의 해부학적인 구조뿐 아니라, 정상이지만 흔한 변형
혈관인 대뇌동맥의 조기 분지, 뇌 기저동맥의 dolichosis, 한
측 척추동맥이나 전대뇌동맥의 A1 부위, 후대뇌동맥 P1
부위의 저형성, 태아유형 후대뇌동맥 등에 대해서도 알고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협착을 확인하기 위한 검
사라면 환자의 질환 발생 기전과 타 영상검사에서 해부학

적인 구조 및 협착 부위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검사를 시
행하도록 한다.

❚결 론
두개내 동맥 협착을 진단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
지만, 그중에서도 두개경유 도플러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침대 옆에서 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다. 또한, 임상적으
로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두개내 동맥 협착에 대한 진행
정도를 파악하거나 혈관중재시술 후 재협착을 감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혈류속도만을 가지고 진단할 때 양
성 예측치가 비교적 낮아서 선별검사로 사용하기에는 좋
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두개내 동맥 협착을 진
단하는 정확하고 보편타당한 진단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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