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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function of the cerebrovascular system is to maintain adequate cerebral blood flow to
meet the changing metabolic demands of brain. The brain has only 2% of the body weight, receives
15% of the cardiac output and consumes 20% of the body’s oxygen supply. The vascular system
start with four major arteries that provide anterior and posterior cerebral circulation. Physicians must
consider anatomical variations of vascular system for understanding of hemodynamics. The cerebral
vascular system has three mechanisms for cerebral blood flow: dynamic regulation, autoregulation,
and vasomotor reactivity. This article reviews simple flow dynamics, the anatomy of the cerebrovascular
system and cerebrovacular system’s ability to control for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Journal of
Neurosonology 2(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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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는 체중의 약 2%를 차지하고, 심박출량의 15%를 받
으며, 체내 산소공급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이다. 뇌는
다양한 대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여러가지 기전을
통해 혈류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뇌경색이 발생할 경우,
정상 뇌혈관의 해부학적 구조와 측부순환 그리고 뇌혈류
의 조절 기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다양한 혈
관구조로 인하여 측부 혈관들을 통한 즉각적인 혈류변화
와 뇌의 에너지 요구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혈류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들은 다양한 해부학적 변이들로 인
해 개인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해부학적 특징과 뇌혈

류 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치료선택에 있어서도 결
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1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혈류
역학의 개념과 뇌혈관계의 해부학적 특징 그리고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는 혈류의 역동적조절의 기전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혈류역학의 기본개념
초음파검사를 통해 혈류와 파형을 얻은 후, 결과를 해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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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상혈관에서는 가운데 혈류 속도가 최대가 되는 결
2
흐름(laminar flow)을 보인다(Fig. 1). 혈관 내에 협착이 있
는 경우는 결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소용돌이흐름
(turbulent flow) 등의 다양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 혈류에
초음파를 입사한 후 스펙트럼을 얻게 되는데 표준용적
(sample volume) 내의 혈구의 다양한 속도를 가진 주파수
변이(frequency shift)로 정의할 수 있다. 표준용적은 초음
파 입사와 직각을 이루며,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차원
이지만 실제는 삼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화면상의

Fig. 1. Laminar flow.

표준용적 내에서 발생하는 스펙트럼의 정보를 보여주게
된다. 구성성분의 비균질성(heterogeneity)에 따라 스펙트
럼의 띠폭(band width)이 변하게 된다. 구성성분이 균일
(homogenous)할수록 스펙트럼이 선처럼 가늘게 보이며,
이때 스펙트럼과 기저선(baseline) 사이에 깨끗한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를 “창(window)”이라고 부른다(Fig. 2). 작은
혈관 또는 혈류흐름의 방해가 있는 경우, 스펙트럼은 비균
질적이기 때문에 띠가 두꺼워지면서 스펙트럼창이 소실
되는 “스펙트럼확장(spectral broadening)”이 나타나게 된
다. 이러한 스펙트럼확장은 혈류의 방해 정도에 비례하게
된다. 혈류의 방해는 목동맥팽대(carotid bulb) 같은 정상적인
혈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표준용적을 너무 크게 설정하면 스펙트럼이 확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2-4
파형을 해석할 때 중요한 성질 가운데 하나가 박동성
(pulsatility)이다. 말초저항이 낮으면 저박동성(low pulsatility)
파형을 보이고 단상(monophasic) 형태를 보이고, 반대로
말초저항이 높으면 고박동성(high pulsatility) 파형을 보이
면서 삼상(triphasic) 형태를 보이게 된다(Fig. 3).2-4 검사를
할 때 소리를 듣거나 눈으로 파형을 잘 관찰하여 숙달할

Lower

Fig. 3. Pulsatility and peripheral resistance.

Fig. 2. Doppler spectrum and window.

A

Peripheral resistance

B

Fig. 4. Normal wave forms of arteries. (A) low resistance flow pattern, (B) high resistance flow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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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정상동맥에서의 파형은 혈류량과 원위부저
5
항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Fig. 4). 저저항
혈류에 해당하는 혈관은 내목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외에 전, 중, 후대뇌 및 기저동맥이 있으며, 고저항 혈류는
외목동맥(external carotid artery)과 안동맥이 해당한다. 총
목동맥(common carotid artery)의 이완기 속도는 대개 10

Prestenotic

cm/sec 이상이며 외목동맥의 이완기 속도는 10 cm/sec 미
5
만이라는 “10의 규칙”도 알아두면 판독에 도움이 된다.
혈관의 협착부위에서의 파형의 변화는 그림과 같다(Fig. 5).5
참고문헌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하지만 근본개념은 같다.
협착 근위부에서는 고저항 혈류의 양상을 보이며, 협착 부
위에서는 높은 속도를 가지고 잡음(bruit)을 동반한다. 협착
원위부에서는 결흐름으로 돌아오지만 낮고 완만한 파형
6
을 보이게 된다. 협착 부위의 속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의 심한 협착이 있을 경우 속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 판독에 주의를 요한다.7 고저항의 파형이
보이면 원위부에 심한 협착이나 폐색을 시사하며, 협착의
원위 부위에서는 낮은 파형을 가진 협착 후 파형을 보이
므로 간접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8

Turbulence

2. 뇌혈관계의 해부학적 특징

Fig. 5. Flow pattern of stenosis on the Doppler waveform.

A

뇌혈관계 초음파 검사와 판독에 있어서 혈관 주행에 대
한 해부학적 지식은 필수적이다. 말초동맥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나 뇌동맥이나 목동맥은 공간적인 감각을 필요로

B

C

D

Fig. 6. Normal anatomy and main variants of the aortic arch. (A) normal finding, (B-D) variants.

A

B

Fig. 7. Temporal artery tapping in the external carotid artery. (A) resting wave form, (B) wave form after temporal artery tapping
(white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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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A1
hypoplasia

변화로 인한 혈압의 변화가 생기는 근육성조절 및 자율신
경조절에 의한 신경조절로 설명한다. 혈관운동 반응성은
다양한 대사 수요의 변화에 대한 저항혈관(세동맥, arteriole)
의 반응력이다. 목동맥내막절제술은 자동조절의 정상화를
1,14
통해 혈관운동반응성을 개선시키는 좋은 예이다.

Right P1
hypoplasia

❚결 론
'Textbook' type

Left A1
hypoplasia

Left P1
hypoplasia

Fig. 8. Circle of Willis: normal type and anatomic variations.

한다. 대동맥궁에서 시작하는 동맥들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다(Fig. 6). 내목동맥은 외목동맥의 배(dorsal) 또는 배측
(dorsolateral) 방향에 위치해 있다. 내목동맥은 유양돌기부
를 향하며 외목동맥은 얼굴로 상향한다.9,10 외목동맥과 내
목동맥의 구별이 중요한데, 대개는 내목동맥의 크기가 더
크고 검사시 소리 또한 다르기 때문에 직접 검사하면서
들어보는 것이 좋다. 분지하는 혈관이 관찰되면 외목동맥
이다. 또 다른 감별법으로는 측두동맥 두드림(temporal
artery tap)으로 외목동맥의 파형이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
다(Fig. 7).5 뇌동맥을 검사할 경우에도 해부학에 대한 공
간적인 지식 및 윌리스환에 대한 변형 등을 고려해야 한
10,11
다(Fig. 8).

3. 뇌혈관계의 조절 기전
뇌혈관계의 조절 기전에는 동적조절(dynamic regulation),
자동조절(autoregulation) 및 혈관운동 반응성(vasomotor
reactivity) 등이 있다.1 심장에서 시작된 혈류는 혈관의 해
부학적 구조에 의한 동적조절로 뇌에 도달한다. 앞서 언급
한 대로 목동맥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해부학적 구조가 동
적조절 역할을 하는 두개외(extracranial) 측부순환을 담당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눈동맥을 통한 측부순환이다.
두개내(intracranial)의 측부순환은 윌리스환 주위에서 생기
는 전·후교통동맥을 통한 측부순환과 전·중·후대뇌동맥의
12
연수막 측부순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색전에 의해 뇌혈
관의 폐색이 생기면 뇌혈관의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가 즉
각적인 측부순환 또는 동적조절을 가능하게 한다.13
뇌 동적조절은 주로 큰 혈관에서 일어나며, 자동조절은
작은 혈관에서 일정한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생
리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자동조절의 기전은 뇌대사의
수요에 따른 대사조절, 혈관 평활근육(smooth muscle)의

4

뇌혈관계 혈류역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혈관 해부학 그
리고 뇌혈류 조절기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초음파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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