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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스캔과 컬러 도플러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경두개색조이중도플러초음

파(transcranial color-coded doppler, 

TCCD)는 B-스캔으로 두개내 구조의 해부

학적 위치를 영상으로 얻을 수 있고, 컬러스

캔 혹은 파워스캔으로 두개내 혈관의 형태

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

플러 모드를 이용하여 뇌혈류를 실시간으

로 확인하고 혈관과 초음파의 투사각도를 조

절할 수 있으며 더 작은 표본용적(sample 

volume)으로 측정이 가능하여 뇌내혈관의 

협착, 폐색, 굽어짐(tortuosity)으로 인한 

국소 혈류변화의 감지에 더 유리하여 경두

개 초음파(transcranial doppler, TCD)에 

비하여 더 정확한 혈류속도 측정이 가능하

다.1,2 TCD는 측두창이 불량할 경우 뇌혈관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동양인,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빈

도를 보이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약 30%에 

달하는 환자가 여기에 해당하여 폭 넓은 임

상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3 이러한 환자들

에서 TCCD는 TCD와는 달리 불량측두창의 

원인이 측두골 두께가 아닌 혈관주행의 굽어

짐으로 인한 것임을 구분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TCCD는 뇌혈

관질환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허혈

성 뇌혈관질환에 국한한다면,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두개내 혈관의 협착과 폐색의 유

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4 두개내 측부순환

도 3-D time-of-flight 뇌혈관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A)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다.5,6 이 외

에도 정맥혈전용해술 전후로 뇌혈관폐색 부

위와 치료 후 혈관개통 여부를 TCCD로 정

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뇌혈관폐색의 정도

를 기술하는 TCD의 thrombolysis in brain 

ischemia (TIBI) 분류와 비교하여서 TCCD

에서의 consensus on grading intracra-

nial flow obstruction (COGIF) 분류의 신

뢰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혈관재관류술의 선

정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7,8 또한 일

과성 허혈 발작 환자에서 뇌혈관협착을 뇌 

MRA와 동등하게 감지하여 뇌졸중 단기 재

발예측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9 하지

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TCCD가 보편화되지 

않아 TCD와는 달리 표준화된 검사지침과 정

상 참고치에 대한 연구자료가 미흡한 실정이

다.10

최근에 보고된 TCCD 연구11는 일개 대

학병원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여 TCD 검사

를 받은 환자에서 측두창이 좋고, 뇌혈관혈

류속도가 정상이며, MRA에서도 협착과 변

이가 없는 30명을 대상으로 선별하고 영상

바탕(image-based) TCCD와 주사각보정

(angle-corrected) TCCD를 시행하여 TCD

와 혈류속도를 비교하고 정상 참고치를 구

하였다. 평균 연령이 61.2세로 임상현장에

서 뇌혈관 진료로 접할 수 있는 환자군을 포

함하였고, 이 중 약 절반에서 뇌졸중과 고혈

압 병력이 있었다. 혈관 주행에 변이가 적은 

중대뇌동맥에 국한하였고, 각 반구에 사전

에 설정한 4개의 깊이(48 mm, 50 mm, 56 

mm, 60 mm)에서 혈류를 측정하여 총 2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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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자료를 분석하였다.

평균 혈류속도는 주사각보정을 하지 않은 TCCD에서 TCD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왔으나(54.08±10.68 vs. 58.03±

10.72, p<0.001), 주사각보정을 한 경우 TCD와 속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59.37±12.73 vs. 58.03±10.72, p=0.212). 

고연령군에서 평균 혈류속도가 감소하는 경향도 TCD와 일치

하였다. 주사각보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제외하고 

TCD와 주사각보정을 한 TCCD의 결과를 비교하였다면 이론

상 평균 혈류속도가 TCD에 비하여서 유의하게 높게 나와 실제 

혈류속도에 더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혈관 구조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측정 부위를 보다 정

밀하게 위치할 수 있으며 주사각도 조절을 통하여 혈류속도 측

정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TCCD는 혈관주행의 개인 간 차

이로 인하여 주사각도 조정의 표준화가 매우 어렵고, 주사각

도 조정이 60도를 넘어갈 경우 위양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서 임상 적용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12 이번 연구에서도 

혈관의 주행방향을 고려하여 초음파 주사각도를 조정한 an-

gle-corrected TCCD 측정에서 50도 이상의 주사각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8.3%였고, 이들 중 30%가 TCD 검사 기준상 

중대뇌동맥 협착으로 오판정되어 주사각 조정이 갖고 있는 문

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측정 숫자가 적어서 이번 연구의 자료를 정상 참고치로 하기

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 단일 검사자가 수행하여 재현성을 확

인할 수 없으며, 주사각도 조정의 기술적 어려움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영상으로 뇌혈관을 확인한 정상

혈관 환자에서 TCD와 TCCD의 혈류속도를 비롯한 다양한 측

정지표를 국내 최초로 비교한 연구로서, TCCD를 이용한 후속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혈

관 주행의 변이가 있어서 주사각도 조정이 필요한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사각도 조정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이루어진

다면 국내에서 TCCD를 이용한 뇌혈류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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