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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anial sonography (TCS) is potentially useful for the diagnosis of Parkinson’s disease (PD). It is attractive because 
it is non-invasive, easily accessible and low risk test. So far, up to twenties of TCS studies in Parkinson’s disease and 
parkinsonism have been reported. However, studies on TCS have been restricted to European populations and no such 
study has been performed in Asian especially Korean population.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TCS in Korean PD patients 
and its correlation with the clinical features, we carried out m idbrain TCS in PD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and 
eva luated the area o f the substantia  n igra (SN ) hyperechogen ic ity and its  ratio  to  the area of the who le m idbra in . 
Accord ing to our study, we could conclude that m idbrain TCS is an effective d iagnostic tool for detecting PD in the 
Korean population. In this review, we additionally summarized clinical application of TCS in differential diagnosis of atypical 
parkinsonism as well as restless leg syndrome and depression.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 1(1):6-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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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과 영역에서 전산화 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술

(MRI)과 같은 영상진단 방법이 발달하면서 중추신경 내의 

여러 해부학적 구조물의 이상을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

고 있다. 그러나,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의 경우 

중뇌(midbrain) 내의 흑질(substantia nigra)에 분명한 병리

학적 병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T나 MRI같은 기존의 

영상진단으로는 그 이상을 확인할 수 없다. CT나 MRI 같은 

기존의 영상진단으로는 뇌혈관장애, 수두증(hydrocephalus), 

석회화와 같은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이나 일부 이형 파킨슨

증후군(atypical parkinsonism)을 감별 진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핵의학검사에 해당하는 SPECT나 PET 검

사를 이용하여 도파민 형성에 작용하거나(fluoro-dopa), 도파

민 운반체(dopamine transporter)에 작용하는 리간드(ligand)

를 이용하여 도파민 신경세포를 조영하는 방법으로 감별진단

이나 병의 진행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SPECT, PET 

검사는 기계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특히 파킨슨병 진단 및 감

별에 필요한 리간드는 국내에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

이다.

1980년도 말에 경두개 초음파(transcranial sonography; 

이하 TCS로 표기)가 신경계 질환에 도입되면서 뇌혈관 질환

의 진단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뇌실질(brain parenchy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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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probe application for transcranial sonography 
(This diagram was cited from the paper of Berg and Becker, 200214).

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1995년 독일의 

신경과 의사인 Becker 등이 transcranial color coded duplex 

sonography를 이용하여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흑질의 반향

성(echogenicity)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고하였다.1 이 

연구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반향성이 증가된 소

견을 관찰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흑질 내의 철분성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PD 환자에서의 

이러한 소견은 정량적(quantitative) 분석 및 반정량적(semi-

quantitative) 분석을 통해 시험자 간에 비교적 적은 오차의 

소견을 보여 피험자간 상호관계(interrater correlation) 수

치가 0.8로 높은 소견을 보였다.2 이후 여러 연구자들의 TCS 

연구를 통해서 약 91-100%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중뇌에 

hyperechogenicity 소견을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3-8 뿐

만 아니라 이형 파킨슨증후군 환자에서도 TCS를 시행하여 

PD와의 감별진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관찰하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9-11

이러한 다양한 TCS 연구결과를 통해 TCS가 파킨슨병 

감별진단에 있어 저렴하고, 안전하며,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진단 방법으로 발전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 중 하나가 TCS 연

구에 있어서 대상 환자군이 이미 임상적 진단기준에 합당한 

환자군이라는 사실이다. 즉 임상진단이 어려운 초기 환자에

서는 TCS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둘째로 TCS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을 검사자가 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진정한 맹검(blind study)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런 이유 때문에 Prestel 등은 얼굴과 상체 전체를 보자기로 

덮고 TCS probe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검사를 

하는 웃지 못 할 방법도 시행하였다.12 셋째로 8-10%에 달하

는 정상군에서 흑질의 hyperechogenicity가 관찰된다는 점

이다.2,4 이 수치는 정상인이 PD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보

다는 매우 높은 수치로서 가양성(false positive)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유럽 내 여러 연구에서는 검사자간의 오차

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2 이 연구는 극히 유럽 인구

에 국한되어 있으며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에 대한 TCS 연

구는 없는 실정이다. 즉 TCS 검사가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의 진단에도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저자들은 국내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

와 정상인에게 TCS를 시행하여 TCS 검사의 유용성을 분석

하고 환자의 임상지표 및 임상양상에 따른 TCS의 echogeni-

city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종설에서 먼저 파킨슨병 환자

에서의 TCS 연구 방법 및 기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한국

인을 대상으로 한 본 저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이형 파킨슨증후

군(atypical parkinsonism), 혈관성 파킨슨증후군(vascular 

parkinsonism)과의 감별진단과 근긴장이상증(dystonia), 파

킨슨병에 동반되는 우울증, 하지불안증(restless leg synd-

rome) 및 overactive bladder (OAB)와 같은 자율신경장애 

영역에서의 TCS 연구결과들도 고찰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1. 파킨슨병 영역에서의 경두개 초음파검사

Becker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어 개발된 중뇌 TCS 방법

은 color-coded Duplex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데 trans-

ducer는 2.0-2.5 MHz phased array를 사용한다.1 이때 

2.0-2.5 MHz의 저주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초음파가 측두골

(temporal bone)을 쉽게 통과하기 위함이다. 초음파 투과 깊

이는 16 cm로 맞추고 dynamic range는 45-50 dB로 고정

한다. TCS probe는 귀의 약간 앞쪽 위에 위치한 관자놀이 

부위에 대고 검사를 시행하는데 probe를 평행으로 유지하는 

경우 보고자 하는 중뇌위치를 투사할 수 있게 된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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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Axial MR image at the level of the mesencephalon 
equivalent to the TCS image of the mesencephalon. (B) TCS image 
of the mesencephalic brainstem, hypoechogenic mesencephalic 
brainstem surrounded by the hyperechogenic basal cistern.

이형 파킨슨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해 수정체핵(lentiform nu-

cleus)를 투사하기 위해서는 probe를 약간 들어서 시행하면 

된다(Fig. 1).13 TCS probe를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투사되는 

영상을 관찰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얗게 투영되는 

기저수조(basal cistern)에 둘러싸여 있는 나비모양의 중뇌를 

관찰할 수 있다. 나비모양의 중뇌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중앙을 가르는 hyperechogenic한 구조물인 뇌간솔기(brain-

stem raphe)와 중앙 뒤쪽에 위치한 수관(aqueduct)을 발견

하게 된다(Fig. 3-A). 정상인 중뇌소견과는 달리 파킨슨병 환

자에서는 흑질 부위에 반향성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

할 수 있으며1,13,14 우리나라 파킨슨병 환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B).15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흑질의 hyperechogenicity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흑질 hyperechogenic 영역의 

넓이를 재서 그 면적을 비교하거나, 면적이 0.2 cm2를 넘는 

경우 반향성이 증가된 것으로 정의하여 민감도(sensitivity) 

및 특이도(specificity)를 비교하게 된다. 여기서 0.2 cm2는 

종전의 연구에 의해 정해진 정상과 이상을 가르는 공인된 수

치이다.3,5,10 파킨슨병에서 흑질의 반향성의 정도는 초기 연구

에서 파킨슨 증상의 정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

나,3 그 이후의 보고에서는 증상의 정도와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5,16 또한 Spiegel 등의 연구에 의

하면 FP-CIT SPECT 연구를 통해 도파민세포의 퇴행을 반

영하는 CIT 수용(uptake) 정도와 중뇌 hyperechogenicity

와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17 이 소견은 파킨슨병의 

도파민세포의 퇴행 기전과 중뇌 흑질의 hyperechogenicity

의 발생기전이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친척을 대상으

로 시행한 TCS 연구에서 TCS에서 hyperechogenicity를 보

인 친척에서 Fluoro-Dopa uptake가 증가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6 이 결과는 TCS가 전임상기(precli-

nical stage)에서도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하고 있다.

흑질의 hyperechogenicity는 파킨슨병의 특수한 생물화학

적 변화에 기인하는데 흑질 내 철분이 증가하거나,2,4,9 ferritin

의 감소 및 neuromelanin 양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8 하지만 정상인에게서도 8-10%에서 hyperechoge-

nicity가 관찰되는데,2,4 이 수치는 정상인이 PD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매우 높은 수치로서 가양성(false positive)

에 해당한다. 하지만 TCS 연구의 선두 주자인 Berg는 이 수

치가 신경병리학적으로 증상 전(presymptomatic) 파킨슨병

에 해당하는 환자군에서 파킨슨병으로 발현될 수 있는 예상 

수치19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유전성 

파킨슨병인 alpha-synuclein, LRRK2, parkin, PINK1 및 

DJ-1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TCS 연구에서 이러한 유전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산발성(sporadic) 파킨슨병에 비해 hy-

perechogenicity 정도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20 

이 연구결과는 유전성 파킨슨병에서는 철 축적이 병태생리에 

비교적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파킨슨병에서의 TCS는 

안전하고,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진단 방법이 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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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Mesencephalic brainstem. (A) Normal transcranial sonography finding. (B) Individual with Parkinson’s 
disease. We identified the hypoechogenic midbrain (encircled by dotted line) surrounded by the hyperechogenic 
basal cisternsand manually encircled the interior hyperechogenic area of substantia nigra (thick solid line). 
*represents the aqueduct.

Fig. 4. Probe position at the temporal bone window for transcranial 
sonography examination.

나 TCS 연구가 유럽인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에게는 시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파킨슨병 진단에서의 TCS의 유용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본 저자 등은 국내 정상인과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TCS 연구를 시행하였다.

2. 한국인에서의 경두개 초음파검사 연구

본 저자는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의 진단에 있어 TCS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임상양상 및 심한 정도에 따라 초음파 

소견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UK Parkinson’s 

Disease Society Brain Bank 진단기준21에 합당한 43명의 파

킨슨병 환자와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는 35명의 정상 대조

군을 대상으로 TCS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파킨슨 증상 정도

를 판정하기 위해 12시간 동안 약을 끊고 난 후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 part III22와 

Hoehn and Yahr Stage (H-Y stage)23를 측정하였다. TCS 

검사방법은 Becker 등이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transducer

는 2.0에서 2.5 MHz phased array (HDI 5000, SonoCT; 

Philips)를 사용하여 초음파 투과 깊이를 16 cm로 맞추고 

dynamic range는 45-50 dB로 고정하였다.1,15 피험자를 침대

에 옆으로 눕힌 후 귀 위, 앞부분인 관자놀이 부분에 probe를 

대고 측정하였다(Fig. 4). TCS 검사는 환자의 임상 정보를 

모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하였다. TCS 시행하면서 

가장 적절한 영상을 포착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였다. 이 저

장된 중뇌 TCS 영상을 환자의 임상정보를 모르는 또 다른 

연구자가 분석하여 중뇌 전체의 넓이와 hyperechogenic한 

영역의 넓이를 측정하였다. 총 78명의 피험자 중에서 16명의 

피험자(21%)에서 초음파 영상을 제대로 얻지 못하였는데 주

로 나이 많은 여성 피험자에서 중뇌 초음파 영상을 얻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아마도 노년 여성에서 많은 골다공증

으로 인해 초음파가 측두골을 투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5,24

연구 결과 양측의 흑질 hyperechogenicity를 보인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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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y and the data of midbrain TCS in the normal controls and PD patients15

Controls Hoehn and Yahr Total PD

Stage 1 Stage 2 Stage 3 and 4

Patients
N  n = 27  n = 12  n = 11  n = 12 n = 35
Females n = 7 n = 3 n = 4 n = 5 n = 12
Males  n = 20 n = 9 n = 7 n = 7 n = 23
Age (mean±SD years) 57.0±12.7 57.6±15.0 55.5±9.9  57.9±15.0 56.7±13.2
Disease duration (mean±SD years) N.A. 1.9±2.1  2.8±1.9  5.8±3.8 3.5±3.2

UPDRS part III (mean±SD) N.A. 7.1±2.7 18.4±5.4 38.4±9.1 21.4±14.7
Right N.A. 3.1±3.2  6.0±3.9 12.8±5.2 7.3±5.8
Left N.A. 3.0±3.8  8.2±5.0 13.1±5.3 8.1±6.3

Clinical subtypes
Tremor dominant type N.A. n = 5 n = 0 n = 0 n = 5
Akinetic-rigid type N.A. n = 2 n = 3 n = 3 n = 8
Mixed type N.A. n = 5 n = 8 n = 9 n = 22

TCS
Sum of bilateral SN hyperechogenicity 0.05±0.19 0.55±0.49 0.69±0.44  0.79±0.17 0.68±0.43
(mean±SD cm2)
SN hyperecho/midbrain ratio 0.02±0.04 0.12±0.11 0.15±0.10  0.17±0.07 0.15±0.09
(mean±SD)
Contralat. TCS (mean±SD cm2) N.A. 0.29±0.27 0.37±0.28  0.41±0.19 0.36±0.24
Ipsilat. TCS (mean±SD cm2) N.A. 0.26±0.25 0.33±0.24  0.38±0.21 0.32±0.23

NA; not applicable, TCS; transcranial sonography, Contralat. TCS; TCS contralateral to the clinically more affected body side, Ipsilat. TCS; TCS ipsilateral 
to the clinically more affected body side, SN; substantia nigra, SN hyperecho/midbrain ratio; ratio of SN hyperechogenic area to whole midbrain area. 
p<0.01, compared to PD group by Mann-Whitney and Fisher’s exact test.

넓이가 파킨슨병 환자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커져있는 소견을 보였다(0.68±0.43 and 0.05±0.19 

cm2, respectively, p<0.01). 전체 중뇌 면적 대비 흑질 hype-

rechogenicity를 보인 영역의 넓이의 비 또한 파킨슨병 환자

군에서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0.15±0.09 and 0.02± 

0.04, respectively, p<0.01) (Table 1). 하지만 hyperecho-

genicity 영역의 크기와 파킨슨병 환자의 나이, 발병연령, H- 

Y stage, UPDRS III scores는 비례하지 않았다. 파킨슨병의 

주 증상에 따라 tremor-dominant, akinetic-rigid, and mixed 

type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도 각 비교군 간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p>0.05) (Table 1). Cut-off value를 흑질 echogenic 

부위의 크기 0.2 cm2로 산정하여 분석한 결과 TCS의 민감

도는 82.9%, 특이도는 92.6%로 측정되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TCS 연구

와 동일하게 진단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파킨슨 

증상의 중등도와 비례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5,16,17 하지만 

Walter 등의 최근 연구25와는 달리 본 국내 연구에서는 파킨

슨병 증상에 따른(tremor vs. akinetic-rigidity) TCS 소견의 

차이는 없게 나왔다. 이는 본 연구에서 tremor-dominant 피

험자가 수가 5명으로 적은 수였기 때문에 통계적 차이를 밝

힐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파킨슨병 이외 분야에서의 경두개 초음파검사

앞에서 언급한 파킨슨병 영역에서의 TCS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됨과 동시에 이형 파킨슨증후군의 감별 진단에 TCS

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Walter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 파킨슨병, 다계통위축증(multiple 

system atrophy), 진행성 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를 감별하기 위해 중뇌 부위뿐만 아니라 기저핵 부위인 

수정체핵(lentiform nucleus) 부위를 투영함으로써 감별진단

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10 이러한 소견은 

Behnke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소견을 보여 TCS가 

이형 파킨슨증후군을 감별하는데 유용한 검사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9 또한 최근 시행된 TCS 연구에서 

혈관성 파킨슨증후군을 감별하는데 중뇌 TCS가 유용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26 파킨슨-치매 증후군에 속하는 

두 질환인 dementia with Lewy bodies (DLB)와 Parkinson’s 

disease with dementia (PDD)를 감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는 최근보고도 있어 TCS의 진단적 유용성이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7

이러한 파킨슨증 영역 이외에도 파킨슨증에 동반되거나 

독자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질환의 진단적 도구로도 TC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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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Schmidauer 등의 하지불안증(restless leg syndrome) 환

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TCS 연구에서 흑질 부위의 반향성이 

오히려 감소되는 소견을 관찰하였다.28 이는 하지불안증의 병

태기전인 흑질 철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후에 시행된 다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29 파킨슨

병에서 동반되는 자율신경장애 증상 중 하나인 과민방광증

(overactive bladder)는 쎄로토닌계(serotonergic) 신경조직

인 기저핵솔기(brainstem raphe)의 장애로 인한 것으로 추정

된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Walter 등은 파킨슨병 환자 중 

과민방광증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TCS를 시행하여 brain-

stem raphe 위치에 반향성이 감소되어 있는 소견을 보고하였

다.30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에서도 파

킨슨병과 유사한 흑질 hyperechogenicity가 관찰되고 과민

방광증에서와 유사하게 brainstem raphe 위치에 반향성이 

감소되어 있는 소견을 보고하였다.31

근긴장이상증(dystonia) 환자의 감별진단에도 TCS의 유

용성이 보고되고 있다. 1990년도 후반기에 Naumann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사경증(spasmodic torticollis)을 포함

한 근긴장이상증 환자의 lentiform nucleus에서 hyperecho-

genicity가 증가된 소견을 보고한 바 있다.32,33 근긴장이상증 

이외에도 임상적으로 감별진단이 쉽지 않은 조기발병 파킨슨

병(early-onset PD)과 dopa-responsive dystonia (DRD)를 

감별하는 데에도 TCS가 사용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34 또

한 윌슨병(Wilson’s disease) 진단을 위해서 이형 파킨슨병, 

근긴장이상증 진단 때와 마찬가지로 기저핵 부위를 투영하는 

방법으로 감별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35 척수소뇌실조증 

제3형(spinocerebellar ataxia type 3)의 진단에도 TCS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36

본태성 떨림(essential tremor; ET)에서 파킨슨병으로 발

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44명

의 ET 환자, 100명의 정상 대조군과 100명의 파킨슨병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상군에서는 중뇌 hyperechoge-

nicity가 3%인데 반해, ET 환자에서는 16%, 파킨슨병 환자

에서는 75%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37 이 연구 결과는 

ET가 파킨슨병으로 진행될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ET와 파킨슨병을 감별하는데 TCS의 유용성에 있어

서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문헌 고찰에서 비 파킨슨병 영역에서의 TCS의 진

단적 유용성도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문헌 고찰을 통해 TCS는 파킨슨병

의 진단을 위한 간편하고, 안전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감별진단의 한계, 진정한 맹검(blind 

study)이 되지 않는 다는 점, 높은 가양성(false positive) 등

의 TCS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단적 기술의 발달로 파킨슨병 영역뿐만 아니라 이형 파킨

슨증후군, 혈관성 파킨슨증후군, 파킨슨-피매 증후군, 근긴장

이상증, 우울증, 하지불안증, 과민방광증 등의 다양한 질환에

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본 저자 

등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TCS 연구를 통해 한국인 파킨슨

병의 진단에도 TCS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표준화된 기술의 

개발과 다양한 파킨슨증에서의 진단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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