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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side echocardiography has become a useful tool for hemodynamic assessment of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Direct visu-

alization of the cardiac anatomy and functions as well as non-invasive measurement of doppler hemodynamics helps not only to diagnose 

cardiac problems (such as global or regional left ventricular function, valvular heart disease, and pericardial effusion), but also to determine 

hemodynamic status (such as volume status). The easy accessibility, non-invasiveness, and portability allow periodic monitoring during criti-

cal ICU periods. Therefore, increasing requests from ICU physicians make bedside echocardiography a point-of-care especially in hypotensive 

patients. This review will discuss echocardiography-based assessment of ICU patients, focusing on patients with hypotension or mechanical 

ventilators.

Keywords: Echocardiography; Hemodynamics; Intensive care units

침상 심장 초음파를 이용한 중환자실 환자의 혈역학적 평가
양현숙1, 김순종2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건국대학교병원 1심장혈관내과, 2호흡기내과

Bedside Echocardiography-Based Hemodynamic Assessment 
in the Intensive Care Unit
Hyun Suk Yang1, Sun Jong Kim2

Departments of 1Cardiovascular Medicine, 2Respiratory Medicine,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Received	 :  2017. 10.  4 
Revised	 :		2017. 11.  2
Accepted	:  2017. 11.  9

Address	for	Correspondence:	Hyun	Suk	Yang,	M.D.,	Ph.D.
Department of Cardiovascular Medicine,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
ter,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20-1 Neungdong-ro, Gwang-
jin-gu, Seoul 05030, Korea
Tel: +82-2-2030-7519, Fax: +82-2-2030-7748
E-mail: yang.hyun@gmail.com

서 론

심장 초음파는 비침습적으로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을 

평가하고, 각종 내과적 질환에 동반될 수 있는 혈역학적 변화

를 평가하므로, 내과 의사에 있어서 청진기와 같은 필수적인 

진단 도구가 되었다. 특히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들을 치

료하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는 point-of-care ultrasound라는 

개념이 보급되었고[1], 실제로 중환자실 담당 의사 선생님들로

부터 침상 심장 초음파를 스스로 수행하고 싶다는 요구를 적

지 않게 듣고 있다. 중환자실 환자들에서의 침상 심장 초음파

의 요구는 우연히 심장질환을 발견하려는 것보다는 목표 지향

적이었고, 주로 혈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침상에서 바로 일차

적이고 응급한 심장 원인을 배제하고, 체내 수분 상태를 파악

하며, 심장 수축력 증강 약제를 쓸 것인지, 정맥 수액을 급속히 

줄 것인지, 말초혈관 수축제를 처방할 것인지, 또 언제 수액을 

줄여야 하는 것인지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치료적인 결

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침상 심장 초음파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특히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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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인공호흡 기계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동이 어려운 중

환자실 환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서[2], 본 종설

은 이러한 중환자실 환자에서 동반되는 실제 임상적 상황에서 

침상 심장 초음파의 적용을 보이고자 한다.

혈압이 저하된 경우의 침상 심장 초음파의 적용

좌심실 수축 기능의 평가(left ventricular [LV] systolic 

function): ejection fraction (EF)

좌심실 수축 기능의 지표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좌심실의 내경 및 용적에서 산출된 좌심실 구혈률(LV EF)이다. 

대개 M-mode 또는 2D 영상을 이용하는데, 이완기말 좌심실이 

가장 커져 있을 때와, 수축기말 좌심실이 가장 작아졌을 때의 

내경 또는 용적을 측정하여, 각각 해당하는 수식에 의해 산출된

다(M-mode, Teicholz formula: 2D, Biplane Modified Simpson’s 

Method) (Fig. 1) [3]. 공식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으며, 다만 Fig. 

1과 같이 M-mode에서 거리, 2D에서 내벽의 tracing만 하면 기

계가 산출해주는 알고리듬을 잘 익혀두기를 바란다. 또한, 침상

에서 불안정한 검사환경과 밝은 조명 등으로 정확한 심근 내벽

의 tracing이 어렵다면, 오히려 움직이고 있는 좌심실을 정성적

으로 눈으로 보고 좌심실 수축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더 유용

할 수 있다. 정상 LV EF는 남자 52-72%, 여자 54-74%이며, EF 

30% 미만은 중증 수축력 저하로 볼 수 있다[3].

육안으로 어느 심근벽이 상대적으로 수축이 잘 안 되는지 국

소 벽운동 장애(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를 찾아내는 

것도 도움이 되며, 이러한 경우는 해당되는 영역의 관상동맥 관

류에 문제가 있는 허혈성 심질환을 먼저 의심하게 한다. 특히,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이 요구되는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침상 초음파상 국소벽 운동장애와 동반하여 시시각각 변화하

는 심전도가 특징적이므로, 중환자실 침상 심전도를 주기적으

로 함께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다른 예로, 좌심실 심첨부에 국한

된 벽운동 장애(apical ballooning)는 스트레스성 심근증(stress 

cardiomyopathy)을 의심하게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서양에 비

A B

Figure 1. Left ventricular systolic function. (A) A 2D-guided M-mode tracing was obtained from the parasternal long-axis view, perpendicular to the 
left ventricular (LV) long axis at the level of the mitral valve leaflet tips. Measuring both the LV end-diastolic (ED) and end-systolic (ES) dimension gives 
the LV ejection fraction (EF) by Teichholz method. (B) An example of volumetric measurement, based on tracings of the blood-tissue interface in the 
apical 4-chamber (A4C) and apical 2-chamber (A2C) views by biplane modified Simpson’s method: ED volume 102 mL, ES volume 31 mL, Stroke vol-
ume 71 mL, EF % = (stroke volume/ED volume) × 10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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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률이 높아서 감별 진단으로 고려하여야 한다[4,5] (Fig. 

2). 한국의 삼차 의뢰기관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각각 28% [4], 

19% [5] 빈도로 보고된 바 있으며, 원인으로서는 폐렴, 패혈증이 

빈번하였다.

일차적으로 EF가 좋고 국소벽 운동장애가 없으면 심장의 일

차적인 원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드물게 급성 승모

판막 역류와 같은 환자에서는 super LV EF를 가진 급성 폐부종

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순서를 가지고 2D 및 doppler를 통해

서 전반적으로 심장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안목

이 필요하겠다.

좌심실 이완 기능 평가(LV diastolic function): mitral E/A, 

septal e’, E/e’

심장 주기에서 이완기는 심실 근육이 이완하고 심방에서 심실

로 혈액이 유입되는 시기로서, 좌심실이 채워질 때, 압력이 과도

하게 올라가면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좌심실 충만압(LV 

filling pressure)이 높아져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이완기 심부

전 진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중환자실 침상 심장 초음파

의 제한적 환경에서 빨리 이완기 장애를 파악하는 팁으로서, 만

성적인 이완기 장애는 좌심방의 크기가 4 cm 이상 커져 있는 것

으로, 현재 급성으로 좌심실 충만압이 올라가 있는 정도는 초기 

승모판 유입 혈류(mitral inflow E-wave velocity) 및 승모판륜 운

동(mitral septal annular tissue doppler e' velocity)을 측정하여, 

E/e’ ratio ＞ 15로 평가하는 것을 권한다(Fig. 3). 최근 미국 심장 

초음파 가이드라인에서는 좌심방 용적 지수(left atrial volume 

index, ＞ 34 mL/m2)와 승모판륜 양쪽 e’ velocity의 평균치를 적

용(septal and lateral annulus, averaged E/e’ ratio ＞ 14)하고 있

지만[6], 다수의 변수 측정 및 supine position상 lateral annular 

doppler angle 제한성 등을 고려한다면, 먼저 제시한 권고가 침

상 초음파에서는 보다 임상적 유용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대략 E/e’ = 15이면, LV filling pressure = 20 mmHg에 해당한다

(mean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 1.91 + [1.24 × E/e’]) 

[7]. 특히 E/e’ ratio는 치료에 따른 좌심실 충만압의 변화 추적에

도 도움을 주는데, 폐부종을 동반한 이완기 장애 2도 환자에서 

이뇨제 치료 이후 다음날 이완기 1도로 변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완기 2도 이상에서는 정주 수액에 의해 폐부종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고령이나 고혈압 환자에서 이완기 1

도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자체로 치료의 대상은 아니다.

만약, 침상 심장 초음파 기계가 조직도플러 e’ velocity를 측

정할 수 있는 모듈이 없다면, 심장의 크기와 수축 기능 그리고 

mitral inflow 패턴으로 좌심실 이완 기능을 미루어 짐작할 수 

A B

Figure 2. An example of stress cardiomyopathy in a medical ICU. A 42 year-old female admitted the medical ICU from a suicide attempt via 119. (A) 
Her admission bed-side echocardiogram demonstrates apical ballooning (arrows) with decreased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Supplementary 
Video 1). (B) After 9 days follow-up echocardiogram reveals completely normalized apical segments with normal LV ejection fraction (Supplementary 
Video 2). ICU, intensive care unit; LV, left ventricle; RV, right ventricle; LA, left atrium; A4C, apical 4-chamber; A2C, apical 2-chamber; ED, end-diastolic; 
ES, end-syst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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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록 mitral inflow E/A ＞ 1이 정상처럼 보인다고 할지라

도, 동반된 소견 즉 노인에서 좌심방이 크거나, 좌심실이 크고 

수축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좌심실 충만압이 올라가 있음을 

정성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좌심실 유출로 압력 차 평가(LV outflow obstruction)

혈압이 저하된 중환자에서 inotropic support와 fluid therapy를 

놓고, 수액 과다에 의한 폐부종 등이 염려되어, inotropic agents

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혈압 저하 환자에서 도파민과 

같은 일종의 승압제를 원인에 관계없이 정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파민 정주를 하면 할수록 혈압이 더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혈압 저하 중환자에서 침상 심장 초음파검사가 치료

의 가이드가 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좌심실 유출로의 압

력 차가 발생되는 경우, 도파민 정주로 인해 압력 차가 더 악화

되어 전신 혈압 저하, 쇼크에 빠질 수 있음은 예측 가능하고 방

지할 수 있다[8,9]. 이때 침상 심장 초음파는 승모판 전엽의 수축

기 전방 이동과 더불어 발생되는 좌심실 유출로 압력 차를 평가

하고[10] (Fig. 4), dynamic obstruction 존재에 따라, 혈관 내 볼

륨을 정주하고, 오히려 도파민과 같은 약제를 끊게 되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므로, 치료적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도구라 할 수 

있다.

우심실 확장 및 폐고혈압 정도의 평가 

(pulmonary hypertension)

우심실의 크기와 기능, 압력에 대한 평가는 이를 초래하게 된 

원인적인 요소(폐동맥혈전색전증, 폐질환, 폐울혈, 좌심실 충만

압 상승) 파악에 도움을 준다. 침상 심장 초음파에서 우심실의 

평가는 대부분 visual estimation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만약 우

심실이 좌심실의 크기와 같다면, 이미 우심실은 중등도 확장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폐동맥 압력 측정을 

A B C

Figure 3. Examples of normal diastolic function in young subject (A), grade I diastology in elderly patient (B), and significantly elevated LV filling 
pressure in diastolic dysfunction (C). Mitral inflow patterns on the top, septal mitral annular tissue doppler in the middle, and the 2D images on the 
bottom. LV, left ventricle; LA, left atrium; E, mitral inflow peak early filling velocity; e', mitral septal annular early diastolic myocardial relaxation velocity.

EE

e'
e'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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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침습적인 스완간즈 카테러를 삽입하는 것은 더 이상 보기 

어렵다. 폐동맥 수축기압은 우심실 유출로 폐쇄가 없다면 우심

실 수축기 압력과 같고, 비침습적으로 도플러 심초음파 삼첨판 

역류 속도로 산출할 수 있다(Fig. 5). 연속파 도플러로 삼첨판 

역류제트의 최고속도를 재면, modified Bernoulli equation에 의

하여 우심방과 우심실 압력 차를 구할 수 있고(pressure gradi-

ent = 4V2), 여기에 우심방 추정압력을 더하여 폐동맥 수축기압

을 산출한다[11,12]. 간단히 말하면, 삼첨판 역류 속도 Vmax ≤ 

2.8 m/s이면 폐고혈압 존재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Vmax ＞ 

3.4 m/s이면 중등도 이상의 폐고혈압을 시사한다. 이는 원인에 

대한 고찰 및 치료 경과 관찰에 유용하다. 주말 동안 고혈당 대

사성 산증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내분비내과 환자에서, 초

음파검사를 통해 우심실이 좌심실보다 크고, 우심실 수축기압

이 52 mmHg로 중등도 상승되어 있어, 폐동맥혈전을 의심하여 

조영 CT를 시행하였고, 급성 폐혈전색전증으로 확진하였으며 

헤파린 정주치료 이후 시행한 심장 초음파에서 우심실 수축기

압이 저하됨을 관찰하였던 예를 들 수 있겠다.

혈관내 수분 상태의 평가(intravascular volume status)  

중환자실 환자에서 혈관내 수분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volume loading을 하는 것은 치료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대개 

중환자실에서는 침상 중심 정맥압(central venous pressure)을 

모니터링하는데, 이에 침상 심장 초음파를 적용하면, 하대정맥

(inferior vena cava, IVC), 우심장 크기 등을 통해 preload status

A

C

B

D

Figure 4. Example of bed-side echocardiography on a 56-year-old women in the medical intensive care unit with massive hematemesis and shock 
due to esophageal varix bleeding. (A) Apical long-axis view shows systolic anterior motion of the anterior mitral valve leaflet (arrow) (Supplementary 
Video 3). (B) Continuous wave doppler tracing of the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reveals the late peaking signal, the peak pressure gradient of 61 
mmHg,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e background early and high velocity mitral regurgitation signals. (C) Apical 4-chamber view shows super-nor-
mal LV systolic function, but small RV. (D) The subcostal view of inferior vena cava (empty arrows) shows almost collapsed during the entire respira-
tory cycles. Small RV with almost collapsed inferior vena cava represents very low volume status in this hypovolemic shock. LV, left ventricle; LA, left 
atrium; Ao, aorta; RV, right ventricle; RA, right at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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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좌심실 수축력 및 이완기 압

력, 폐동맥압에 연결되는 혈역학을 이해할 수 있고, 호흡에 따

른 IVC collapse 또는 fluid bolus로 주었을 때 심박출량 변화도 

평가할 수 있어 동적인 수분 반응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13,14]. 

적절한 수분 상태에서는 자발 호흡의 흡기 시에 하대정맥 직경

이 50% 이상 감소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혈관내 수분 상태가 

낮았을 경우에는, 초음파상 우심실 용적이 적으며, 하대정맥이 

호흡에 관계없이 내내 붙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Fig. 4C and 

4D).

심장 눌림증(cardiac tamponade), 심낭 삼출

(pericardial effusion), 흉막 삼출(pleural effusion)

심장 눌림증은 심낭 삼출액으로 인한 심낭압의 증가가 심장의 

filling을 저해하고 결국 임상적으로는 전신 혈압 저하로 나타나

는 응급 상황이다[15]. 혈압 저하 환자에서 침상 심장 초음파로 

심낭 삼출액을 발견하였을 때, 삼출액의 양과 혈역학적 영향을 

가늠해야 한다(Fig. 6). 심낭액의 양은 2D에서 echo-free space

를 측정하여 반정량적으로 기술한다: 극소(trivial, 수축기 때만 

보임), 소량 (small, ＜ 10 mm), 중등도(moderate, 10-20 mm), 과

량(large, ＞ 20 mm) [16]. 심낭액의 혈역학적 평가로 tamponade

A

C

B

D

Figure 5. Pulmonary hypertension. (A) The apical short axis image shows substantial morphologic changes (dilated RV, thickened RV walls, and 
flattened interventricular septum results into “D-shape” of LV) and small pericardial effusion in advanced pulmonary hypertension. (B) The enlarged 
RV almost squeezes the LV cavity, and a significant tricuspid regurgitant jet is appreciated through the RV to RA. (C) Continuous wave doppler peak 
velocity measurement of the tricuspid regurgitant jet was 3.5 m/s, which means a pressure gradient of 50 mmHg between RV and RA. (D) M-mode 
tracing of the IVC shows dilated IVC with a respiratory variation < 50%, with estimated RA pressure of 15 mmHg. The pulmonary artery systolic 
pressure (PASP) is calculated as of PASP = (4 × [TRV]2) + RAP. RV, right ventricle; LV, left ventricle; RA, right atrium; IVC, inferior vena cava; TRV, tricuspid 
regurgitation peak velocity, RAP, estimated right atri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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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사하는 소견으로는, 우심실의 이완기 전반 collapse, 우심

방의 이완기 후반 1/3 이상에서 invagination, 하대정맥 확장 및 

흡기시 무변화, 승모판 E velocity 흡기시 저하 > 25% 등이 있다

[16]. 침상 심장 초음파는 심장 눌림증 진단 즉시 필요한 심낭 천

자가 잘 수행되도록 천자 바늘을 가이드하며, 시술 과정 및 결

과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게 한다[17]. 

그 외, 심장 주위에 동반될 수 있는 액체로 흉막 삼출액도 있

는데, 저산소성 호흡부전 환자에서 원인의 하나로 의심할 수 있

다. 심낭 삼출액과 흉막 삼출액을 구분하는 구조물의 하나로, 

하행 대동맥이 언급되기도 하지만(Fig. 7A), 침상 심장 초음파에

서는 직접 프로브를 들고 우측, 좌측 폐야에 탐촉자를 대어보는 

것을 권고한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깔려 있는 흉수 및 

들숨에 의해 폐가 정상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소견까지 더불어 

관찰할 수 있다(Fig. 7B and 7C).

인공호흡 기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특성

늑골 하방 검사(subcostal view)

중환자실 침상 심장 초음파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poor 

acoustic window’는 극복하여야 할 장애물 중의 하나이다. 환

자가 침상에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

는 경우, 흔히 과팽창된 폐가 심장 앞쪽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폐(공기)는 인체에서 감쇠 계수가 가장 큰 조직으로서

(attenuation coefficient: lung 40.0 vs. water 0.002 dB/cm MHz), 

폐 뒤에 놓인 심장까지 초음파 빔이 닿지 않아서 적절한 심장 

A

C

B

D

Figure 6. Cardiac tamponade. (A) The subcostal view reveals a large echo-free space between the liver and the RV with early diastolic collapse in 
cardiac tamponade (Supplementary Video 4). (B) The short axis image shows swinging of the heart (Supplementary Video 5). (C) The subcostal view 
of IVC reveals dilated and plethoric feature. (D) A pulsed wave doppler tracing of the mitral inflow from the apical 4-chamber view presents a signif-
icant expiratory increase of the mitral E velocity: % change = (EEXP – EINS)/EINS × 100 = (0.59 – 0.41)/0.41 × 100 = 44%. PE, pericardial effusion; RA, right 
atrium; RV, right ventricle; LV, left ventricle; LA, left atrium; IVC, inferior vena cava; INS, inspiration; EXP, ex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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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얻을 수 없다[18]. 또한, 과팽창된 폐로 인하여, 마치 만

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와 같이, 심장은 아래로 밀리게 되는

데, 이때는 늑골하방 subcostal view를 이용하면 가장 좋은 심

장 영상을 만들 수 있다(Fig. 8). 중환자실 침상 심장 초음파를 

A B C

Figure 7. The pericardial effusion (PE) locates anterior part of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DA) whereas the pleural effusion (PLE) posterior, divid-
ed by the parietal pericardium (arrow) (A). A large amount of PLE appreciates with an atelectatic basal lung segment (asterisk) during the inspiration (B) 
and expiration (C) from the left costal longitudinal view. LV, left ventricle.

A

C

B

D

Figure 8. Example of comprehensive subcostal exam in a patient using a mechanical ventilator. (A) Subcostal 4-chamber view; interatrial septum 
(arrows). (B) Subcostal long axis view of the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C) Subcostal short axis aorta and pulmonic trunk view. (D) Subcostal short 
axis view at mid-left ventricular level. LV, left ventricle; RV, right ventricle, LA, left atrium; RA, right atrium; AV, aortic valve; MV, mitral valve; Asc Ao, As-
cending aorta tubular portion; TV, tricuspid valve; RVOT, right ventricular outflow tract; PV, pulmonic valve; MPA, main pulmonary artery trunk; RPA, 
right pulmonary artery; LPA, left pulmonary artery; IVS, interventricular sep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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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면서 subcostal view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window인 경

우도 있으며, 다행히 subcostal view에서 기본적인 parasternal, 

apical views와 유사한 2D 단층 촬영면을 구현할 수 있고, 심장

의 크기, 기능, 국소벽 운동이상, 판막, 폐동맥까지도 평가할 수 

있음은 주지할 사실이다(Fig. 8).

호흡시 동적인 변화(respiratory variation)

자발 호흡 환자와 비교할 때, 인공 양압 호흡 환자에서는 호

흡시 동적인 변화 평가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하대정맥 호흡반

응의 경우, 자발 호흡 시에는 흡기시 흉강내압이 저하되면서 하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유입되면서 하대정맥이 collapse

되는 것을 기대하는데, 양압 호흡에서는 흡기시 흉강내압이 상

승되면서 혈액이 심장에서 하대정맥으로 쏠려서 오히려 하대정

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예로서, 심장 눌림증 환자

에서 판막을 통한 혈류의 호흡성 변화의 적용도 들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계호흡 환자에서 하대정맥의 호흡 변화 12-

18%는 양호한 수액반응(즉, fluid bolus에 의해 심박출량 ＞ 10% 

증가)을 반영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3,19].

인공호흡기 이탈 과정(weaning process)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원인되는 병적 상태가 해결

되어 기계호흡기를 없애는 과정을 이탈 과정(weaning process)

이라 한다. 인공호흡기 이탈 실패 환자에서, 양압 호흡에서 자발 

호흡으로 이행하면서 겪어야 하는 심장의 부담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침상 심장 초음파검사가 적용될 수 있겠다. 일반

적으로, 침상 심장 초음파는 weaning에 필요한 negative water 

balance 여부와 좌심실 충만압이 증가되지 않도록, 폐동맥 압력

이 증가되지 않도록, 즉 폐부종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탈 단계마

다 조절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혈역학적 상태를 평가하여 

도움을 준다[20].

결 론

중환자실에서 침상 심장 초음파는 비침습적으로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실시간 볼륨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준다. 

특히 기계호흡 환자에서는 늑골하방 검사가 도움이 된다. 도플

러 적용을 통한 좌심실 압력 및 폐고혈압 정도 파악 및 하대정

맥 영상은 정적 및 동적인 혈역학적 평가에 유용하다. 임상 의

사의 머리와 손으로 만들어지는, 즉 목적에 맞는 임상적인 해석

과 치료 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는 침상 심장 초음파 검사법은 

중환자실 환자의 돌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 할 수 있

겠다.

중심 단어: 심초음파; 혈역학;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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