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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응급 현장 초음파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침상 옆에서 시행하고 해석하여,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현장 초음파 검사를 일컫는 것이다1).

응급의학과 의사는 중환자 처치를 하는 동안, 진단이나 감시,

그리고 침습적 술기를 보조하기 위해 초음파를 시행해 왔다.

2000년 초반 진단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산화 단층

촬 에 의한 방사선 노출이 소아 환자에게 위험할 수도 있

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소아환자에게는 성인에 비해

초음파가 진단적 검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2,3). 최근에는

현장 응급 초음파 검사를 소아응급환자에게 사용하는 경

우도 늘어나면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4-11).

미국에서는 소아응급실에 초음파가 구비된 경우가 91%

정도 되며, 소아응급 교육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2006년 57%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에는 95% 정도로 증가하는 등, 소아 응급 분야에서의 현

장 초음파의 교육과 사용이 상당히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2-14). 이에 따라 소아 응급 교육 과정에 한 가이드라

인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1).

이에 여기에서는 기도와 폐에 한 소아응급 현장 초음

파에 해 그동안 발표된 문헌들을 검토하고, 사용 가능한

분야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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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for clinicians to utilize point-of-care ultrasound in treating pediatric emergency patients and
critical patients. This article reviews recent studies on applications of point-of-care ultrasound in the areas of the airway and the
lung; it then presents a method of ultrasound examination and its subsequent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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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기도 초음파(airway ultrasound)

응급 기관내 삽관은 응급실에서 자주 시행하는 술기 중

하나이다.

1) 삽관할 관의 크기 선택

소아환자에게서 기관내 삽관 시에 첫번째 만나게 되는

난관은 삽관할 관의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삽관할 관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응급 상황에

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나이로 계산하는 방법, 브로슬로우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다. 브로슬로우 테이프를 사

용하는 경우가 나이로 계산하는 방법에 비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86.9% vs. 34.9%)15). 초음파로

성 밑 기관의 직경을 측정해 보았을 때, 실제 삽관한 관

의 겉 지름(outer diameter)과 잘 일치하는 반면, 초음파

로 측정한 직경이 12개월 미만의 소아에서 키나 몸무게로

예측한 관의 직경과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12개월 이상의

소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한다16). 따라서, 12개월

미만의 소아에서는 키와 몸무게 등으로 관의 크기를 예측

하기보다는 초음파로 직접 측정 후 관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방법은 아직 실험적

이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추가적인 연구

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음파 시행법)

(1) 고주파수의 선형탐촉자를 사용한다.

(2) 목 앞의 가운데에 탐촉자를 가로 방향으로 위치시킨다.

(3) 먼저 설골(hyoid bone) 높이부터 확인한다. 설골은

목의 가장 위쪽에 만져지는 뼈이다. 초음파로 보면

거꾸로 된 U자 모양의 고에코 구조물을 찾을 수 있

는데, 이것이 설골이다(Fig. 1A).

(4) 설골 부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내려오면 성 구조물

을 확인할 수 있다(Fig. 1B).

(5) 성 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반원 모양의 윤상연골을

찾을 수 있고(Fig. 1C), 그 부위에서 성 밑 기관의

가로 직경을 측정할 수 있다.

2) 기관내 삽관 위치의 확인

기관내 삽관이 제 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가슴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청진, 호기

말 이산화탄소 감시, 관이 성 사이로 제 로 들어가 있

는지 후두경으로 들고 직접 확인하는 것, 가슴 X선 촬

등이 있다. 이런 방법들은 후두경으로 직접 들여다 보는

것 이외에는 부정확할 수도 있다17).

기관 내로 관이 제 로 들어가는지를 초음파로 확인하

는 방법은 목에 초음파를 고 관이 기관에 들어가는 과정

을 직접 관찰하거나, 삽관 후 기관 내에 관이 있는 것을 확

인하는 것이다18,19). 2007년 Galicinao 등19)은 응급실과

소아중환자실에서 기관내 삽관 후에 초음파로 직접 확인

한 결과를 호기말 이산화탄소 검출기(colorimetric end-

tidal carbon dioxide detector) 및 가슴 X선 촬 결과

와 비교한 결과, 호기말 이산화탄소 검출기는 양성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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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ltrasound images of the airway.
(A) Image at the hyoid bone level. The hyoid bone appears as an inverted U-shaped hyperechoic line (arrows). (B) Image at
the vocal cord level. The thyroid cartilage appears as an triangular hypoechoic structure (arrows). (C) Image at the cricoid
cartilage level. The cricoid cartilage appears as an arched, rounded hypoechoic structure (arrows). The transverse diameter of
the subglottic area can be measured at this area.

A B C



(positive predictive value) 100%, 음성 예측치

(negative predictive value) 33% 고, 초음파로 확인

하는 경우는 양성 예측치, 음성 예측치 모두 100%를 보여

초음파로 확인하는 것이 호기말 이산화탄소 검출기에 비

해 정확하게 나타났다.

초음파 시행법)

(1) 고주파수의 선형탐촉자를 이용한다.

(2) 흉골절흔(sternal notch) 바로 위, 목 앞의 가운데에

탐촉자를 가로 방향(횡 상, transverse view)으로

위치시킨다.

(3) 기관의 연골과 기관 내 공기가 만나는 부위에 고에

코의 선이 형성되고 이후로 초음파의 반복적인 반사

에 의한 일정 간격의 여러 개의 고에코의 선이 반복

해서 보이게 된다(Fig. 2). 기관의 왼쪽에는 정상적

으로 허탈되어 있는 식도가 관찰된다.

(4) 기관에 관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연골과 기관

내 공기가 만나는 부위 바로 밑에 공기와 삽관된 관

이 만나는 부위에 고에코의 선이 또 하나 관찰된다.

만약, 관이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들어가

는 경우, 기관에는 삽관된 관이 관찰되지 않고, 허탈

되어 있어야 할 식도가 동그랗게 늘어나 있으면서

관이 들어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Fig. 2).

기관내 삽관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흉막에 해 폐

가 미끄러지는 징후인 폐 미끄럼 현상(lung sliding)이

양측 모두에서 잘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20). 성인들을

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가 여럿 있는데 이중 한 연구에

서는 정확도가 88.7% 정도이며, 심정지인 상태의 환자에

게서 더 정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21). 소아환자를

상으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나, 성인과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음파 시행법)

(1) 고주파수 또는 저주파수의 탐촉자를 사용한다.

(2) 한쪽 가슴의 앞쪽에 세로 방향으로 탐촉자를 놓는다.

(3) 갈비뼈 두 개에 걸쳐서 탐촉자를 위치시켜서, 초음

파 화면 양쪽에 갈비뼈가 보이고, 그 사이에 흉막이

보이도록 위치시킨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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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ltrasound image of the airway on suprasternal notch area.
(A) The interface of tracheal cartilage and air appears as a hyperechoic line (thick arrow), and the reverberation artifact is
shown (thin arrow). The esophagus is collapsed at left posterolateral area (arrowhead). (B) The endotracheal tube (thin
arrow) is in trachea. (C) The endotracheal tube (thin arrow) is in eshophagus. The esophagus is not collapsed.

A B C

Fig. 3. Ultrasound images of the lung.
The ribs appear hypoechoic with posterior shadowing in
both side (thick arrow) and the pleura appears as a
hyperechoic line (arrowhead) (Bat sign). The A-line is a
reverberation artifact (thin arrow).



(4) 흉막을 확인하고, 환자의 호흡주기에 따라 흉막에

폐가 미끄러지는지를 확인한다. 좌우 모두에서 보이

면 기관 삽관의 위치가 적절한 것이고 한쪽은 보이

지만 다른 한쪽은 안보이는 경우에는, 기흉이나 폐

렴 등이 없다면 관이 한쪽 기관지로 더 깊이 들어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기관내삽관의 깊이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횡격막

의 움직임을 초음파로 확인하는 것이다. Kerrey 등22)은

초음파 탐촉자를 칼돌기 아래(subxiphoid)에서 횡 상

으로 보면서, 양측의 횡격막 뒷부분의 움직임이 흡기 시에

모두 아래로 내려오는지 관찰함으로써 관이 한쪽 기관지

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슴 X선 촬

에 비해 어느 정도나 정확한지 연구하 다. 그 결과 전

반적으로는 83% 정도의 정확도를 보 으며, 양성 예측치

는 89%, 음성 예측치는 57% 정도를 보 다. 이 연구는

이전에 초음파에 경험이 없었던 의료진들을 교육시켜서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초음파가 가슴 X선 촬 에 비해 좋은 점은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뿐 이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식도에 삽관이 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따라

서 이 방법에 해서는 식도 삽관 사례를 포함하여, 초음

파에 좀 더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초음파에

경험이 적은 의료진에게는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2. 폐 초음파

폐는 폐를 채우고 있는 공기를 초음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음파로 검사할 수 없는 분야로 알려져 있었다. 초

음파로 검사를 하더라도, 흉막을 침범하는 병변 등에 한정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1900년 후반부터 Lichtenstein

등23-26)이 폐의 공기를 초음파가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허상

(artifact)과 몇가지 징후(sign)들이 중환자에 해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면서부터 폐 초

음파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 이후 폐 초음파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아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폐와 흉막, 종격동의 병변

을 검사하기 위해 초음파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자주

사용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진단 방법 중 하나 다27).

2000년 에 들어서면서 Copetti 등28,29)이 신생아 호흡부

전의 진단 및 감별 진단에 초음파를 적용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 다. 그 이후 소아 폐렴, 세기관지염, 무기폐, 태변

흡인 증후군, 신생아 호흡부전 등에서 관찰되는 초음파 소

견 등이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4,7,30-37).

폐 초음파에서는 기본적으로 흉막으로부터 발생하는 허

상과 징후들을 확인해야 한다.

1) 박쥐 징후(the bat sign)

먼저 두 개의 갈비뼈 사이를 종 스캔(longitudinal

scan)하면 양쪽 갈비뼈와 그 사이의 고에코(hyperechoic)

를 보이는 흉막이 박쥐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bat

sign이라고 한다(Fig. 3). Bat sign을 만든 상태에서 흉막

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2) A-line

초음파가 흉막에서 폐의 공기에 접하게 되면 피부부터

흉막까지의 거리와 같은 거리로 흉막에 평행한 선이 반복

적으로 관찰되는 반향허상(reverberation artifacts)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A-line이라고 부르며 흉막 아랫부

분이 공기로 차 있다는 것(정상 또는 기흉)을 의미한다

(Fig. 3).

3) 폐 미끄럼 현상(lung sliding)

흉막 부위에서 호흡 주기에 따라 폐가 흉막에 미끄러지듯

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폐 미끄럼 현상이라

고 한다. M-mode로 보면 흉막 바깥쪽은 여러 개의 일직선

이 겹친 모양으로 보이며 흉막 안쪽은 모래가 뿌려진 모양으

로 보여서 seashore sign라고 한다(Fig. 4). 폐 미끄럼 현

상은 폐가 흉막과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흉이 아님

을 알 수 있다. 폐렴 등의 염증이 있는 경우 폐가 흉막에 붙

어 있어 폐 미끄럼 현상이 안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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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ltrasound image of the lung.
(A) B-mode of lung. (B) M-mode of the lung. The
seashore sign appears if lung parenchyme moves beneath
the pleura.



4) B-line

흉막으로부터 기시하는 소엽간중격(interlobular

septa)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체액이나 세포들로 채워

져서 두꺼워지면 초음파 빔이 두꺼워진 소엽간중격 안에

서 진동하면서 수직 허상을 만들므로 흉막으로부터 수직

으로 아래로 뻗어내려가는 고에코의 선이 생기는데 그것

을 B-line이라고 한다(Fig. 5). B-line은 흉막에서 시작

하여 스크린 끝까지 닿으며, A-line을 지우고, 호흡에 의

해서 흉막선의 움직임과 함께 움직인다.

5) 경화(consolidation)

폐렴에서 주로 보이는 경화의 소견은 폐 안에 조직-유사

에코패턴(tissue-like echo pattern)으로 관찰되는 것으

로, 마치 간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서 간화(hepatization)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 조직처럼 보이는 병변의 안쪽 경

계는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면서(찢김징후, shred sign) 그

뒤로 여러 개의 B-line이 보이거나 또는 치 한 B-line으

로 폐가 하얗게 보이기도 한다(Fig. 6). 또한 경화 내부에

고에코의(echogenic) 가지처럼 뻗어있는 공기기관지조

상(air bronchogram)이 관찰될 수 있는데, 이 소견으로

폐렴과 무기폐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30).

정상적인 폐의 초음파 소견은 흉막선이 고에코의 매끈

한 선으로 보이며, 폐 미끄럼 현상이 있고, A-line을 보

이는 것이다(Fig. 3).

폐는 큰 조직이므로 기준점을 두고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연령 및 적응증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

아에게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한쪽 가슴의 앞(쇄골중간

선), 옆(액와중간선), 뒷부분(척추옆선)을 각각 위, 아래로

스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양쪽 가슴의 6 부분을 스캔하면

양쪽 폐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33).

태아의 폐는 수분이 많은 상태이므로, 출산 직후의 신생

아는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없어도 B-line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때 보이는 B-line은 치 (compact)하지

않으며, 24~36시간 안에 소실된다32,38). 그러므로, 36시간

이후에는 신생아도 정상적으로는 소아나 성인과 같은 양

상의 폐 초음파 소견을 보이게 된다.

Raimondi 등32)은 신생아에게 폐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 호흡기계 보조가 필요한 신생아를 그렇지 않은 신생아

와 잘 구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출산 직후

초음파로 보았을 때, 치 한 B-line으로 인해 폐가 하얗게

보이는 경우(white lung)에는 모두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와 산소 치료가 필요했고, 그 중 일부는 비침습적 지속적

양압환기 또는 기계 호흡기 치료가 필요했다고 한다32). 신

생아 호흡부전의 주된 원인으로는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과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다.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은 비교

적 양호한 경과를 밟는 반면, 호흡곤란 증후군은 좀 더 적

극적인 호흡기 보조를 해 주어야 하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두 질환군을 감별하는 것이 처치와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된다.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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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B-line is a vertical artifact from pleura to bottom.
B-lines erase A-lines (arrowheads).

Fig. 6. The consolidation is a hypoechoic area (arrowheads)
with white air bronchogram (thin arrow). Compact B-
lines are below irregular margin of consolidation.



는 폐의 위쪽에 비해 아래쪽에 좀 더 치 한 B-line들이

관찰되어, 폐의 위아래의 에코발생(echogenicity)에 차이

가 나는 부분이 보이는 double lung point라는 초음파

소견이 특징적으로 보인다28). 그 외에 흉막은 정상적으로

얇고 고르게 보이며 폐 미끄럼 현상이 관찰된다. 호흡곤란

증후군에서는 양쪽 폐가 치 한 B-line으로 인해 초음파상

하얀 폐(white lung)를 보이고 흉막이 부분적으로 두껍고

고르지 않다37). 이런 초음파 소견을 기준으로 관찰했을 때,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을 진단하는 양성 예측치는 96.5%,

음성 예측치는 93.4%, 호흡곤란 증후군을 진단하는 양성

예측치는 91.6%, 음성 예측치는 97.1% 다고 한다37). 또

한 초음파로 호흡곤란 증후군의 합병증인 폐렴, 폐 출혈, 무

기폐 등에 의한 경화와 기흉 등을 찾아낼 수 있다39).

소아의 폐렴은 가슴 방사선촬 (chest radiography)

에서 뚜렷한 경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나, 심장 뒤쪽이나

폐의 바닥에 위치하는 경우 방사선촬 으로 진단하기 어

렵다40). 또한 상 검사에 의한 방사선에 성인에 비해 더

큰 향을 받으므로 컴퓨터단층촬 을 쉽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초음파가 소아 폐렴의 진단에 다른 상 진단법에

비해 정확하다면 소아환자에 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면

서도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Davies 등30)은

방사선촬 에서 폐렴이 의심되는 소아폐렴환자들을 상으

로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 흉막하 경화(subpleural

consolidation)는 모두 확인이 되었고, 흉막 삼출액은 방사

선촬 에 비해 더 잘 관찰된 반면, 폐문 주변(perihilar)의

경화는 초음파로 확인이 안 되었다고 보고하 다. Caiulo

등34)은 초음파가 방사선 촬 에 비해 폐렴을 진단하는 데

에 좀 더 예민하 고(98.8% vs. 91.0%), 임상 양상이 호

전됨에 따라 초음파 소견도 호전되는 양상을 보 다고 한

다. 그 후 초음파가 방사선 촬 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1

cm 미만의 경화도 관찰할 수 있는 등 초음파가 방사선 촬

에 비해 폐렴을 진단하는데 더 높은 진단력을 갖는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33,41-43). Tsung 등33)은 방사선촬 을

한 20명의 소아 인플루엔자 환자들에게 초음파를 적용하

여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을 초음파로 구별하는

시도를 하 다. 그들은 바이러스성 폐렴을 방사선촬 판독

에서 기관지주변 비후(peri-bronchial thickening 또는

peri-bronchial cuffing)나 간질 음 의 증가(increased

interstitial marking)로 표시된 경우, 세균성 폐렴은 경

화, 침윤(infiltration), 또는 폐렴으로 표시된 경우로 구분

하 다. 초음파 상에서는 0.5 cm 미만의 작은 흉막하 경화

가 있으면서 B-line이 있거나 없는 경우, 서로 합쳐지는

B-line이 관찰되는 경우를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공기기

관지조 상이 동반된 경화가 보이는 경우 세균성 폐렴으로

판독하기로 하 다. 그 결과 방사선 촬 에서 세균성 폐렴

으로 보 던 경우에는 모두 초음파에서 확인이 되었고, 방

사선 촬 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이 의심되었던 경우의 53%

정도에서 초음파에서도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관찰되었으

며, 나머지 7명에서는 바이러스성 폐렴에 세균성 폐렴이

겹쳐 발생한 소견을 보 다고 보고하 다33). 이 연구에 따

르면,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성 폐렴을 구분할 때에도 방

사선 촬 에 비해 초음파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에 해 저자들이

임의로 구별한 것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세기관지염에의 초음파 소견에 한 연구들도 진행되었

는데, 52명의 세기관지염 아들을 상으로 초음파를 시

행한 결과, 44명에서 경화 주변에 B-line이 관찰되는 흉

막 하 경화가 보 고, 34명은 치 한 B-line이, 23명은

국소적인 흉막의 비정상적인 소견이, 3명에서 소량의 흉

막삼출액, 1명은 소량의 기흉이 관찰되었고, 52명 중 단 5

명 만이 약간의 B-line을 보이는 정상 소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는 52명 중 14명에서 정상 소견을 보인 방사선 촬

에 비해 더 높은 빈도로 이상 소견을 보인 것이다. 또한,

세기관지염의 중등도에 따라서 초음파 소견은 더 심해지

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4).

이처럼 소아환자를 상으로 한 폐 초음파는 점점 많은

연구로 근거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

과들로 보면 초음파가 방사선 촬 에 비해 폐렴을 진단하

는 진단력은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아환자는

바이러스 감염이 많고 바이러스 감염을 세균 감염과 감별

해 내는 것이 치료에 중요하므로 앞으로 바이러스성 질환

인 세기관지염과 바이러스 폐렴과 세균성 폐렴의 초음파

적 소견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

이를 보이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음파 시행법)

(1) 고주파수 또는 저주파수의 탐촉자 모두 사용 가능하

지만 고주파수로 보는 경우 흉막 주변을 더 잘 관찰

할 수 있다.

(2) 가슴의 보고자 하는 위치에 세로 방향으로 탐촉자를

놓는다.

(3) 가슴의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가며 스캔한다.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슴 양쪽의 앞, 옆, 뒤를 모두

스캔한다.

(5) A-line, 폐 미끄럼 현상이 잘 보이고 흉막이 균일한

지 확인한다.

(6) 경화나 B-line, 흉막액이 관찰되는지 확인한다. 경

화가 보인다면 폐렴과 무기폐를 감별하기 위해 공기

80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Journal

한소아응급의학회지 제 1 권 제 2 호 2014



기관지조 상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7) 기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M-mode로 seashore

sign이 소실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결 론

기도와 폐 이외에도 혈관 내 용적 확인, 복부, 심장 초음

파나 초음파 유도 술기, 골절, 고관절 삼출액의 확인 등을

위해 응급실 또는 중환자를 상으로 임상의사들에 의해

점점 더 많이 시행되고 있다.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임상 의사들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소아응급중환자의 초음파 검사를 오래 기다리지 않

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으며, 빠르고, 좀 더 정확한 의사

결정과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

로, 응급실에서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은 초음파

를 교육 받고 초음파 사용에 친숙해지면 소아응급 또는 소

아중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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