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EP

한국심초음파학회지 ： 제 6 권 제 1 호 1998

확장성 심근증 환자에서 체위변화에
따른 승모판 혈류의 변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송우혁·임홍의·신성희·이은미·황교승·안정천
임도선·박창규·심완주·오동주·노영무
= Abstract =

Changes of Mitral Inflow According to Position in Patients
with Dilated Cardiomyopathy
Woo Hyuk Song, M.D., Hong Eui Lim, M.D., Sung Hee Shin, M.D.,
Eun Mi Lee, M.D., Kyo Seung Hwang, M.D., Jung Chun Ahn, M.D.,
Do Sun Lim, M.D., Chang Gyu Park, M.D., Wan Joo Shim, M.D.,
Dong Joo Oh, M.D., Young Moo Ro,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and Objectives：
：Dilated cardiomyopathy(DCMP) probably is the end result of
myocardial damage produced by various causes and shows various clinical manifestations. Some
patients with DCMP experience more shortness of breath when change their position especially
in left lateral decubitus position. We investigated whether the symptomatic changes according to
position in DCMP patients were related to the changes of mitral inflow pattern.
Matierials and Method：
：DCMP patients with 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
III or IV, who felt more shortness of breath when changed their position, were studied. The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or with moderate and severe valvular heart disease were excluded.
Early and late atrial left ventricular filling velocities and time velocity integrals(TVI) and it’s
ratios of mitral inflow, heart rates, isovolumic relaxation time(IVRT), decelaration time(DT) of
early mitral inflow were analysed in each decubitus position.
Results：
：4 men and 3 women were included and their mean age was 60.3 years. 6 patients
had mild mitral regurgitation and 4 patients had mild aortic regurgition. All patients felt more
shortness of breath in left lateral decubitus position. Peak velocity and TVI of early mitral inflow
were not chang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position. Peak velocity of late mitral inflow wa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Lt；39.0±14.1cm/sec, Rt；49.4±
23.6cm/sec, p<0.05). TVI of late mitral inflow wa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Lt；2.8±1.1cm, Rt；3.8±1.9cm, p<0.05). Ratio of early and late mitral
inflow peak velocity was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Lt；2.13±
0.34, Rt；1.62±0.57, p<0.05). Ratio of early and late mitral inflow TVI was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Lt；3.13±1.49, Rt；2.13±1.32, p<0.01).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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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RT, DT were not chang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position.
Conclusion：
： In DCMP patients with symptomatic relief in right lateral position, mitral
inflow patterns were changed. And this finding suggests that symptomatic relief may be related
to decreased left ventricular filling pressure.
KEY WORDS：Dilated cardiomyopathy·Mitral inflow.

체위에서 승모판 유입 혈류 변화가 좌측와위와 우측와

서

론

위에서 호흡 곤란의 정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
고자 하였다.

심부전증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게되는 심

대상 및 방법

장질환으로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심장 판막질환등
여러 심장질환에 의하여 유발된다. 호흡곤란은 심부전
증에서 가장 흔한 증상의 하나로 중증의 심부전증에서

1. 연구대상

는 체위변화에 따라 그 정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으며

연구 대상은 NYHA class III 또는 IV의 호흡곤란이

기좌호흡(orthopnea)이 그 예이다. 기좌호흡은 심부전

있는 환자로 좌측이나 우측와위에서 따라 호흡곤란의

증 환자에서 환자가 누웠을 경우 하지와 복부의 혈류가

정도가 변하는 확장성 심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흉곽내로 재분포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혈류의 증

심방세동이나 중등도이상의 판막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가에 대하여 심장기능이 감소되어 적절하게 심박출량

환자는 제외하였다.

이 증가하지 못하고 좌심방압과 좌심실의 충만압이 증

2. 연구방법

가하게되어 이로 인한 폐의 순응도 감소와 기도저항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좌측이나

1) 심초음파도 검사

우측의 한쪽 와위에서 환자가 호흡곤란을 더욱 호소하

심초음파도는 Hewlett-Packard(77020 AC/AR)사

는 것을 드물게 경험할수 있는데(trepopnea) 이는 자

의 심초음파기와 2.5MHz의 변환기를 사용하여 검사

세변화에 따라 대동맥이나 폐동맥등의 대혈관들의 위

하였으며 환자의 좌측와위와 우측와위에서 각각 심초

1)

치와 형태가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음파 검사를 하였다. 먼저 좌측와위에서 검사한 후 환

심부전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질환중 하나인 확장성

자로하여 우측와위를 취하게 하고 적어도 5분이상 시

심근증은 약물이나 대사성 질환, 바이러스성 심근염등

간이 경과한 후에 환자의 분당 심박수와 호흡수가 안정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심근손상으로 인하여 발병하며

된 것을 확인하고 검사를 시행하였다. 분당심박수를 좌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심한 심부전증 및 부정맥까지 그

측와위와 우측와위에서 각각 측정하였으며 승모판 유

증상이 다양하다. 심부전증에서 이완기능 장애는 수축

입혈류에 대한 간헐파 도플러 검사는 심첨부 사방단면

기증 장애와 동반되어 또는 이완기능 장애 단독으로 심

도의 영상에서 간헐파 도플러의 sample volume을 승

부전증을 일으킬수 있으며 승모판 유입혈류에 대한 도

모판 막구 중앙에 놓고 검사하여 100mm/sec의 속도

플러 검사가 심장 이완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로

로 기록하였다.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최고속도, 후

2,3)

알려져 있다

. 특히 승모판 유입혈류에 대한 도플러

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최고속도 및 초기와 후기 승모판

검사중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속도나 초기 승모판 유

유입혈류의 최고속도비를 측정하였고 전체 승모판 유

입혈류의 속도와 후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속도의 비등

입혈류의 Time-Velocity Integral과 초기 승모판 유

이 좌심실 충만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혈류의 Time-Velocity Integral, 후기 승모판 유입

있다4-6).

혈류의 Time-Velocity Integral 및 초기와 후기 승모

이에 본 저자들은 심한 심부전증을 동반하며 체위에

판 유입혈류의 Time-Velocity Integral비를 각각의

따라 증상의 정도가 다른 확장성 심근증 환자에서 각

와위에서 측정하였다.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감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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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deceleration time)과 등용성 이완시간(isovolumic

대상환자들의 승모판 유입혈류의 도플러 심초음파도

relaxation time)을 좌측와위와 우측와위에서 각각 측

는 모두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속도가 후기 승모판

정하였으며 등용성 이완시간은 심첨부 사방단면도의 영

유입혈류보다 높고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감속시간

상에서 간헐파 도플러의 sample volume을 승모판과

이 짧은 제한성 양식(restrictive pattern)의 승모판 유

대동맥판 사이에 위치하게 하여 승모판 유입혈류와 좌

입혈류의 양상을 보였다.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최고

심 유출혈류가 동시에 나타나는 영상에서 좌심 유출혈

속도는 좌측 와위의 80.9±22.7cm/sec에서 우측 와

류가 끝나는 시점부터 승모판 유입혈류의 시작까지의

위의 70.4±21.0cm/sec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시간을 측정하였다. 모든 자료는 비디오 카세트(pana-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후기 승모판 유입

sonic AG 6300)에 녹화된 영상에서 연속적 3회에 걸

혈류는 좌측와위의 39.0±14.1cm/sec에서 우측와위의

쳐 측정하여 이를 평균하였다.

49.4±23.6cm/sec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초기와 후기의 승모판 유입혈류 최고속도비는 좌측와

2) 통계 처리
자료는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계산하였으며 좌측와위
와 우측와위에서 각 군의 평균치간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p값을 구하였고 p값이 0.05이하인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결

위 2.13±0.34에서 우측와위의 1.62±0.57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p<0.05). 승모판 유입혈류 전체의 Time
Velocity Integral은 좌측와위의 11.0±3.9cm와 우측
와위 10.5±4.2cm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Time Velocity Integral도 좌측와위 8.2±3.2cm에서

과

우측와위 6.9±3.2cm로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

대상이 되었던 확장성 심근증환자는 모두 7명으로 4
명이 남자였다. 평균 연령은 60.3±14.1세 였고 6례에
서 경증의 승모판 역류증이 있었으며 그중 4례에서 경증
의 대동맥판 역류증이 동반되어 있었다. 호흡곤란의 정도
는 NYHA class III이 6례, NYHA class IV가 1례로 모
두 우측와위에서 좌측와위보다 호흡곤란이 호전된다고
하였다. 좌측와위에서 측정한 환자의 평균 확장기말 좌심
실내경은 72.4±5.5mm였고 수축기말 좌심실내경의 평
균은 62.8±5.9mm, 좌심방의 크기는 49.7±4.6mm이
었다. 환자의 평균 심구혈율은 18.2±6.3%였다.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후기 승모판 유
입혈류의 Time Velocity Integral은 좌측와위의 2.8±
1.1cm에서 우측와위 3.8±1.9cm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p<0.05). 초기와 후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Time
Velocity Integral비는 좌측와위의 3.13±1.49에서 우
측와위 2.13±1.32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Table 1).
환자의 분당심박수는 좌측와위 89.7±7.2 회/분과 우
측와위 88.0±6.5회/분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등용
성 이완시간(isovolumic relaxation time)은 좌측와위에

Table 1. Comparison of Mitral Doppler Indexes of patients with dilated cardiomyopathy in left and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
Left lateral

Right lateral

Heart rate(beats/min)

89.7 ±

88.0 ±

Peak early flow velocity(E)(cm/sec)

p-value

6.5

NS

80.9 ± 22.7

70.4 ± 21.0

NS

Peak atrial flow velocity(A)(cm/sec)

39.0 ± 14.1

49.4 ± 23.6

0.028

E/A

2.13 ±

0.34

1.62 ±

0.57

0.012

Time velosity integral of E (TVI(E))(cm)

8.2 ±

3.2

6.9 ±

3.2

NS

Time velosity integral of A (TVI(A))(cm)

2.8 ±

1.1

3.8 ±

1.9

0.029

11.0 ±

3.9

10.5 ±

4.2

NS

3.13 ±

1.49

2.13 ±

1.32

0.002

TVI(E)＋TVI(A)
TVI(E/A)
Isovolumic relaxation time(msec)
Deceleration time(msec)
NS；non-significant, p>0.05

7.2

100.3 ± 21.4

103.3 ± 20.1

NS

95.0 ± 13.4

96.6 ± 12.5

NS

－7－

보이게된다2,7,8). Pozzoli등은 만성적인 심부전증 환자에
서 승모판 유입혈류의 양상으로 폐쐐기압을 유추할수
있으며 승모판 초기 유입혈류와 후기 유입혈류의 최고
속도의 비가 증가할수록 승모판 초기 유입혈류의 감속
시간이 증가할수록 폐쐐기압이 증가한다고 하였다9).
또한 Xie등은 좌심실의 수축기능이 감소되어있는 심부
전증 환자에서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한 환자에서 승모
판 유입혈류가 제한성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10). 본연
구는 호흡곤란의 정도가 NYHA class III 또는 IV정도
로 심한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환자들에서
도플러 검사상 승모판 유입 혈류가 제한성 양상을 보였
다. 이는 대상 환자들의 좌심실의 수축기능감소와 함께
이완기능이 감소되어 있어 좌심방의 압력이 증가한 결
Fig. 1. Mitral flow velocity curves obtained from patient
with dilated cardiomyopathy in left(A) and right
(B) lateral decubitus positions. Peak atrial flow
velocity i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ight than in
left lateral decubitus position. E/A and TVI(E/A)
are decreased in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

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환자의 자세변화에 따라 승모판 유입혈류
의 양상이 유의하게 변하였으며 좌측와위에서 보다 우측
와위에서 후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최고 속도와 Time
Velocity Integral이 증가하고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에

서 100.3±21.4msec, 우측와위에서 103.3±20.1msec

대한 후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최고속도비와 Time Vel-

로 체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초기 승모판 유

ocity Integral의 비가 증가하였다(Fig. 1). 이는 좌심

입혈류의 감속시간(deceleration time)도 좌측와위에서

방압과 좌심실 충만압의 감소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로

95.0±13.4msec우측와위에서 96.6±12.6msec로 체위

생각되며 환자의 증상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

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된다. 승모판 유입혈류는 좌심실의 확장기말 압력과 좌
심방의 압력, 좌심실의 순응도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

고

안

해 좌우되며11-13) Masuyama등은 좌심방의 압력 또는
좌심실의 압력의 단독적인 변화에 의한것이라기 보다

본 연구에서 대상 환자의 좌측와위에서 승모판 유입

는 좌심방과 좌심실의 압력차에 의한 것이며 이완기 좌

혈류에 대한 도플러 검사는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최

심방의 순응도와 좌심실의 확장양상과 관련된 것으로

고 속도가 후기 승모판 유입 혈류 최고 속도보다 크고

설명하고 있다14). Tanabe등과 Brerenzstein등의 각각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감속시간이 정상보다 짧은 제

폐쐐기압이 증가되어 있는 심부전증환자들과 또 심구혈

한성 양상을 보였다(Fig. 1A). 승모판 혈류의 유입속도

율이 40%이하로 감소되어있는 심부전증 환자들을 대

는 좌심방과 좌심실의 압력차에의하여 좌우되며 좌심

상으로한 자세변화에 따른 승모판 유입혈류 연구에서

실의 이완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초기에는 승모판 초기

도 좌측와위에서 보다 우측와위에서 초기 승모판 유입

유입 혈류의 최고 속도가 감소하여 초기 승모판 유입혈

혈류 최고속도가 감소하고 후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최

류와 후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최고 속도의 비가 1/2 이

고 속도가 증가하여 그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

하로 감소하며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감속시간이 길

고 이는 좌심실의 전부하의 감소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

어지지만 이완기능감소가 진행함에 따라 좌심방의 압력

고한바 있다15,16). 확장성 심근증 환자에서는 좌심실을

이 증가하면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속도가 증가하고

비롯하여 전체 심실과 심방이 확장되어 있고 탄력성이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감속시간이 정상화되는 위정상

감소되어 있으므로 환자가 좌측와위에서 우측와위로 자

화(pseudonormalization)의 소견이 나타나게되고 이것

세를 변화시킴에 따라 좌심실과 좌심방, 대동맥, 폐정

이 점차 진행하여 제한성 양상(restrictive pattern)을

맥등의 모양과 구조적 상관관계가 변하고 이로 인한 좌

－8－

심방과 좌심실의 이완기 순응도변화가 좌심실 충만압

방 법：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환자가 우

NYHA III 이상의 호흡곤란이 동반되고 중등도 이

측와위를 취할때 확장되어 있는 심장이 상대정맥이나

상의 승모판 역류나 대동맥판 역류가 없는 7명의 확장

하대정맥을 압박하여 체순환으로부터 혈류유입이 감소

성 심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좌측와위와 우측와위에서

되고 이로 인한 폐혈류의 감소와 좌심실의 전부하 및

분당 심박수, 승모판 유입혈류 전체의 Time Velocity

좌심실 충만압이 감소될수 있으며 이것이 환자가 우측

Integral(TVI), 초기 및 후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TVI

와위를 취할때 호흡곤란등의 증상이 개선되는 것과 연

및 그 비율, 초기 및 후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최고속도

관되었을 수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와 그 비율, 등적이완시간,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감

본 연구에서 분당 심박수와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속시간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감속시간, 등용성 이완시간은 좌측와위에서 보다 우측
와위에서 약간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

대상환자의 평균 연령은 60세로 남자 4명, 여자 3명

이는 없었다. Tanabe등과 Berenzstein등은 심부전증

이었다. 경도의 승모판 역류가 6예에서 있었고 경도의

환자에서 자세변화에 따라 우측와위에서 초기 승모판

대동맥판역류는 4예에서 있었으며 모두 동반된경우는

15,16)

유입혈류의 감속시간이 길어졌다고 보고하여

본

4예였다.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최고속도는 체위변화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나 본연구에서도 대상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후기 승모판 유입혈류

자가 많아지면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

의 최고속도 좌측 와위에서 보다 우측 와위에서 유의하

된다.

게 증가 하였다(p<0.05). 초기 및 후기 승모판 유입혈
류의 최고속도의 비는 우측 와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연구의 제한점

였다(p<0.05). 승모판 유입혈류 전체의 TVI와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TVI는 체위변화에 따라 통계적으

본 연구는 확장성 심근증환자를 대상으로 같은 환자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후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에서 자세변화에 따른 승모판 유입혈류의 양상을 연구

TVI는 우측 와위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5).

하였으나 대상환자가 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앞으로

초기 및 후기 승모판 유입혈류 TVI의 비는 우측 와위

대조군을 포함한 더 많은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p<0.01). 분당 심박수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등적이완시간, 초기 승모판 유입혈류의 감속시간등은

도플러 심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승모판 유입혈류에

체위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한 변화 양상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좌심방과 좌심실

결 론：

의 압력을 직접 나타내기 보다는 좌심방과 좌심실의 압

체위변화에 따라 증상이 변하는 확장성 심근증환자

력차를 반영하며 좌심방과 좌심실의 순응도나 탄성반

에서 승모판 유입 혈류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체위에

도(elastic recoil)등에 의한 영향이 있어 직접적으로 상

따른 증상개선이 좌심실 충만압의 감소에 의한 것을 시

하 대정맥압과 좌심방압, 폐쐐기압과 좌심방, 좌심실등

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의 압력을 측정할수 있는 심도자술등의 검사를 같이 병

References

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요

1) Braunwald E, Colucci WS, Grossman W：Clinical
aspects of heart failure. In：Braunwald E, editor.
Heart disease. 5th ed. Philadelphia：WB Saunders,

약

1997, pp450

연구목적：
심한 심부전증을 동반하며 체위에 따라 증상의 정도

2) Appleton C, Hatle LK, Popp RL：Relationship of

가 다른 확장성 심근증 환자에서 승모판 유입 혈류 변
화가 체위에 따른 호흡 곤란의 정도와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9－

transmitral flow velocity patterns to left ventricular
diastolic function：New insights from a combined
hemodynamic and Doppler echocardiographic study.
J Am Coll Cardiol 12：426-440, 1988

3) Thomas JD, Weyman AE：Echocardiogrphic Doppler evaluation of left ventricular diastolic function：
Physics and physiology. Circulation 84：977-990,
11)

1991

4) Choong CY, Herrmann HC, Weymann AE, Fifer

5)

6)

7)

8)

9)

10)

MA：Preload dependence of Doppler-derived indexes of left ventricular diastolic function in humans. J
Am Coll Cardiol 10：800-810, 1987
Stoddard MF, Pearson AC, Kern MJ, Ractcliff J,
Mrosek DG, Labovitz AJ：Influence of alteration in
preload on the pattern of left ventricular diastolic
filling as assessed by Doppler echocardiography in
humans. Circulation 79：1226-1236, 1989
Shen W, Triboulloy C, Rey JL：Prognostic significance of Doppler-derived left ventricular diastolic
filling variables in dilated cardiomyopathy. Am Heart
J 124：1524-1533, 1992
Nakatani S, Beppu S, Miyatake K, Nimura Y：Left
ventricular func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left
atrial pressure and peak early diastolic filling velocity in dogs. Cardiovasc Res 26：109-114, 1992
Pinamonti B, DiLenarda A, Sinagra B, Carmerini F：
Left ventricular filling pattern in dilated cardiomyopathy assessed by Doppler echocardiography：Clinical, echocardiographic and hemodynamic correlations and prognostic implications. J Am Coll Cardiol
22：808-815, 1993
Pozzoli M, Capomolla S, Pinna G, Cobelli F, Tavazzi
L：Doppler echocardiography reliably predict pulmonary artery wedge pressure in patients with chronic heart failure with and without mitral regurgitation.
J Am Coll Cardiol 27(4)：883-893, 1996
Xie GY, Berk MR, Smith MD, DeMaria AN：Relat-

12)

13)

14)

15)

16)

－ 10 －

ion of Doppler transmitral flow patterns to functional
status in congestive heart failure. Am Heart J 131
(4)：766-771, 1996
Rokey R, Kuo LC, Zoghbi WA, Limacher MC,
Quinones MA：Determination of parameters of left
ventricular diastolic filling with pulsed Doppler echocardiography：comparison with cineangiography.
Circulation 71(3)：543-550, 1985
Ishida Y, Meisner JS, Tsujioka K：Left ventricular
filling dynamics：influence of left ventricular relaxation and left atrial pressure. Circulation 74：187196, 1986
Cheng CP, Freeman GL, Santamore WP, Constantinescu MS, Little WC：Effect of loading conditions,
contractile state, and heart rate on early diastolic
left ventricular filling in conscious dogs. Circ Res
66：814-823, 1990
Masuyama T,Yamamoto K, Uematsu M, Tanouchi J,
Kitabatake A, StGoar FG, Popp RL：Contributors of
characteristic mitral flow velocity pattern in congestive heart failure from clinical observations back to
experimental validations. Jpn Circ J 56(7)：740-749,
1992
Tanabe K. Ishibashi Y, Ohta T, Oyake N, Shimada T,
Murakiami R, et al：Effect of left and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s on mitral flow pattern by Doppler
echocardiography in congestive heart failure. Am J
Cardiol 71：751-753, 1993
Berenzstein CS, Pineiro D, Luis JF, Iavicoli O, Lerman J：Effect of left and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s on Doppler mital flow patterns in patients with
severe congestive heart failure. J Am Soc Echocardiogr 9(1)：86-90,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