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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연구목적: 폰탄 생리에 대한 이해, 수술법 및 수술 후 관리의 

발전으로 폰탄 수술은 복합 심기형을 포함한 모든 기능적 단심실 

환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대상 환아들에서 수술 전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폰탄 수술의 적합성을 확인 후 수술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폰탄 수술의 수술 전 위험 인자들에 

의한 수술 위험 예측은 완벽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폰탄 수술 중 

혈류 검사를 시행하고 이와 기존의 폰탄 수술 전 위험성 평가 

인자들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단심실형 선천성 심장병으

로 폰탄 수술을 시행한 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혈류 검사를 시행

하였다. 혈류 검사는 폰탄 경로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내경의 고어

텍스 인조도관을 폐동맥 바닥에 넓게 문합한 후, 이 도관을 통해 시

행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심폐바이패스를 중단하고 심장을 박동시키

는 상황에서 별개의 펌프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심박출량 지수 

1.0 L/min/m2부터 시작하여, 0.5 L/min/m2씩 증가시키며, 4.0 

L/min/m2까지 시행하였다. 각 심박출량 지수에서, 안정적인 평균 폐

동맥압, 좌심방압, 체동맥압 (수축기/이완기/평균)을 측정하였고, 심

박출량 지수를 단계별로 올리는 동안 평균 폐동맥압이 20mmHg를 

넘어서면, 혈류 검사를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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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전체 37 명으로 남자 25명, 여아 12명이었으며, 폰탄 수

술을 시행 받은 평균 연령은 38.1±4.9개월, 평균 체중은 

14.0±1.7kg이었다. 11명 (29.7%)의 환아에서 개창을 시행하였으며, 

4명의 환아는 혈류 검사 시행 시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미만

에서 폐동맥압이 20mmHg 이상으로 상승하여 수술 중 개창을 시행

하였고, 7명의 환아는 폰탄 수술 직후 다량의 흉수 및 복수, 빈맥, 

내과적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대사성 산증, 소변량 감소 등으로 

개창을 시행하였다. 개창군과 비개창군을 비교했을 때 이소성 증후

군 (p=0.005), 방실 판막 폐쇄 부전 (p=0.04),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 (p=0.024)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수

술 전 평가 지표 및 Fontan risk score group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67). 혈류 검사에서는 심박출량 지수에 따른 평균 폐

동맥압은 개창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 <0.001), 특히 심박

출량 지수 3.0 L/min/m2 에서의 평균 폐동맥압은 폰탄 수술 고위험

군 예측의 유일한 변수였다. 심박출량 지수 3.0L/min/m2 에서의 평

균폐동맥압은 심실의 후벽 두께 (R=0.543, p=0.001) 및 Z-

score(R=0.516, p=0.002)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결론: 폰탄 수술 중 폐동맥 혈류 검사는 고위험 폰탄 환자의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에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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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압은 중요한 예측 인자로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 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주요어: 폐동맥 혈류 검사, 폰탄 수술, 고위험군 폰탄 대상자, 

위험성 평가 인자 

학번: 2011-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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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능적인 단심실을 가진 환자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폰탄 수술 

(Fontan operation)을 통하여 체순환과 폐순환을 분리시켜 주는 

것으로 성공적인 폰탄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그리고 수술 후 

관리뿐만 아니라 폰탄 수술에 적절한 대상의 환아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폰탄 수술은 삼첨판 폐쇄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폰탄 생리에 대한 이해, 수술 및 수술 후 관리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복합 심기형을 포함한 모든 기능적 단심실 환자까지 이르고 

있다. 폰탄 수술의 적응증은 Choussat A 등(1)이 10 가지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이후 (표 1), Sade 등(2)이 폰탄 수술의 절대적 

금기인 경우가 아니라면 폰탄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Tchervenkov 등(3)은 Fontan 등의 초기 기준을 확대한 적응증 (표 

2)을 제시하였다.  

  폰탄 수술의 수술 전 위험 요소로는 폐혈관 저항, 폐동맥 압력, 

폐동맥 크기와 변형 정도, 심실의 기능, 방실 판막의 역류, 수술 

시의 연령, 부정맥 등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으며, 폰탄 수술 전 

이들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폰탄 수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술을 계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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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폰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험 요소들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또한 개창 폰탄 수술의 명확한 기준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술 전 평가에서 특별한 위험 

요소 없이 폰탄 수술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라도 수술 

직후에 폰탄 failure 가 발생하여 개창을 추가로 시행하거나, ECMO, 

심지어는 폰탄 take down 까지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환자 군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Intraoperative pulmonary flow study (IOFS)는 Frank Hanley (4, 

5)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최초에는 pulmonary atresia and 

ventricular septal defect with major aortopulmonary collaterals 

(PA VSD MAPCA) 환아들에서 폐동맥단일화술을 시행 시에 수술 

전 폐혈관상 (pulmonary vascular bed)에 대한 평가가 어려웠던 

경우에 폐혈관 저항 및 폐동맥 압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단심실 환아에서 IOFS 에 대한 적용은 미미하여, 

제한된 증례에서만 보고되었는데 M. Trezzin 등(6)이 bidirectional 

cavopulmonary shunt (BCS) 수술 전 2 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IOFS 를 적용한 예를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의 두 증례는 BCS 수술 

전 좌우폐동맥 교약술(bilateral pulmonary artery banding) 및 

동맥관 스탠트(ductal stent)을 시행받았고, 저자들은 심도자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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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폐혈관상의 평가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BCS 수술 

시 IOFS 를 이용해 폐혈관 저항 및 폐동맥 압력의 재평가를 시행한 

후 BCS 를 수행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폰탄 수술 시 intraoperative flow study (IOFS)의 적용은 

폐혈관상(pulmonary vascular bed) 및 폰탄 수술 후의 심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고위험 폰탄 대상자의 

예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술 전 

평가에서 저위험군으로 평가된 환자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IOFS 를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 

수술 전 평가를 통해서도 이러한 환자군을 감별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 요소에 대한 재검토 및 새로운 수술 전 평가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 폰탄 수술 중에 혈류 검사를 시행하여, 폰탄 

수술의 고위험군 예측에 대한 혈류 검사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2) 

수술 중 혈류 검사에서 확인된 고위험군 폰탄 대상자와 관련된 

인자들과 기존에 시행되는 폰탄 수술 전 위험성 평가 인자들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폰탄 대상자의 예측판별을 위한 진단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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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oussat´s ten commandments 

Age > 4 years 

Sinus rhythm 

Normal systemic venous return 

Normal right atrial volume 

Mean pulmonary artery pressure ≤ 15 mmHg 

Pulmonary arteriolar resistance ≤ 4 Wood units/m2 

Pulmonary artery–aorta ratio > 0.75 

Left-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 0.60 

Competent mitral valve 

Absence of pulmonary artery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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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pdated version of the optimal criteria for Fontan 

operation 

Normal sinus rhythm 

Normal caval and pulmonary venous connections 

Normal PVR, with a mean PAP < 15-20 mmHg 

No significant PA branch stenosis that would preclude surgical 

repair 

PA-Aorta ratio > 0.75 

Normal ventricular function 

No systemic AVVR 

Normal diastolic ventricular function 

Optimal minimal age: uncertain, probably 2-4 Y 

Unobstructed systemic circulation (no aortic arch obstruction or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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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단심실형 선천성 심장병으로 폰탄 

수술이 필요한 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환아에서 

IOFS를 시행하고 폰탄 수술 중 혹은 직후 개창 (Fontan 

fenestration)을 시행했던 환자군과 시행하지 않았던 환자군으로 분

류하였다. 개창은 IOFS 시행시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미만에

서 폐동맥 압이 20mmHg 이상이었거나, 폰탄 수술 직후에 다량의 

흉수 및 복수, 빈맥, 내과적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대사성 산증, 

소변량 감소 등이 발생했던 경우에 시행하였다.   

 

2. 연구 방법 

 2.1. Intraoperative flow study 

  대상 환아는 전신 마취 하에 진행하였으며, 마취 유도 시 

midazolam, fentanyl citrate, thiopental sodium, rocuronium 

bromide를, 마취 유지를 위해서는 midazolam, fentanyl citrate, 

rocuronium bromide을 투약하였다. 

  대동맥-양대정맥 도관 (aorto-bicaval cannulation)을 통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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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심폐바이패스 (normothermic cardiopulmonary bypass) 하에, 

양방향성 체정맥-폐동맥 단락술 (bidirectional Glenn) 이외의 추가 

폐동맥혈류 (additional source of pulmonary blood flow)는 모두 제

거하였고, 하대정맥은 절단하여(transection of IVC) 심장 측 절단부

위 (cardiac stump)는 봉합사를 이용하여 일차 봉합하였다. 이 후 

폰탄 경로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내경의 고어텍스 인조도관을 폐동

맥 바닥에 넓게 문합한 후, 이 도관을 통해 IOFS를 시행하였다.  

IOFS는 가능한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폐혈관상을 평가하기 위해, 

산소 분압 (FiO2) 0.5에서 정상 환기 (normal ventilation) 상태로 

일시적으로 심폐 바이패스를 중단하고, 심장을 박동시키는 상황에서 

(under beating heart) 시행하였으며, 양대 정맥을 통한 환류는 중력 

또는 음압을 이용하여 저수조 (reservoir)로 완전 배액 하였다. 

IOFS는 심폐바이패스용 펌프와는 별개의 펌프 (Stöckert S3 roller 

pump bypass machine-Stöckert Instrumente GmbH, Munich, 

Germany)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심박출량 지수 (cardiac index)

는 1.0 L/min/m2 부터 시작하여, 0.5 L/min/m2씩 증가시키며, 4.0 

L/min/m2까지 시행하였다. 각 심박출량 지수에서, 안정적인 평균 폐

동맥압, 좌심방압, 체동맥압(수축기/이완기/평균)을 측정하였으며, 심

박출량 지수를 단계별로 올리는 동안 평균 폐동맥압이 20mmHg를 

넘어서면, IOFS를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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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Intraoperative flow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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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폰탄 수술 전 평가 

2.2.1 심장 초음파 검사  

  폰탄 수술 전 시행한 심장 초음파 영상을 통하여 심실 기능 및 

방실 판막, 대동맥 판막의 기능을 평가하고 아래 기술된 지표들을 

획득하였으며, 저장된 영상의 분석은 TomTec software (Image 

Arena VA version 4.6; TomTec Imaging Systems, 

Unterschleissheim, Germany)를 이용해 수행하였다.  

※ 심실의 수축 및 이완 기능의 지표: 좌심실 최고 전 세로 긴장

도 (left ventricular peak global longitudinal strain), 심실 후벽 두

께 및 Z-score, 방실 판막을 통한 초기 최고 이완기 혈류 속도 

(peak early diastolic, E velocity), 후기 이완기 혈류 속도 (A 

velocity), E/A ratio, 초기 이완기 혈류속도의 감쇄 시간 

(deceleration time of the early diastolic trans-AVV flow velocity, 

DT), 심실 측벽측 수축기, 초기 이완기, 후기 이완기 승모판막륜 속

도 (MV S’, E’, A’), 심실 측벽측 수축기, 초기 이완기, 후기 이완기 

삼첨판막륜 속도 (TV S’, E’,A’) 

 2.2.2 심도자술 및 심혈관 조영술 

  폰탄 수술 전 시행한 심도자술에서 혈역학적 자료-폐동맥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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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폐정맥 쐐기압력), 폐정맥 압력 (또는 폐동맥 쐐기압력, 좌심

방 압력) 및 각 부위의 산소 포화도, 폐혈관 저항, 심실의 이완 말

기 압력을 획득하였다. 또한 1) 폐동맥의 정확한 형태와 크기, 2) 폐

정맥 환류 부위와 협착 유무, 3) 체정맥, 특히 하대정맥의 환류 부위

와 별도의 간정맥 환류 여부, 4) 상대정맥의 위치, 좌상대정맥의 존

재 여부,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문합술 (bi-directional cavo-

pulmonary connection or bi-directional Glenn operation)을 이미 

시행한 환자에서는 없던 좌상대정맥이 다시 열렸는지 여부, 5) 대동

맥 하부 협착을 포함한 systemic outflow obstruction 유무, 6) 대

동맥-폐동맥 혹은 정맥 간의 측부 혈관 유무와 정도, 7) 양방향성 

Glenn 수술 후 환자에서는 폐동정맥루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였다. 

2.2.3. Fontan risk score Group 

대상 환아들은 폰탄 수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폰탄 수

술의 12가지 요인을 분류, 점수화 시켜 이를 합산한 점수에 의해 

위험군을 분류하는 Fontan risk score을 이용하여 위험군을 분류하

였다(표 3)(7). 0~3점은 저위험군, 4~5점은 중간 위험군, 6점 이상

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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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ntan risk score 

Risk factor 0 1 2 3 

1. Age (months) >12 6-12 
  

2. Ventricle LV RV 
  

3. Systematic  

outflow obstruction 

 
(+) 

  

4. PV obstruction 
  

(+) 
 

5. PA hypoplasia (-) Mild Moderate Severe 

McGoon ratio >2 1.8-2 1.5-1.8 <1.5 

Nakata index >200 100-200 50-100 <50 

Diameter (z) -2 to +2 -2 to -3 -3 to-4 <-4 

6. Mean PAP <15 15-20 20-25 >25 

7. PA stenosis or  

Distortion 

(-) "Discrete 

single 

Discrete, 

multiple 

Diffuse 

8. TPR  <3 3-4 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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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unit-m2) 

9. AVV regurgitation (-) Mild Moderate Severe 

10. V systolic dysfunction (-) Mild Moderate Severe 

EF (%) >55 55-45 45-40 <40 

FS (%) >31 31-28 27-24 <24 

11.Ventricular hypertrophy 

(assessed by V mass and/or 

V posterior wall thickness) 

Z= (-) 2 

to (+) 2  

Z= (+) 2 

to (+) 3 

Z= (+) 3 

to (+) 4 

Z>(+)4 

PV, pulmonary vein; PA pulmonary artery; PAP pulmonary 

arterial pressure; TPR, total pulmonary resistance; AVV, 

atrioventricular valve; EF, ejectional fraction; FS, fractional 

shor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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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방법  

대상 환아는 폰탄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개창 (Fontan 

fenestration)이 필요했던 환자군과 필요하지 않았던 환자군으로 분

류하여 각 그룹 간에 고전적 기준을 사용한 위험군 평가를 시행하

고, IOFS parameter를 비교하였다.  

- 폰탄 수술 전 인구 통계적 특성 

: 연령, 성별, 체중, 신장, 주심실의 유형, 이소성 증후군 유무, 부정

맥 유무 

- 폰탄 수술 전 심도자술 및 혈관 조영술 자료  

: McGoon ratio, 폐동맥 지수 (Nakata index), 폐동맥 지름(z-

score), 평균 폐동맥 압력, 경폐간압력차, 폐혈관 저항, 심실의 이완 

말기 압력  

- 폰탄 수술 전 심초음파  

: 방실 판막 폐쇄부전 정도, 좌심실 최고 전 세로 긴장도 (left 

ventricular peak global longitudinal strain), 심실 후벽 두께 및 Z-

score, 방실 판막을 통한 초기 최고 이완기 혈류 속도 (peak early 

diastolic, E velocity), 후기 이완기 혈류 속도 (A velocity), E/A 

ratio, 초기 이완기 혈류속도의 감쇄 시간 (deceleration tim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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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diastolic trans-AVV flow velocity, DT), 조직 도플러 검사; 

심실 측벽측 수축기, 초기 이완기, 후기 이완기 승모판막륜 속도

(MV S’, E’, A’), 심실 측벽측 수축기, 초기 이완기, 후기 이완기 삼

첨판막륜 속도(TV S’, E’,A’)  - IOFS: 심박출량 지수에 따른 평균 

폐동맥압 및 심방압, 경폐간압력차,  체동맥압 

⚫ 개창 폰탄을 예측할 수 있는 IOFS 변수 (Maximum tolerable 

flow rate & mPAP)―심박출량 지수 및 폐동맥압―를 분석하고, 각 

환자 군에서의 분포 및 수술 전 위험군 평가 지표와의 상관성을 평

가하였다.  

⚫ IOFS 변수 (Maximum tolerable flow rate & mPAP)에 따른 수

술 직후 경과 (저박출량 sign, 산소 포화도, 중심정맥압, urine 

output,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중환자실 입실 기간, 입원 기간, 흉

막 삼출액 및 유미흉 기간 및 배출 양, admission 기간 mortality)

를 비교 분석하였다.  

⚫ 통계 프로그램은 Statistical Package of the Social 

Sciences(SPSS) software program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linois)을 이용하였다. 그룹 별 각 변수들의 기술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하며, 그룹 간의 비교는 chi-square test 및 독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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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각 군 간 IOFS 변수 (심박출량 지수에 따

른 폐동맥압 및 심방압의 변화)는 선형 혼합 모형을 통해 시행하며, 

사후 분석은 독립 표본 T 검정 혹은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

였다. 개창 폰탄을 예측하기 위한 인자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의미 있는 변수의 cut-off 값은 ROC curve 

analysis를 시행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개창 폰탄을 예측할 수 있는 

IOFS 변수와 수술 전 위험군 평가 지표 간의 상관성 평가를 위해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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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 환자는 전체 37 명으로 서울 아산 병원에서 단심

실형 선천성 심장병으로 폰탄 수술을 시행한 환아 중, 수술 중 혈류 

검사 (IOFS, intraoperative flow study)를 시행한 환아였으며, 좌심

방압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던 1명의 환아는 제외하였다. 대상 환

자들의 성별은 남자 25명, 여자 12명이었으며, 폰탄 수술을 시행 

받은 평균 연령은 38.1±4.9months, 평균 체중은 14.0±1.7kg이었다. 

폰탄 수술 시 CPB(Cardiopulmonary bypass) time은 비개창군 

88.8±23.9분, 개창군 103.5±29.2분 (p=0.119)이었으며, 

ACC(Aortic Cross Clamp) time은 비개창군 9.3±12.6분, 개창군 

9.4±13.0분이었다(p=0.984). 

  개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하였다.  

(1) 수술 중 개창: IOFS에서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미만에

서 폐동맥 압이 20mmHg 이상인 4명의 환아에서 수술 중 개창 

(Fontan fenestration)을 시행하였다. (2) 수술 후 추가적 개창: 폰

탄 수술 직후 다량의 흉수 및 복수, 빈맥, 내과적 치료에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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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대사성 산증, 소변 량 감소 등이 발생했던 7명의 환아

에서 추가적으로 개창 (Fontan fenestration)을 시행하였다. 추가

적인 개창은 수술 후 2.7± 2.2 일(범위: 0일 ~6일)에 시행하였다.  

대상 환아들은 개창 여부에 따라 개창군과 비개창군으로 분류하

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개창군을 수술 중 개창군과 수술 후 개창

군으로 부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2. Demographic data  

 두 그룹의 demographic data는 표 4에서 제시하였다. 심실의 유형

은 우심실형 단심실이 15명, 좌심실형 15명, 양심실형 7명으로 개

창군과 비개창군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심장 질환의 분

포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개창군에서 우심방 이

성체가 유의하게 많았다 (p=0.005). 

폰탄 수술 전 신생아 시기에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27명으로 단

락 수술 12명, 폐동맥 교약술 10명, Norwood operation 1명, 

hybrid palliation 2명, aortic arch repair 1명을 시행하였고, 양방향

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 (Bidirectional Cavopulmonray Shunt, 

BCPS)은 37명의 환자에서 시행, 평균 7.3±3.5 months에 시행되었

으며, 이 중 14명의 환자는 pulsatile BCPS 를 시행하였다.        

Pulsatile BCPS는 개창군에서 4명이 시행되었는데, 이들 환아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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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술 후 추가적 개창을 시행한 그룹에 포함되었다. 폰탄 수술 전 

고식적 수술의 내용은 개창군과 비개창군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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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ient Characteristics 
   

 

Total 

No 

Fenestrat

ion 

Fenestrat

ion 
p-value 

Total number 37 26 11  

Sex(M) 25 19 6 0.271 

Age at Fontan 

(Months) 
38.1±4.9 37.5±3.7 39.5±7.1 0.269 

Weight at Fontan(kg) 14.0±1.7 13.9±1.7 14.2±2.0 0.636 

Type of Heart disease    0.022 

Tricuspid atresia 6 6 0  

HLHS 1 1 0  

DILV 5 3 2  

Unbalanced 

atrioventricular  

canal 

10 3 7  

PA with IVS 2 2 0  

Other single 

ventricle 
13 11 2  

Heterotaxy syndrome 6 1 5 0.005 

Type of ventricle     0.921 

Morphologic RV 15 10 5  

Morphologic LV 15 11 4  

Two ventricle 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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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natal surgery    0.784 

Shunt 12 8 4  

Pulmonary artery 

banding 
10 8 2  

Norwood 1 1 0  

Other 4 2 2  

None 10 7 3  

BCPS     

Age at BCPS, months 7.3±3.5 7.4±4.1 6.9±1.8 0.736 

Pulsatile BCPS 14 10 4 0.904 

HLHS,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DILV, double inlet left 

ventricle; PA with IVS, pulmonary atresia with intact ventricular 

septum; RV, right ventricle; LV, left ventricle; BCPS, 

bidirectional carvopulmonary s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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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폰탄 수술 전 평가 

3.1. 심장 초음파 검사  

대상 환아들은 폰탄 수술 전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대상 환아들에서 중등도 이상의 심실 기능 부전 및 방실 판막 폐쇄 

부전, 심실유출로의 협착, 대동맥판막 폐쇄 부전은 없었다. 하지만 

방실 판막 폐쇄 부전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4),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 역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p=0.024). 또한 MV A’ 및 MV E’/A’ 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심실의 후벽 두께는 특히 개창군 중 수술 중 개창군에

서 더 두꺼운 소견을 보였다(수술 중 개창군 6.9± 2.0mm; 수술 후 

개창군 5.4±0.6mm, p=0.038). 

이완기 좌심실 최고 전 세로 긴장도 (left ventricular peak global 

longitudinal strain), 방실 판막을 통한 초기 최고 이완기 혈류 속도 

(peak early diastolic, E velocity), 후기 이완기 혈류 속도 (A 

velocity), E/A ratio, 초기 이완기 혈류속도의 감쇄 시간 

(deceleration time of the early diastolic trans-AVV flow velocity, 

DT), TV S’, E’, A’, E’/A’ 와 MV S’, E’ 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3.2. 심도자술 및 심혈관 조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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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탄 수술 전 시행한 심도자술 및 심혈관 조영술에서 개창군과 

비개창군 사이에 McGoon ratio, 폐동맥 지수 (Nakata index), 평균 

폐동맥 압력, 경폐간압력 차이, 폐혈관 저항, 심실의 이완 말기 압력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폐동맥 분지의 협착 및 대동맥-폐동맥 측

부 혈관 정도 역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5).  

하지만 비개창군, 수술 중 개창군, 수술 후 개창군 간의 비교에서

는 평균 폐동맥 압력(비개창군 9.7±3.4mmHg; 수술 후 개창군 9.2

± 2.8mmHg; 수술 후 개창군 14.8±6.1mm, p=0.036) 및 좌심방 

압력(비개창군 5.0±2.8mmHg; 수술 후 개창군 4.1± 2.7mmHg; 수

술 후 개창군 9.0±3.0mm, p=0.024)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3. Fontan risk score group  

대상 환아들 중 34명의 환아는 저위험군, 3명의 환아는 중간 위험

군이었으며, 고위험군의 환아는 1명이었다. 저위험군의 점수는 1.3

±0.9, 중간 위험군의 점수는 4.5±0.6이었다. 

Fontan risk score group은 개창군과 비개창군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p= 0.567)(Table 5) Fontan risk score group에

서 저위험군으로 평가되었던 33명의 환아 중 9명의 환아는 개창 폰

탄 수술이 필요하였으며, 중간 위험군으로 평가되었던 환아 3명 중 

1명만이 개창 수술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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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Fontan data    

  

Total 

(n=37) 

No 

Fenestrat

ion 

(n=26) 

Fenestratio

n 

(n=11) 

p-value 

Pre-Fontan catheterization data 

SaO2, % 86.5±5.3 87.1±5.2 85.1±5.4 0.292 

Qp, L/min/m2 3.9±1.6 3.9±1.6 3.9±1.7 0.955 

mPAP, mmHg 10.2±3.9 9.7±3.4 11.2±4.9 0.305 

LAP, mmHg 
5.3±3.0 5.0±2.8 5.9±3.6 0.454 

VEDP, mmHg 6.5±3.1 5.8±3.5 7.4±2.9 0.207 

TPG, mmHg 
4.8±2.2 4.6±1.9 5.3±3.0 0.451 

TPR, Wood unit· m2 2.8±1.1 2.7±1.0 3.0±1.1 0.476 

PAR, Wood unit· m2 1.3±0.6 1.3±0.6 1.3±0.63 0.825 

PVC, mm2/mmHg· m2 41.1±23.3 42.5±23.9 37.7±22.3 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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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ta index, mm2 / m2 354.7±117.7 359.4±120.4 343.7±115.8 0.716 

McGoon index 2.2±0.4 2.2±0.4 2.2±0.4 0.746 

Distortion of pulmonary 

branches 

6(16.2%) 3(11.5%) 3(27.3%) 0.235 

Aortopulmonary  

collaterals 

   0.344 

Grade 1 11(29.7%) 8(30.8%) 3(27.3%)  

Grade 2 23(62.2%) 17(65.4%) 6(54.5%)  

Grade 3 3(8.15%) 1(3.85%) 2(18.2%)  

Grade 4 0(0%) 0(0%) 0(0%)  

Pre-Fontan echocardiography 

AVVR(0/1/2/3/4)  10/20/7/0/0 8/16/2/0/0 2/4/5/0/0 0.04 

VPGLS(%) -17.3±3.7 -16.5±2.7 -18.4±5.1 0.419 

VPWT(mm) 5.2±1.4 4.7±1.2 6.0±1.5 0.017 

VPWT_Z score 0.5±1.9 -0.8±1.6 1.6±2.0 0.024 

MPI 0.4±0.1 0.38±0.1 0.24±0.2 0.209 

E velocity, cm/s 71.0±18.3 73.5±19.6 62.6±11.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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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ticy, cm/s 66.1±24.9 69.2±25.8 56.3±21.8 0.383 

E/A ratio 1.1±0.3 1.1±0.3 1.2±0.3 0.691 

DT, ms 146.5±44.2 144.7±53.2 131.3±25.0 0.734 

Tissue doppler image, cm/s 

TV lateral S' 6.0±2.2 6.7±1.0 5.4±3.0 0.602 

TV lateral E' 9.4±3.5 10.1±0.9 8.6±5.0 0.675 

TV lateral A' 6.6±2.6 7.1±1.6 6.1±3.4 0.834 

TV lateral E'/A' 1.5±0.3 1.5±0.4 1.4±0.2 0.712 

MV lateral S' 5.9±2.6 6.9±2.4 4.8±2.5 0.078 

MV lateral E' 9.2±4.0 8.9±1.0 9.5±5.8 0.748 

MV lateral A' 6.2±2.6 7.7±1.5 4.6±2.5 0.03 

MV lateral E'/A' 1.6±0.6 1.2±0.3 2.1±0.6 0.028 

Fontan risk Score Group      

Low/moderate/high 33/3/1 24/2/0 9/1/1 0.567 

Qp, pulmonary blood flow; mPAP mean pulmonary artery 

pressure; VEDP,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TPG,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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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nary gradient; TPR, total pulmonary resistance; PAR, 

pulmonary arterial resistance; PVC, pulmonary vascular 

compliance; PAR, pulmonary arterial resistance; PVC, pulmonary 

vascular compliance; AVVR, atrioventricular valvar regurgitation; 

LVPGLS, left ventricular peak global longitudinal strain; VPWT, 

ventricle posterior wall thickness; MPI, myocardial performance 

index; DT, deceleration time; TV, tricuspid valve; MV, mitra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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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raoperative flow study 

개창군과 비개창군 두 군 모두에서 심박출량 지수가 증가함에 따

라 평균 폐동맥압 및 심방압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소견을 보였다

(Table 6) (Figure 2). 

심박출량 지수에 따른 평균 폐동맥압의 상승 정도는 개창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p<0.001) 이러한 심박출량 지수에 따른 폐

동맥압의 변화는 심박출량 지수가 낮을 때는 (Cardiac index 1.5-

2.0 L/min/m2) 경폐간압력차의 상승에 의해, 심박출량 지수가 높을 

때 (Cardiac index 2.5-3.0 L/min/m2)에서는 심방압의 상승에 기인

하였다. 

또한 심박출량 지수에 따른 심방압의 상승 정도는 개창군에서 비

개창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p<0.001), 경폐간압력차의 

변화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p= 0.990).   

개창군의 개창 시기에 따른 비교 시, 평균 폐동맥압은 심박출량 

지수 2.5 L/min/m2에서만 수술 후 개창군에 비해 수술 중 개창군에

서 의미 있게 높았고, 다른 구간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심방압도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을 제외하고, 수술 중 개창군

과 수술 후 개창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폐간압

력차는 수술 중 개창군에서는 심박출량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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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상승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수술 후 개창군에서는 변화가 없었

다 (Table 6) (Figure 2).  

  심박출량 지수의 증가에 따른 각 변수의 변화율은 심방압은 개창

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변화율의 증가를 보였으나(p=0.019), 평균 

폐동맥압 (P=0.332) 및 경폐간압력차(p=0.88)의 변화율의 증감은 

두 군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Figure 3). 다만 평균 폐동맥압의 변화

율은 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개창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심방

압의 변화율의 증감과 경폐간압력차의 변화율의 증감의 효과가 서

로 상쇄되어 평균 폐동맥압의 변화율의 심박출량 지수 증가에 따른 

변화는 두 간에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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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traoperative flow study- Changes in parameter values 

according to cardiac index 

  Total 

No 

Fenestration 

(n=26) 

Fenestration total (n=11) 

p-value  

Intraop(n=4) Postop(n=7) 

Cardiac Index 

(L/min/m2) 

Mean PAP (mmHg)       

1.0  8.3±2.7 8.3±2.8 

9±2.8 0.081  

9.8±4.6 9.6±1.8 0.195 

1.5  11.2±2.6 10.6±2.6* 

12.9±1.8 0.005  

14.3±1.3* 12.7±2.1 0.014 

2.0  12.9±2.8 12.3±2.8* 

15.0±1.5 0.001  

16.8±1.7* 14.7±1.5 0.004 

2.5  14.9±3.1 14.7±2.9* 

17.6±2.3 0.000  

 20.8±0.9*§ 16.9±2.1§ 0.001 

3.0  17.9±4.0 16.5±3.2* 21.9±3.6 0.000  



 

３０ 

 

23.0±1.4* 21.6±4.0 0.002 

 LAP (mmHg)       

1.0  4.8±2.4 4.8±2.3 

4.8±2.6 0.821  

4.8±2.3 5.1±2.5 0.916 

1.5  5.9±2.6 6.0±2.4 

5.7±3.2 1.000  

4.5±3.5 6.9±2.4 0.356 

2.0  6.9±2.8 6.7±2.7 

7.4±2.9 0.236  

7.3±3.8 8.3±2.3 0.242 

2.5  8.0±2.7 7.6±2.5 

9.3±3.0 0.022  

9.3±4.1 10.1±2.5 0.084 

3.0  9.9±3.9 8.8±2.9* 

13.0±4.9 0.003  

7.0±1.4 14.7±4.0* 0.002 

 TPG (mmHg)       

1.0  3.5±2.5 3.3±2.0 

4.2±3.6 0.128  

5.0±5.6 4.4±1.7 0.163 



 

３１ 

 

1.5  5.3±2.4 4.6±1.9* 

7.2±2.9 0.001  

9.8±2.4* 5.9±1.1 0.006 

2.0  6.0±2.7 5.5±2.4 

7.6±3.2 0.034  

9.5±3.9 6.4±1.7 0.058 

2.5  7.0±2.9 6.5±2.5* 

8.2±3.7 0.069  

11.5±3.7* 6.7±2.1 0.052 

3.0  8.0±3.3 7.7±2.9* 

8.9±4.4 0.379  

16.0±2.9* 6.9±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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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changing rate according to C.I increment unit 

  

Cardiac index 

(L/min/m2) 

1.0 -> 1.5 1.5->2.0 2.0-> 2.5 2.5-> 3.0 

mean PAP 

(mmHg) 

No fenestration 5.1±1.6 3.2±2.1 3.7±1.9 4.9±2.5 

Fenestration 7.3±5.1 4.4±2.3 5.6±2.8 8.7±7.0 

p- value 0.053 0.158 0.017 0.086 

LAP 

(mmHg) 

No fenestration -2.4±2.2 1.5±2.1 1.6±1.5 2.5±3.2 

Fenestration -2.0±5.0 3.8±2.8 3.8±2.6 7.3±8.3 

p- value 0.731 0.007 0.003 0.018 

TPG 

(mmHg) 

No fenestration 2.7±2.7 1.8±2.7 2.1±2.4 2.4±2.3 

Fenestration 5.3±9.0 0.6±3.9 1.8±3.5 1.3±5.5 

p- value 0.366 0.282 0.798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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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raoperative flow study driv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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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means between no fenestration group and 

fenestratrion group  

b comparison of means between intraoperative fenestration 

group and postoperative fenestration group  

* p values ≤0.05 

** p values ≤ 0.01 

*** p values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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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hanging rate according to C.I incremen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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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asterisk (*) indicates p values less than 0.05(p<0.05). Two 

asterisks (**) indicate p value less than 0.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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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OFS 지표들과 수술 전 위험군 평가 지표와의 상관성 평가  

 심박출량 지수 3.0L/min/m2 에서의 평균폐동맥압은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 경폐간압력차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Figure. 3). 그 외의 수술 전 위험군 평가 지표- 폐혈류량, 평균 폐

동맥압, 심실 이완기압, 폐혈관 저항, 폐혈관 유순도, McGoon ratio, 

Nakata index, 심초음파 변수들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

다.   

 심박출량 지수 3.0L/min/m2 에서의 심방압은 방실 판막을 통한 초

기 최고 이완기 혈류 속도 (peak early diastolic, E velocity)(R=-

0.504, p=0.039)와 조기 이완기 (MV E’) 승모판막륜 속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R=-0.624, p=0.030)을 보였으며, 반면 방실 판막을 통

한 후기 이완기 혈류 속도 (A velocity), E/A ratio, 초기 이완기 혈

류속도의 감쇄 시간 (deceleration time of the early diastolic 

trans-AVV flow velocity, DT), TV S’, E’, A’, E’/A’ 와 MV S’, A’, 

E’/A’ ratio,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 및 방실 판막 심실 이완

기압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경폐간압력차은 수술 전 폐혈류량, 평균 폐동맥압, 심방압, 경폐간

압력차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는데 심박출량 지수 1.5 L/min/m2에

서 수술 전 평균 폐동맥압 (R=0.567, p<0.001), 심방압 (R=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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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18), 경폐간압력차 (R=0.458, p=0.004)와 가장 높은 상관성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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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rrelations between mean PAP at C.I 3.0 L/min/m2 and 

ventricular posterior wall thickness (VPWT) /Z- score, 

transpulmonary gradient (T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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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폰탄 수술 고위험군 예측을 위한 위험 인자 분석  

폰탄 수술 고위험군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는 이소성 증

후군 (p=0.005), 수술 전 방실 판막 폐쇄 부전 (p=0.04), 심초음파 

상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 (p=0.024)였다. IOFS에서는 심박

출량 지수 1.5~3.0 L/min/m2 에서의 평균폐동맥압, 2.5와 3.0 

L/min/m2 에서의 심방압이 유의한 변수였다. 

각 변수의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곡선 분석에

서는 수술 전 위험군 평가 지표 중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의 

AUC(area under curve)수치가 각각 0.852과 0.839로 가장 높았으

며, 고위험군 예측을 위한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의 cut-off 

value은 5.3mm(sensitivity 81.8%, specificity 25%), 

Z=0.66(sensitivity 90.9%, specificity 75.0%)이었다. IOFS 변수 중

에서는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에서의 평균폐동맥압(AUC 

0.887)과,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에서의 좌심방압(AUC 

0.771)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Figure 5).  

다변수 분석에서는 IOFS 상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에서의 

평균폐동맥압이 의미 있는 변수로(p=0.034, Exp(B)= 1.547, 95% 

confidence interval 1.033-2.318). 고위험군 예측을 위한 심박출량 

지수 3.0L/min/m2 에서의 평균폐동맥압의 cut-off value 은

18.5mmHg (area under curve: 0.887, sensitivity 88.9%, 



 

４５ 

 

sepcificity 73.1%)였다.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에서의 평균폐동맥압이 18.5mmHg  

이상인 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 수술 전 예측 인자로는 단변수 분석

에서는 이성질체 유무 (p=0.003), 심실의 후벽 두께 (p=0.017) 및 

Z-score (p=0.024)가 유의한 변수였으며, 다변수 분석에서는 심실

의 후벽 두께 및 Z-score가 유일한 변수였다 (p=0.032, Exp(B)= 

5.975, 95% confidence interval 1.169-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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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OC curve for preoperative and IOF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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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폰탄 수술 후 경과 

1) 폰탄 수술 직후 경과   

 폰탄 수술 후 조기 사망은 없었다. 평균 인공 호흡기 보조 시간 

2.5±3.7일, 중환자실 체류 기간은 4.8±5.1일, 평균 재원 기간은 

27.5±13.3일로 개창군에서 인공 호흡기 보조 시간, 중환자실 체류 

기간, 재원 기간은 유의하게 길었다 (Table 8) .  

 폰탄 수술 직후 24시간 이내의 체정맥압은 개창군에서 유의하게 

상승된 소견을 보였다 (Table 9). 

 수술 후 흉관 배액량은 개창군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며 (p=0.015) 

배액 기간 역시 유의하게 길었다 (p=0.013). 그러나 유미흉의 발생 

빈도는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157).  

IOFS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혹은 그이하에서  평균폐동맥

압이 18.5mmHg 이상인 환자와 미만인 환자군에서는 인공 호흡기 

보조 시간, 중환자실 체류 기간, 수술 후 흉관 배액량은 두 군 사이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재원 기간 및 유미흉의 빈도에서는 차

이가 없었다. 또한 수술 후 저심박출량증후 및 개창 여부는 평균폐

동맥압이 18.5mmHg 이상인 환자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Table 7).  

2) 폰탄 수술 후 중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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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탄 수술 후 관찰 기간은 개창군 4.3±1.3년, 비개창군 6.6±2.2

년이었으며, 관찰 기간 중 사망자는 없었다. 1명을 제외한 모든 환

아에서 functional class는 class I 이었으며, 평균 산소 포화도는 개

창군 94.5 ±2.7%, 비개창군 94.6±2.5%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0.777)  

개창군 중 2명에서 단백 소실 장병증이 발생하였고(p=0.025),  

신경학적인 합병증이 비개창군에서 3명(뇌성 마비, 자폐증, 간질)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방실 전도 차단 및 심

방성 부정맥으로 영구형 심박동기를 개창군 중 1명의 환아에게 삽

입하였으나 그 외 다른 유의한 부정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643). 또한 Grade II 이상의 방실

판막 폐쇄 부전이 7명의 환아에서 있었고, 비개창군에서 4명

(15.4%), 개창군에서 3명(27.3%)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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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ost-Fontan hospital course  

  

Total 

(n=37) 

No 

Fenestration 

(n=26) 

Fenestration 

(n=11) 

p-value 

Ventilator, days 2.5±3.7 1.2±1.2 5.6±1.7 0.028 

ICU stay, days 4.8±5.1 3.2±2.4 8.6±7.5 0.039 

Hospital stay, days 27.5±13.3 23.6±9.5 36.7±16.8 0.031 

Duration of pleural 

effusion, days 

18.8±12.1 15.7±8.0 26.1±17.0 0.015 

Amount of pleural effusion, 

ml/kg/day 

18.9±8.1 16.7±5.3 24.1±11.0 0.013 

Chylothorax, n(%) 8(21.6%) 4(15.4%) 4(6.2%) 0.157 

Mean PAP at CI 3.0ml/min/m2 

≤18.5mmHg 

(n=20) 

>18.5mmHg 

(n=17) 

p-value 

Ventilator, days  
1.3±1.2 4.0±5.0 0.04 

ICU stay, days  
2.9±2.0 7.2±6.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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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stay, days  
24.4±10.0 31.2±16.0 0.125 

Duration of pleural effusion, 

days 

 
15.9±8.3 22.2±15.0 0.115 

Amount of pleural effusion, 

ml/kg/day 

 
15.6±6.4 22.2±15.0 0.008 

Chylothorax, n (%)  3(15%) 5(29.4%) 0.254 

LCOS including oliguria  0 5(13.5%) 0.014 

Fenestration, n (%)  1(5.0%) 10(58.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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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VP change within postoperative 24hr 

  No Fenestration(n=26) Fenestration(n=11) p-value 

0 hr 14.4±3.3 15.2±2.0 0.307 

1 hr 13.5±2.7 14.3±2.4 0.332 

6 hr 13.6±2.3 16.1±2.9 0.018 

12 hr 12.7±3.0 15.7±3.7 0.031 

18 hr 12.9±2.7 14.9±5.7 0.029 

24 hr 13.7±2.2 14.6±5.4 0.146 

 

 

 

 

 

 

 

 



 

５４ 

 

고찰 

 Intraoperative pulmonary flow study (IOFS)는 Frank Hanley (4, 

5) 등이 pulmonary atresia and ventricular septal defect with 

major aortopulmonary collaterals (PA VSD with MAPCA) 환아들

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대상 환아들에서 폐혈관 저항 및 

폐동맥 압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되었다(8-11). 단심실 환아에

서의 IOFS의 적용은 아주 제한적으로 심도자술을 통한 폐혈관상의 

평가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 두 증례에서 bidirectional 

cavopulmonary shunt (BCS)수술 시 IOFS를 이용해 폐혈관 저항 

및 폐동맥 압력을 재평가 후 BCS를 수행하였음을 보고하였다(6).     

  폰탄 수술에서 IOFS 의 시행을 통해 얻는 이점은 폰탄 수술 시행 

이후의 폐혈관 저항 및 폐동맥 압력, 심실의 혈역학적인 변화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임상의들이 폰탄 수술 전에 심도자술을 통해 폐혈관 

압력, 폐혈관 저항, 심실 이완기말 압력 등의 평가를 면밀히 

시행하지만, 폰탄 수술 이후에 늘어나는 폐동맥 혈류량에 대한 

폐혈관상(pulmonary vascular bed)의 반응, 폰탄 수술 직후 

발생하는 심실 전부하 감소로 인한 심실의 변화에 관련한 반응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폰탄 수술 직후에 전혀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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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탄 수술 전 위험도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는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IOFS 는 폐순환을 separate pump 가 지원하고 있는 상태로 

양심실 순환 상태에서 검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폰탄 수술 이후 

단심실 순환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나, 하대 정맥 혈류의 

분리 후 시행하여, 심실의 전부하가 감소된 상태에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폐동맥 혈류를 폰탄 수술 이후 예상되는 정도까지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폰탄 수술 이후에 pulmonary vascular bed 의 

반응과 심실의 변화에 관련한 반응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IOFS 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폐의 

발생 없이 폐가 완전히 동원되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IOFS 는 일시적으로 심폐기를 멈추고 시행하기 때문에 

심박출량이 낮을 때는 혈역학적으로 환자가 불안정할 수 있어 

압력을 측정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폰탄 환아들에서 휴식시의 심박출량이 3L/min/m2 

정도임을(12)감안하면 IOFS 로 폰탄 수술 직후 폐동맥압과 

심방압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데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IOFS 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폐동맥 혈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창군과 비개창군에서 모두 의미 있게 평균 폐동맥압이 

증가하였으며, 이런 증가 양상은 개창군에서 유의하게 두드러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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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심박출량 지수에 따른 폐동맥압의 변화는 

심박출량 지수가 낮을 때는 (Cardiac index 1.5-2.0 

L/min/m2 )에서는 경폐간압력차에 의한 상승, 심박출량 지수가 높을 

때 (Cardiac index 2.5-3.0 L/min/m2)에서는 심방압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흥미로웠던 점은 개창군 내에서도 수술 중에 개창을 시행한 그룹

과 수술 이후 개창을 시행한 그룹은 경폐간압력차의 변화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비개창군과 수술 후 개창군

은 심박출량 지수에 따른 경폐간압력차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반

면 수술 중 개창군은 다른 두 군과 달리 심박출량 지수 1.5 

L/min/m2에서부터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심박출량 지수가 높

아질수록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었다. 물론 수술 중 개창군에서 단지 

2명만이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에서의 값을 측정할 수 있었

기 때문에 심방압 변화의 경향을 고려했을 때는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에서의 경폐간압력차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술 중 개창군에서는 경폐간압

력차로 대변되는 폐혈관상의 문제와 심방압으로 대변되는 심실 이

완기 장애가 함께 개창의 요인이 되었고, 수술 이후 개창을 시행한 

그룹은 폐혈관상의 문제는 저명하지 않으나 심실 이완기 장애가 주

요한 개창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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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창이 필요한 폰탄 수술 고위험군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로 이소성 증후군, 수술 전 방실 판막 폐쇄 부전, 

심초음파 상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 IOFS 에서 심박출량 

지수 1.5~3.0 L/min/m2 에서의 평균폐동맥압, 심박출량 지수 2.5 와 

3.0 L/min/m2 에서의 심방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변수 

분석에서는 IOFS 상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에서의 평균 

폐동맥압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변수였으며,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에서 평균 폐동맥압 18.5mmHg 을 초과할 때 개창이 

필요한 환자군을 sensitivity 88.9%, sepcificity 73.1%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로 전통적인 폰탄 수술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요인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이런 결과는 단계적인 고식 수술 이후 폰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동맥압과 폐혈관 저항 등을 포함한 많은 위험 

요소들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소견일 수 있다.  

  IOFS 에서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에서의 평균폐동맥압은 

수술 전 위험군 평가 지표와의 상관성 분석에서는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 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폰탄 

순환으로의 전환 시 직후의 심실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심실 전부하의 감소, 심실 단축률의 

보존, 일정한 심실 질량 등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심실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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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증가해야 하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러한 변화를 

보고되었다(13-17) 

폰탄 수술 직후의 심실 벽 두께의 증가가 심실 이완기 말의 

유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전의 보고들은 폰탄 수술 

이후에 심실 이완기의 이상을 지적하고 있다(18-24).  

 결과적으로 심실 전부하의 감소로 인한 심실의 벽 두께의 증가가 

폰탄 수술의 직후에 심실 이완기 장애를 유발하며, 순차적으로 

심방압의 상승 및 폐동맥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술 직후 개창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의미 있는 

이완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25), 이러한 환자군을 폰탄 수술 

전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존 risk score 시스템의 심실 이완기 평가 항목에 따르면 본 

연구 대상자의 대다수인 33 명의 환아는 심실의 후벽 두께가 Z <2 

이하로 저위험군에 포함되었으며, 심실의 후벽 두께가 Z≥2 인 

환아는 단지 4 명뿐으로, 기존의 평가 기준으로는 개창 폰탄이 

필요한 환자군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risk 

score 시스템에서 심실 이완기 평가 항목은 평가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 가 

5.3mm(Z=0.66)이상일 때 민감도 81.8(90)%, 특이도 75% 로 

고위험군 폰탄 대상자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폐혈관 저항과 폐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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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폐동맥 크기와 변형 정도, 심실의 기능, 방실 판막의 역류, 

부정맥 등 폰탄 수술 전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심실 비대가 있는 경우에는 개창 폰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또한 IOFS 는 추가적인 개창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폰탄 수술 이후 경과를 보면 단백소실성 장병증은 개창이 

필요했던 환자군에서만 발생하였고(p=0.025), 시기적으로는 개창이 

자연 폐쇄되었던 때였다. 이는 해당 환아들이 개창이 요구될 정도의 

고위험군 환자였음을 의미하나, 기존의 폰탄 수술 전 평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다. 이는 기존 평가 방법의 

고위험군 예측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며 기존 평가 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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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는 폰탄 수술 중 시행한 폐동맥 혈류 검사가 폰탄 

수술 후의 폐동맥압과 심방압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심박출량 지수 3.0 L/min/m2 에서 평균 폐동맥압은 개창이 

필요한 환자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수로, 이 지표는 폰탄 수술 전 

심실의 후벽 두께 및 Z-score 와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폰탄 수술 전 심실 비대 및 이완기 기능에 대한 주의 깊고 면밀한 

평가는 고위험 폰탄 대상자의 예측 및 이를 통한 치료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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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prediction  

of high risk candidates  

in staged Fonta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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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the era of near-perfect early and mid-term 

outcomes after the Fontan procedure, pre-Fontan risk 

stratification is still less than optimal in terms of the use of 

fenestration. We aimed to determine if the intra-operative 

pulmonary flow study (IOFS) correlates with post-Fontan 

hemodynamics and to   identify high-risk Fontan groups 

requiring fenestration based on IOFS and conventional 

preoperative risk factors. 

Method: IOFS was conducted for 37 patients with extracar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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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it Fontan operation (ECCF). After anastomosing the Gore-

tex vascular graft to the pulmonary artery, IOFS was performed 

through the graft at a flow rate of 1L/min/m2 and upto 4L/min/m2. 

Mean pulmonary artery pressure (mPAP) and atrial pressure 

were recorded. If the mPAP exceeded 20 mmHg at a flow rate 

less than 3L/min/m2, IOFS was discontinued.  

Results: Thirty-seven patients were enrolled for analysis. Fontan 

operation was performed at age of 38.1±4.9 months. Eleven 

patients (29.7%) were performed fenestrated Fontan operation. 

Fenestration was added in 4 patients during Fontan operation 

because the mPAP pressure exceeded 20 mmHg at a flow rate 

less than 3L/min/m2 on IOFS and in 7 patients (21.2%, 7/33) at an 

interval of 0 ~ 6 days after the ECCF for a large amount of 

pleural or peritoneal drainage, tachyarrhythmia, poor urine 

output and metabolic acidosis despite maximum medical 

treatment. Preoperative characteristics, variables obtained from 

cath-lab, echocardiographic variables and IOFS variables were 

analyzed for identifying risk factors of early post-Fontan 

fenestration. Heterotaxy syndrome (P=0.005), atrioventricular 

valvar regurgitation (P=0.04) and ventricle posterior wall 

thickness (P=0.024)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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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estration group and fenestration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ther preoperative variables, and Fontan 

risk score group (P = 0.567). In IOFS, the mPAP according to the 

cardiac index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fenestration group 

compared with the non-fenestration group (P<0.001). On 

multivariable analysis, the mPAP at a cardiac index 3.0L/min/m2 

in IOFS was the only predictor. The mean pulmonary arterial 

pressure at 3.0 L/min/m2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ventricle posterior wall thickness (R=0.543, P=0.001) and Z-

score (R=0.516, P=0.002). 

Conclusions: IOFS may help to predict high-risk Fontan patients. 

The mPAP at 3.0 L/min/m2 was a significant predictor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ventricle posterior wall 

thickness. 

                                                                     

Keyword: Intraoperative flow study, Fontan operation, High-risk 

Fontan group,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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