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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폰탄 수술 후 환자의 

심실 기능과 방실판막 역류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폰탄 수술은 기능적 단심실 환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복합 심기형의 최종적

인 치료법이다. 수술의 발전으로 폰탄 수술 후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

다. 심실 기능 장애와 방실판막 역류 이상은 폰탄 수술 후 환자의 장기적 결

과에 영향을 준다. 폰탄 수술 후 환자의 심실 기능과 방실 판막 역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 위험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폰탄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전체 174명 중 23명에서 심실 기능 부전이 발

생했고, 32명에서 중등도 이상의 방실판막 역류가 발생했다. 폰탄 전환술

(Fontan conversion)을 시행한 환자로 인해 분석한 폰탄 수술은 총 198건이

었다. 

  174명의 폰탄 수술 후 환자와 198건의 폰탄 수술의 임상적 특성을 확인하

고,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후 심실 기능 부전

과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 위험비를 산출했고, 폰탄 수술을 2회 시

행 받은 환자들이 존재하여 개인 내 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프레일티

(Frailty)를 추가한 모형을 사용했다.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방실판막 역류 

발생에 심실 형태에 따른 자유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카플란 마이어의 방법

을 이용하고, 로그순위 검정(Log-rank test)로 검증하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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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실 기능 부전 자유 생존율을 확인했을 때 20년 자유 생존율은 좌심실

(Left ventricle)이 99%, 우심실(Right ventricle)이 71.2%, 공통심실

(Common ventricle)이 69.8%였다. 좌심실 대비 우심실에서 심실 기능 부전 

발생의 위험이 7.09배 높았고, 좌심실 대비 공통심실에서는 발생의 위험이 

8.63배 높았다.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20년 자유 생존율은 좌심실, 우심실, 공통심실

이 97.1%, 73.4%, 47.5%이었다. 좌심실 대비 우심실에서 중등도 이상 방실

판막 역류 발생 위험이 8.57배 높았고, 공통심실은 29.02배 높았다. 

  폰탄 수술 후 환자 중에서도 주심실(Dominant ventricle)이 우심실, 공통

심실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좌심실인 환자보다 심실 기능 부전과 방실판막 역

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조기부터 집중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

★핵심어: 폰탄 수술, 기능적 단심실, 심실 기능 부전, 방실판막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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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기능적 단심실 생리를 가진 환자는 전체 선천성 심장병의 3%를 차지한다

(Overgaard et al., 2011). Fontan과 Baudet이 삼첨판 폐쇄 환자를 위해 

1971년에 처음 시도된 폰탄 술식은 이후 기능적 단심실(Functional single 

ventricle)을 가지는 복잡 심기형의 치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수술법 또한 계

속 발전되어 왔다. 수술의 발전으로 폰탄 수술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

고, 장기 생존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폰탄 환자는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폰탄 수술 후 환자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000~70,000명으로 추산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Rychik 

et al., 2019; 김현정 et al., 2007).

  기능적 단심실로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심실과 판막을 

가지고 있고, 각각 심실과 판막의 모양에 따라 다른 예후를 보이게 된다. 왼쪽

과 오른쪽 심장 구조는 심실, 방실판막, 관상 동맥 공급 등의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압력의 폐순환을 담당하는 우심실은 장기적으로 전신 순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Alsoufi et al., 2016). 

  미국과 캐나다의 평균 연령 11.9세의 폰탄 수술을 한 어린이와 청소년 546

명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횡단면 연구에서 심초음파 결과 28%는 수축기 기

능 장애가 있었고, 72%는 확장기 기능 장애가 있었다(Anderson et al., 

2008). 기능적 단심실 환자의 심실 기능 부전(Ventricular dysfunction)은 

단기 및 장기적인 결과에 명확한 영향을 미친다. 기능적 단심실의 기능 장애

는 무증상적일 수 있으며, 3차 병원에서 정밀 추적 관찰 및 혈역학적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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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Brida, Diller and Gatzoulis, 2018). 

  또한 폰탄 수술 후 환자는 장기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막 질환의 부담

에 직면하게 된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시행된 대규모 폰탄 코호트(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Fontan Registry)에서 방실판막 문제에 대한 

경험을 연구했었다. 이 환자들의 3분의 1이 30세 전까지 방실판막 부전 

(Atrioventricular valve failure)을 경험했고, 불행히도 어린 시절(나이 중앙

값: 8.6세)에 자주 발생했다. 방실판막 부전 환자에서 폰탄 실패(Fontan 

failure) 자유 10년 생존율은 77%, 20년 추적에서 54%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10년 추적에서 94%, 20년 추적에서 77%인 방실판막 문제

가 없는 환자와 비교되는 부분이다(King et al., 2019). 방실판막

(Atrioventricular valve)의 능력은 장기적인 삶의 질과 생존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Cetta and Driscoll, 2019).

  심실 기능 부전과 방실판막 역류의 문제는 폰탄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친

다. 심실 기능 부전과 방실판막 역류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적절한 관리와 추적 관찰을 한다면 폰탄 수술 후 환자의 장기적 예후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 3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에서 폰탄 수술을 받은 후 추적 관찰 

중인 환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심실 기능과 방실판막 역류에 심실 형태가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포함된 폰탄 수술의 특성을 시기별, 수술별로 확인하고,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가 발생한 

환자와 발생하지 않은 환자의 임상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

류 자유 생존율을 확인한다.

셋째, 폰탄 수술을 시행한 날로부터 심실 기능 부전이 발생한 날의 심초음

파 검사일과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가 관찰된 심초음파 검사일을 생존 시

간으로 보고 생존 분석을 통하여 위험도를 비교하고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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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기능적 단심실 (Functional single ventricle)

  기능적 단심실이란 심실이 한 개뿐인 심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좌심실

과 우심실이 균형적으로 발달 되지 않거나, 외과적 치료로 양 심실 교정 수술

이 불가능한 분류에 속하는 다양한 선천성 심장 기형의 집합을 말한다. 

  정상 심장의 순환을 가진 경우 대정맥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서 우심실을 거쳐 산소 공급을 위해 폐동맥을 통해 폐로 전달된다. 폐에서 나

온 혈액은 좌심방과 좌심실을 거쳐 전신에 전달되고 이때의 산소포화도는 96 

이상인 상태이다. 하지만 기능적 단심실을 환자의 경우 체순환(systemic 

blood flow)과 폐순환(pulmonary blood flow)이 심실에서 섞이게 되어 전신

으로 순환될 혈액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게 된다. 폐로 가는 혈류량이 환자마

다 다르므로 차이가 있지만 기능적 단심실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대략 

75~85%로 측정된다. 기능적 단심실 환자가 낮은 산소포화도로 지내지 않기 

위해 단계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폰탄 수술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Rao,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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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폰탄 수술 (Fontan operation)

  폰탄 수술은 전신 순환 후 상하 대정맥을 통해 돌아오는 체정맥 혈류를 바

로 폐동맥으로 흐르도록 하고, 하나의 심실로 전신 혈류의 펌프 역할을 해주

기 위한 수술법을 말한다. 기능적 단심실 환자가 태어난 직후 바로 폰탄 수술

은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인 수술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폰탄 수술이 

된다. 생후 6개월 미만의 환자에게 일차적인 수술이 먼저 진행되는데 폐혈류

가 부족한 경우 체폐 단락 수술을 시행하고, 폐혈류가 증가된 경우 폐동맥을 

부분적으로 조여주는 수술(Pulmonary artery banding)을 시행한다. 나이가 

6개월 이후에서 2세 미만일 때 양 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연결 수술(Bid 

irectional cavopulmonary shunt)을 해준다. 2세 후에 폐동맥이 정상이면 마

지막 단계로 폰탄 수술을 해준다. 드물게 단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수술 위험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초창기 방법으로부터 많은 기술적인 변형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수술 방법

들이 제시되고 있다. 1971년 삼첨판 폐쇄 환자를 위해 처음 시도된 폰탄 술

식은 완전 심방-폐동맥 연결술(Total atriopulmonary connection)이었다. 

이 수술은 장기적으로 우심방이 심하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심방 빈맥의 위험

이 높으며 늘어난 우심방 안에서 혈전이 잘 생겨서 혈전 색전증의 위험이 높

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1980년 후반 경부터 하대정맥으로부터 폐동맥 쪽으로 lateral tunneling 하

는 식의 변형 폰탄 수술법이 개발되어 고전적인 심방-폐동맥 연결술을 대치

하게 되었다. 우심방의 외벽 조직과 인공 조직을 같이 이용하여 하대정맥 혈

류가 곧바로 폐동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터널 모양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

이다. 그러나 이 또한 남아있는 심방 조직이 늘어나면서 심방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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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우심방을 열지 않고 하대정맥으로부터 폐동맥까지 도관을 연결하

는 심외성 폰탄 수술(Extracaridac conduit Fontan operation)이 시행되고 

있다. 수술의 발전으로 폰탄 수술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고, 장기생존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김현정 et al., 2007) (figure 1).

Figure 1. Fontan operation subtypes  

a. Total atriopulmonary connection  b. lateral tunneling  

c. Extracaridac conduit Fontan operation 

RA, Right atrium; RV, Right ventricle; LV, Left ventricle; RPA, Right pulmonary 

artery; SVC, Superior vena cava; ASD, Atrial septal defect; CS, coronary sinus; 

(Reardon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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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폰탄 실패(Fontan failure)

 기능적 단심실 환자가 폰탄 수술로 마지막 교정 단계에 이르렀지만 환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폰탄 실패(Fontan failure)는 심장 

내 해부학의 이질성, 다양한 폰탄 하위 유형 등으로 인해 간단하고 포괄적인 

정의가 어렵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폰탄 코호트에서는 폰탄 실패(Fontan 

failure)를 추적 관찰 시 사망, 심장 이식, 단백질 손실 장병증(Protein 

loosing enteropathy), 뉴욕 심장 협회(New York Heart Association) 기능 

등급 III 또는 IV의 발생 등으로 정의한다. 최근에는 어린 시절의 폰탄 실패

(Fontan failure)가 발생하는 것이 드문 일이 되었고, 그 부담이 성인으로 옮

겨지고 있다. 

폰탄 수술을 완료하고 사망의 위험 요소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온 방실 판

막 역류도 폰탄 실패(Fontan failure)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방실판막 부

전을 경험한 1,199명의 폰탄 환자에 대한 2019년 호주와 뉴질랜드 코호트 

연구는 좋은 판막을 가진 환자에 비해 폰탄 실패의 위험이 두 배였다. 

폰탄 전환술(Fontan conversion)이란 현재의 폰탄 수술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합병증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다시 폰탄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폰탄 실패(Fontan failure) 상태인 환자에서 뿐만 아니라 완전 심방-폐동맥 

연결술(Total atriopulmonary connection), 외측터널(Lateral tunnel)폰탄 

수술과 같은 과거의 수술 방식으로 지내고 있는 환자에게 과거의 수술 방식으

로 오래 지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적절한 시

기에 폰탄 전환술(Fontan conversion)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을 높

이고, 심장 이식의 시행도 줄일 수 있다. (Backer and Mavroudi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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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Figure 2. Diagram of Fontan operatio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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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폰탄 수술 후 상태로 1984년

도 11월 15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의무기록이 확인 가능한 환자 178

명을 대상으로 했다.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전자 의무기록(EMR)과 전자 

의무기록이 시작되기 전(2005년 이전)의 자료는 종이 차트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확인했다. 환자의 인구학적 정보 및 선천성 심장병과 관련된 자료를 

Figure 3.  Diagram of Fontan operation cases 



- 10 -

수집했고, 수술 기록지를 통해 수술 날짜, 수술 유형을 확인했다. 

  환자마다 폰탄 수술 전후의 심초음파검사 간격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수술 

후 시행된 모든 검사 결과 자료를 확인하였다. 심초음파 결과 기록지를 통해 

최초 진단명, 주심실(Dominant ventricle), atrioventricular valve 

morphology, 방실판막 역류 정도(Atrioventricularvalve regurgitation 

grade), 심박출률(Ejection fraction), 이소증(Isomerism), 우심증

(Dextrocardia) 등을 확인했다.

3. 연구 대상

  1984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 178명을 대상으로 했다. 수술 후 다음날 

take down한 환자 1명, 수술 후 추적 관찰 자료가 부족한 환자 3명은 본 연

구에서 제외하고 총 174명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했다. 

  폰탄 실패(Fontan failure)로 인하여 폰탄 전환술(Fontan conversion)을 

시행한 환자가 38명이 있었다. 38명 중에서 14명은 다른 병원에서 첫 번째 

폰탄 수술을 하고 전원된 환자로 다른 병원의 의무기록은 확인할 수 없어 신

촌 세브란스병원의 기록만을 사용해 연구했다. 폰탄 전환술(Fontan 

conversion)을 시행한 38명 중 24명은 첫 번째 수술 후 기록과 폰탄 전환술

(Fontan conversion) 후의 기록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24명은 동일 환

자에서 반복적으로 폰탄 수술을 시행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수술과 관련하여

서는 총 198건의 폰탄 수술 및 전환술을 모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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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변수 및 정의 

가. 종속변수

  심실 기능 부전의 정의는 심실의 기능을 확인하는 심박출율(Ejection fra 

ction)이 심초음파 검사상 40%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정의했고

(Yancy et al., 2013),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의 정의는 방실판막 역류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의 단계(Grading)가 심초음파 검사상 

Grade 3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정의했다(King et al., 2019). 

나. 독립변수

  환자 성별, 폰탄 수술 시행 당시 나이, 최초 진단명, 폰탄 수술 유형, 폰탄 

수술 시 개창 유무, 체순환을 주로 담당하는 심실 형태(Dominant systemic 

ventricle morphology), 판막 형태, 이소증(Isomerism) 종류, 우심증(Dex 

trocardia)을 독립변수로 선정했다. 

  성별은 남, 여로 나누며, 폰탄 수술 시행 당시 나이를 범주화할 경우 2세 

미만, 2세 이상 4세 미만, 4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 4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다. 최초 진단명은 TA (Tricuspid Atresia), DORV (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AVSD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 PA-IVS (Pul 

monary atresia with intact ventricular septum), PA-VSD (Pulmonary 

atresia with ventricular septal defec), HLHS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MA (Mitral atresia), DILV (Double inlet left ventricle), 

TGA (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CC-TGA (Congenitally 

corrected 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로 구분했다. 그 이외의 진

단명은 기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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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탄 수술 유형은 APC (Atriopulmonary connection) 폰탄, LT (Lateral 

tunnel) 폰탄, ECC (Extracardiac conduit) 폰탄으로 분류했다. 본 연구의 

환자에게 APC 폰탄 수술은 1984년 11월 15일부터 1999년 10월 19일까지 

시행되었고, LT 폰탄 수술은 1991년 1월 4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 

시행되었고, ECC 폰탄 수술은 1998년 4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 

시행되었다.

  체순환을 주로 담당하는 심실 형태 (Dominant systemic ventricle mor 

phology)는 좌심실, 우심실, 공통심실로 나누었고 이 외의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했다. 판막 형태는 이첨판(Mitral valve), 삼천판(Tricuspid valve), 공통

방실판막(Common atrioventricular valve), 두 개의 판막을 모두 갖는 형태 

(Two valve)로 나누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했다. 이소증

(Isomerism) 종류는 우이소증(Right isomerism), 좌이소증(left 

isomerism)으로 분류한 후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분류

했다.

다. 사건(Event) 발생과 중도절단(Censored) 처리의 기준 및 생존 시간

(Survival time)의 종료 지점

  폰탄 수술 시행일로부터 심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환자를 추적 관찰했을 때 

심실 기능 부전(Ventricle dysfunction)과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Mod 

erate or severe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가 발생한 날까지의 

시간을 월 단위로 표시하여 종속변수로 했다. 사망과 심장 이식의 경우 중도 

절단 처리했다. 심실 기능 부전(Ventricle dysfunction)과 중등도 이상 방실

판막 역류(Moderate or severe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가 관

찰기간 동안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종 관찰 시점까지의 기간을 추적 

관찰 기간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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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변수를 범주형 변수의 경우 빈

도와 백분율로 산출했고, 연속형 변수의 경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중앙

값과 사분위수 범위로 산출했다. 

  둘째, 심실의 기능 부전과 중등도 방실판막 역류 유무에 따른 임상적 특성 

비교를 위해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하고, 연

속형 변수는 분산분석(ANOVA)시행해 비교, 분석했다. 

  셋째, Un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방실판막 역류 발생 위험비(Hazard ratio)를 산출한 후,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들을 통

제한 후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방실판막 역류 발생 위험비(Hazard ratio)

를 산출했고, 95% 신뢰구간을 제시했다. 폰탄 수술을 2회 시행 받은 환자들

이 존재하여 개인 내 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프레일티(Frailty)를 추가한 모

형을 사용했다.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방실판막 역류 발생에 심실 형태에 

따른 자유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Kaplan-Meier의 방법을 이용하고, 로그

순위 검정(Log-rank test)로 검증했다. 

자료의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를 사용했고,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로 p<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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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

1) 연구 대상의 해부학적 특성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심장 해부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술 전 진

단명을 확인했다. 전체 174명 중 40명이 삼첨판 폐쇄(Tricuspid atresia) 환

자로 가장 많은 분율을 차지했고, 양대혈관우심실기시(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환자는 24명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했다. 세 번째로 많은 환자

는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 with double outlet right ventricle였고 

22명으로 12.6%의 분율을 보였다. Pulmonary atresia with intact 

ventricular septum, Atriovent ricular septal defect, Ebstein anomaly의 

순으로 환자의 분율을 확인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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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tomic diagnosis in Fontan patient

Primary diagnosis N %

TA, TS 40 23.0

DORV 24 13.8

AVSD-DORV 22 12.6

HLHS, MA, MS 10 5.8

PA-IVS 16 9.2

AVSD 15 8.6

Ebstein's anomaly 6 3.5

DILV 9 5.2

TGA 9 5.2

PA-VSD 11 6.3

CC-TGA 4 2.3

Others 8 4.6

Total 174 100.0

Abbreviation: TA, Tricuspid Atresia; DORV, 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AVSD, Atrio 

ventricular septal defect; PA-IVS, Pulmonary atresia with intact ventricular  septum; 

PA-VSD, Pulmonary atresia with ventricular septal defect; HLHS,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MA, Mitral atresia; DILV, Double inlet left ventricle; TGA, Trans 

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CC-TGA, Congenitally corrected 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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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폰탄 수술 종류에 따른 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에서 확인한 전체 폰탄 수술 198건 중 APC 폰탄 수술이 16건(8.1%), 

LT 폰탄 수술은 74건(37.4%), ECC 폰탄 수술은 100건(50.5%), 

Kawashima는 8건(4.0%)이었다. 

  폰탄 수술 시 나이의 중앙값은 APC 폰탄 수술과 LT 폰탄 수술에서는 3세

(사분위수 범위 ±3)였고, ECC 폰탄 수술에서는 4세(사분위수 범위 ±15.5)

였다. 수술 시 나이를 범주로 나눴을 때 APC 폰탄 수술, LT 폰탄 수술에서 

2-3세의 분율이 43.7%와 29.5%로 가장 높았고, ECC 폰탄 수술, 

Kawashima에서는 4-15세에서 41%, 50%로 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 중 

남성은 APC 폰탄 수술에서 43.7%, LT 폰탄 수술에서 58.1%, ECC 폰탄 수

술에서 58.0%, Kawashima에서 24.0%의 분율을 보였다. 

  폰탄 수술의 주심실(dominant ventricle)을 확인했을 때, APC 폰탄 수술

은 좌심실이 8건(50.0%), 우심실이 5건(31.3%), 공통심실이 3건(18.7%)이

었다. LT 폰탄 수술에서는 좌심실이 37건(50.0%), 우심실이 11건(14.9%), 

공통심실이 21건(28.4%)이었다. ECC 폰탄 수술에서는 좌심실이 46건

(46.0%), 우심실이 35건(35.0%), 공통심실이 16건(16.0%)이었다. 

Kawashima에서는 좌심실이 1건(12.5%), 우심실이 1건(12.5%), 공통심실이 

6건(75.0%)이었다.

  각 폰탄 수술의 판막의 형태를 확인했을 때, APC 폰탄 수술에서는 이첨판

이 9건(56.3%), 삼첨판이 3건(18.7%), 공통방실판막이 3건(18.7%)이었고, 

두 개의 판막을 모두 갖는 형태(Two valve)는 1건(6.3%)이었다. LT 폰탄 

수술에서는 이첨판이 32건(43.2%), 삼첨판이 5건(6.8%), 공통방실판막이 

21건(28.4%)이었고, 두 개의 판막을 모두 갖는 형태(Two valve)는 14건

(18.9%)이었다. ECC 폰탄 수술에서는 이첨판이 39건(39.0%), 삼첨판이 18

건(18.0%), 공통방실판막이 17건(17.0%)이었고, 두 개의 판막을 모두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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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Two valve)는 25건(25.0%)이었다. Kawashima에서는 이첨판이 1건

(12.5%), 삼첨판이 1건(12.5%), 공통방실판막이 4건(50.0%)이었고, 두 개

의 판막을 모두 갖는 형태(Two valve)는 1건(12.5%)이었다. 

  APC 폰탄 수술, LT 폰탄 수술, ECC 폰탄 수술에서 이소증이 없는 분율이 

93.8%, 86.5%, 86.0%로 확인됐고, Kawashima의 경우 좌이소증이 75%로 

높은 분율을 보였다. 수술 시 개창은 APC 폰탄 수술의 31.3%, LT 폰탄 수

술의 68.9%, ECC 폰탄 수술의 40.0%에서 시행되었다. 우심증의 경우 APC 

폰탄 수술에서 25.0%, LT 폰탄 수술에서 13.5%, ECC 폰탄 수술에서 

12.0%, Kawashima에서 50.0%의 분율을 보였다. 심장 이식의 경우 APC 폰

탄 수술에서 6.3%, LT 폰탄 수술에서 4.1%, ECC 폰탄 수술에서 2.0%의 분

율을 보였다. 사망의 경우 APC 폰탄 수술에서 6.3%, LT 폰탄 수술에서 

1.4%, ECC 폰탄 수술에서 6.0%, Kawashima에서 25.0%의 분율을 보였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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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on of baseline data by Fontan type 

Variables Fontan type(year) APC(1984-1999) LT(1991-2011) ECC(1998-2020) Kawashima Total

Number of patients(N, %) 16 (8.1%) 74 (37.4%) 100 (50.5%) 8 (4.0%) 198

Age at operation(y, median and IQR) 3 (±3) 3 (±3) 4 (±15.5) 9 (±18.5) 4 (±8)

<2 yrs 2 (12.5%) 20 (27.0%) 3 (3.0%) 1 (12.5%) 26 (13.1%)

2-3 yrs 7 (43.7%) 29 (39.2%) 25 (25.0%) 0 (0.0%) 61 (30.8%)

4-15 yrs 7 (43.7%) 23 (31.1%) 41 (41.0%) 4 (50.0%) 75 (37.9%)

15 yrs< 0 (0.0%) 2 (2.7%) 31 (31.0%) 3 (37.5%) 36 (18.2%)

Male 7 (43.7%) 43 (58.1%) 58 (58.0%) 2 (24.0%) 110 (55.6%)

Dominant ventricle

Left 8 (50.0%) 37 (50.0%) 46 (46.0%) 1 (12.5%) 92 (46.5%)

Right 5 (31.3%) 11 (14.9%) 35 (35.0%) 1 (12.5%) 52 (26.3%)

Common 3 (18.7%) 21 (28.4%) 16 (16.0%) 6 (75.0%) 46 (23.2%)

Other 0 (0.0%) 5 (6.8%) 3 (3.0%) 0 (0.0%) 8 (4.0%)

Abbreviation: APC, Atriopulmonary connection; LT, Lateral tunnel; ECC, Extracardiac cond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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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on of baseline data by Fontan type (continued)

Variables Fontan type(year) APC(1984-1999) LT(1991-2011) ECC(1998-2020) Kawashima Total

Primary diagnosis

TA, TS 4 (25.0%) 17 (23.0%) 23 (23.0%) 0 (0.0%) 44 (22.2%)

DORV 4 (25.0%) 6 (8.1%) 17 (17.0%) 2 (25.0%) 29 (14.7%)

AVSD-DORV 1 (6.25%) 11 (14.9%) 11 (11.0%) 4 (50.0%) 27 (13.6%)

HLHS,MA, MS 1 (6.25%) 1 (1.3%) 8 (8.0%) 0 (0.0%) 10 (5.1%)

PA-IVS 1 (6.25%) 10 (13.5%) 5 (5.0%) 1 (12.5%) 17 (8.6%)

AVSD 1 (6.25%) 10 (13.5%) 5 (5.0%) 1 (12.5%) 17 (8.6%)

Ebstein anomaly 0 (0.0%) 1 (1.3%) 6 (6.0%) 0 (0.0%) 7 (3.5%)

DILV 0 (0.0%) 5 (6.8%) 4 (4.0%) 0 (0.0%) 9 (4.6%)

TGA 2 (12.5%) 2 (2.7%) 7 (7.0%) 0 (0.0%) 11 (5.6%)

PA-VSD 0 (0.0%) 4 (5.4%) 8 (8.0%) 0 (0.0%) 12 (6.1%)

CC-TGA 1 (6.25%) 1 (1.3%) 2 (2.0%) 0 (0.0%) 4 (2.0%)

Other 1 (6.25%) 6 (8.1%) 4 (4.0%) 0 (0.0%) 11 (5.6%)

Abbreviation: TA, Tricuspid Atresia; DORV, 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AVSD, Atrio ventricular septal defect; PA-IVS, Pulmonary atresia with intact 

ventricular  septum; PA-VSD, Pulmonary atresia with ventricular septal defect; HLHS,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MA, Mitral atresia; DILV, Double 

inlet left ventricle; TGA, Trans 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CC-TGA, Congenitally corrected 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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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on of baseline data by Fontan type (continued)

Variables Fontan type(year) APC(1984-1999) LT(1991-2011) ECC(1998-2020) Kawashima Total

Valve morphology

Mitral valve 9 (56.3%) 32 (43.2%) 39 (39.0%) 1 (12.5%) 81 (40.9%)

Tricuspid valve 3 (18.7%) 5 (6.8%) 18 (18.0%) 1 (12.5%) 27 (13.6%)

Common valve 3 (18.7%) 21 (28.4%) 17 (17.0%) 4 (50.0%) 45 (22.7%)

Two valve 1 (6.3%) 14 (18.9%) 25 (25.0%) 1 (12.5%) 41 (20.7%)

Undeterminate 0 (0.0%) 2 (2.7%) 1 (1.0%) 1 (12.5%) 4 (2.0%)

Isomerism

Left 0 (0.0%) 2 (2.7%) 1 (1.0%) 6 (75.0%) 9 (4.6%)

Right 1 (6.2%) 8 (10.8%) 13 (13.0%) 0 (0.0%) 22 (1.1%)

None 15 (93.8%) 64 (86.5%) 86 (86.0%) 2 (25.0%) 167 (84.3%)

Fenestration 5 (31.3%) 51 (68.9%) 40 (40.0%) 1 (12.5%) 97 (49.0%)

Dextrocardia 4 (25.0%) 10 (13.5%) 12 (12.0%) 4 (50.0%) 30 (15.2%)

Heart transplantation 1 (6.3%) 3 (4.1%) 2 (2.0%) 0 (0.0%) 6 (3.0%)

Death 1 (6.3%) 1 (1.4%) 6 (6.0%) 2 (25.0%) 1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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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폰탄 시행 연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에서 확인한 전체 폰탄 수술 198건 중 1984년에서 1990년사이에 시

행된 폰탄 수술은 4건(2.0%), 1991년에서 1999년사이는 65건(32.8%), 

2000년에서 2010년사이는 75건(37.9%), 2011년 이후는 54건(27.3%)이었

다. 

  폰탄 수술 시 나이를 범주로 나눴을 때 1984년에서 1990년사이는 2-3세, 

4-15세의 분율이 50%였고 2세 미만과 16세 이상의 수술은 시행되지 않았

다. 1991년에서 1999년 사이는 2세 미만의 분율이 18.5%, 2-3세 분율이 

38.5%, 4-15세 분율이 40%, 16에 이상이 3.1%였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는 2세 미만의 분율이 18.7%, 2-3세 분율이 22.7%, 4-15세 분율이 

33.3%, 16에 이상이 25.3%였다. 2011년 이후는 2세 미만의 수술은 시행되

지 않았고, 2-3세 분율이 31.5%, 4-15세 분율이 40.7%, 16에 이상이 

27.8%였다. 

  폰탄 수술의 유형에 따라 확인해 보았을 때, 1984년에서 1990년 사이는 

APC 폰탄 수술만 시행되었고, 1991년에서 1999년 사이는 APC 폰탄 수술

이 12건(18.5%), LT 폰탄 수술이 49건(75.4%), ECC 폰탄 수술이 2건

(3.1%), Kawashima가 2건(3.1%) 시행되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는 

APC 폰탄 수술는 시행되지 않았고, LT 폰탄 수술이 24건(32.0%), ECC 폰

탄 수술이 49건(65.3%), Kawashima가 2건(2.7%) 시행되었다. 2011년 이

후는 APC 폰탄 수술은 시행되지 않았고, LT 폰탄 수술이 1건(1.9%), ECC 

폰탄 수술이 49건(90.7%), Kawashima가 4건(7.4%) 시행되었다.

  주심실(dominant ventricle)을 확인했을 때, 1984년에서 1990년 사이는 

좌심실이 2건(50.0%), 우심실이 1건(25.0%), 공통심실이 1건(25.0%)이었

다. 1991년에서 1999년 사이는 좌심실이 29건(44.6%), 우심실이 13건

(20.0%), 공통심실이 19건(29.2%)이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는 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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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39건(52.0%), 우심실이 19건(25.3%), 공통심실이 13건(17.3%)이었

다. 2011년 이후는 좌심실이 22건(40.7%), 우심실이 19건(35.2%), 공통심

실이 13건(24.1%)이었다.

  각 폰탄 수술의 판막의 형태를 확인했을 때, 1984년에서 1990년 사이는 

이첨판이 3건(75.0%), 공통방실판막이 1건(25.0%)이었고, 1991년에서 

1999년 사이는 이첨판이 25건(38.5%), 삼첨판이 8건(12.3%), 공통방실판

막이 18건(27.7%)이었고, 두 개의 판막을 모두 갖는 형태는 11건(16.9%)이

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는 이첨판이 34건(45.3%), 삼첨판이 11건

(14.7%), 공통방실판막이 14건(18.7%)이었고, 두 개의 판막을 모두 갖는 형

태는 15건(20.0%)이었다. 2011년 이후는 이첨판이 19건(35.2%), 삼첨판이 

8건(14.8%), 공통방실판막이 12건(22.2%)이었고, 두 개의 판막을 모두 갖

는 형태는 15건(27.8%)이었다. 

  1984년에서 1990년 사이에서 이소증이 없는 경우가 4건(100%)이었고, 

1991년에서 1999년 사이는 좌이소증은 3건(4.6%), 우이소증은 8건

(12.3%), 이소증이 없는 경우가 54건(83.1%)이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는 좌이소증은 2건(2.7%), 우이소증은 8건(10.7%), 이소증이 없는 경우

가 65건(86.7%)이었다. 2011년 이후는 좌이소증은 4건(7.4%), 우이소증은 

6건(11.1%), 이소증이 없는 경우가 44건(81.5%)이었다. 

  수술 시 개창은 1984년에서 1990년 사이에서 1건(25.0%), 1991년에서 

1999년 사이는 35건(53.9%),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는 36건(48.0%), 

2011년 이후는 25건(46.3%)이 시행되었다. 

  우심증의 경우 1984년에서 1990년 사이에서 1건(25.0%), 1991년에서 

1999년 사이는 10건(15.4%),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는 12건(16.0%), 

2011년 이후는 7건(13.0%)이었다. 심장 이식의 경우 1984년에서 1990년 

사이에서는 없었고, 1991년에서 1999년 사이는 3건(4.6%), 200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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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이는 2건(2.7%), 2011년 이후는 1건(1.9%)이 시행되었다. 사망

의 경우 1984년에서 1990년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1991년에서 

1999년 사이는 3건(4.6%),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는 6건(8.0%), 2011

년 이후는 1건(1.9%)이 시행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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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on of baseline data by Fontan operation year

Year
Variables N % N % N % N % N %

Number of patients 4 2.0 65 32.8 75 37.9 54 27.3 198 100.0
Age at operation

<2 yrs 0 0.0 12 18.5 14 18.7 0 0.0 26 13.1
2-3 yrs 2 50.0 25 38.5 17 22.7 17 31.5 61 30.8
4-15 yrs 2 50.0 26 40.0 25 33.3 22 40.7 75 37.9
15 yrs< 0 0.0 2 3.1 19 25.3 15 27.8 36 18.2

Male 2 50.0 33 50.8 46 61.3 29 53.7 110 55.6
Fontan type

APC 4 100.0 12 18.5 0 0.0 0 0.0 16 8.1
LT 0 0.0 49 75.4 24 32.0 1 1.9 74 37.4
ECC 0 0.0 2 3.1 49 65.3 49 90.7 100 50.5
Kawashima 0 0.0 2 3.1 2 2.7 4 7.4 8 4.0

Dominant ventricle
Left 2 50.0 29 44.6 39 52.0 22 40.7 92 46.5
Right 1 25.0 13 20.0 19 25.3 19 35.2 52 26.3
Common 1 25.0 19 29.2 13 17.3 13 24.1 46 23.2
Other 0 0.0 4 6.2 4 5.3 0 0.0 8 4.0

1984-1990 1991-1999 2000-2010 2011-        Total        

Abbreviation: APC, Atriopulmonary connection; LT, Lateral tunnel; ECC, Extracardiac cond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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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on of baseline data by Fontan operation year (continued)

Year
Variables N % N % N % N % N %

Primary diagnosis
TA, TS 2 50.0 14 21.5 14 18.7 14 25.9 44 22.2
DORV 1 25.0 10 15.4 11 14.7 7 13.0 29 14.7
AVSD-DORV 0 0.0 9 13.9 10 13.3 8 14.8 27 13.6
HLHS,MA, MS 0 0.0 2 3.1 3 4.0 5 9.3 10 5.1
PA-IVS 0 0.0 5 7.7 10 13.3 2 3.7 17 8.6
AVSD 0 0.0 10 15.4 3 4.0 4 7.4 17 8.6
Ebstein anomaly 0 0.0 1 1.5 6 8.0 0 0.0 7 3.5
DILV 0 0.0 2 3.1 4 5.3 3 5.6 9 4.6
TGA 0 0.0 4 6.2 3 4.0 4 7.4 11 5.6
PA-VSD 0 0.0 3 4.6 5 6.7 4 7.4 12 6.1
CC-TGA 0 0.0 1 1.5 2 2.7 1 1.9 4 2.0
Other 1 25.0 4 6.2 4 5.3 2 3.7 11 5.6

1991-1999 2000-2010 2011-        Total        1984-1990

Abbreviation: TA, Tricuspid Atresia; DORV, 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AVSD, Atrio ventricular septal defect; PA-IVS, Pulmonary atresia with intact 

ventricular  septum; PA-VSD, Pulmonary atresia with ventricular septal defect; HLHS,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MA, Mitral atresia; DILV, Double 

inlet left ventricle; TGA, Trans 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CC-TGA, Congenitally corrected 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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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on of baseline data by Fontan operation year (continued)

Year
Variables N % N % N % N % N %

Valve morphology
Mitral valve 3 75.0 25 38.5 34 45.3 19 35.2 81 40.9
Tricuspid valve 0 0.0 8 12.3 11 14.7 8 14.8 27 13.6
Common valve 1 25.0 18 27.7 14 18.7 12 22.2 45 22.7
Two valve 0 0.0 11 16.9 15 20.0 15 27.8 41 20.7
Undeterminate 0 0.0 3 4.6 1 1.3 0 0.0 4 2.0

Isomerism
Left 0 0.0 3 4.6 2 2.7 4 7.4 9 4.6
Right 0 0.0 8 12.3 8 10.7 6 11.1 22 11.1
None 4 100.0 54 83.1 65 86.7 44 81.5 167 84.3

Fenestration 1 25.0 35 53.9 36 48.0 25 46.3 97 49.0
Dextrocardia 1 25.0 10 15.4 12 16.0 7 13.0 30 15.2
Heart transplantation 0 0.0 3 4.6 2 2.7 1 1.9 6 3.0
Death 0 0.0 3 4.6 6 8.0 1 1.9 10 5.1

1984-1990 1991-1999 2000-2010 2011-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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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술 관련 변수에서 심실 기능 부전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확인한 폰탄 수술은 총 198건으로 그중 26건이 심실 기능 부

전이 발생했으며, 전체 폰탄 수술 중 13.1%를 차지했다. 폰탄 수술 후 심실 

기능 부전이 발생하지 않은 172건의 수술과 발생한 26건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Table4).

  심실 기능 부전 발생군은 비발생군과 비교했을 때 수술 시 나이의 중앙값이 

발생군에서 더 컸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212). 나이를 4개의 범주

로 분류했을 때 심실 기능 부전은 발생군과 비발생군에서 모두 4세 이상에서 

15세 이하 집단에서 분율이 높았다. 수술 시 나이를 범주화한 변수에서 심실 

기능 부전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230). 폰탄 수술 

방식의 경우에는 APC술식이 발생군에서는 11.5%, 비발생군에서는 7.6%로 

차이가 있었고, LT술식에서는 발생군이 30.8%, 비발생군이 38.4%였다. 

ECC술식은 발생군이 42.3%, 비발생군이 51.7% 였으며 Kawashima에서는 

발생군이 15.4%, 비발생군이 2.3%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266). 폰

탄 수술 시 개창 실시 여부에 따른 심실 기능 부전 발생 여부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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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entricle dysfunction comparison of baseline characteristic 

for operation data

Median/N IQR/% Median/N IQR/% Median/N IQR/%

4 8 8 6.5 4 13 0.0212
<2 yrs 26 13.1 3 11.5 23 13.4 0.2230
2-3 yrs 61 30.8 4 15.4 57 33.1
4-15 yrs 75 37.9 12 46.2 63 36.6
15 yrs < 36 18.2 7 26.9 29 16.9

APC 16 8.1 3 11.5 13 7.6 0.0266
LT 74 37.4 8 30.8 66 38.4
ECC 100 50.5 11 42.3 89 51.7
Kawashima 8 4.0 4 15.4 4 2.3

Absent 101 51.0 15 57.7 86 50 0.6025
Present 97 49.0 11 42.3 86 50

Ventricle Dysfunction (EF≤40%)

Yes (N=26) No (N=172)

Fenestration

Total  (N=198)

Age at operation

Fontan type

P-value

Abbreviation: APC, Atriopulmonary connection; LT, Lateral tunnel; ECC, Extracardiac 

              cond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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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 관련 변수에서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

성

  폰탄 수술 총 198건 중 32건의 자료에서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가 발

생했으며, 전체 폰탄 수술 중 16.2%를 차지했다. 폰탄 수술 후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가 발생하지 않은 166건과 발생한 32건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Table5).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군은 비발생군과 비교했을 때 수술 시 나이

의 중앙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651). 나이를 범주화 

했을때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는 모두 4세 이상에서 15세 이하 집단에서 

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316). 폰탄 수술 방

식의 경우 Kawashima에서만 발생군이 12.5%, 비발생군이 2.4%의 차이를 

보였고 LT 술식에서는 발생군이 37.5% 비발생군이 37.4%로 비슷한 분율을 

보였으며, ECC 술식에서도 발생군과 비발생군에서 50%와 50.6%로 비슷한 

분율을 보였다. APC 술식에서 발생군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폰탄 수술 방식에 

따른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58). 폰탄 수술 시 개창 실시 여부에 따른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

류 발생 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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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derate or severe AVVR comparison of baseline charact 

eristic for operation data

Median/N IQR/% Median/N IQR/% Median/N IQR/%

4 8 5 7.5 4 7 0.2651
<2 yrs 26 13.1 4 12.5 22 13.3 0.2316
2-3 yrs 61 30.8 6 18.8 55 33.1
4-15 yrs 75 37.9 17 53.1 58 34.9
15 yrs < 36 18.2 5 15.6 31 18.7

APC 16 8.1 0 0 16 9.6 0.0258
LT 74 37.4 12 37.5 62 37.4
ECC 100 50.5 16 50 84 50.6
Kawashima 8 4.0 4 12.5 4 2.4

Absent 101 51.0 18 56.2 83 50 0.6495
Present 97 49.0 14 43.8 83 50

Moderate or severe AVVR

Yes (N=32) No (N=166)

Age at operation

P-value

Fenestration

Total  (N=198)

Fontan type

Abbreviation: AVVR,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 APC, Atriopulmonary         

               connection; LT, Lateral tunnel; ECC, Extracardiac cond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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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실 기능 부전 유무에 따른 환자의 일반적 특성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174명으로 그중 23명이 심실 기능 부전이 발

생했으며, 이는 전체 폰탄 환자 중 13.2%를 차지했다. 폰탄 수술 후 심실 기

능 부전이 발생하지 않은 151명과 발생한 23명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석

했다(Table6).

  주심실(Dominant ventricle)의 경우 우심실과 공통심실에서 발생군의 분율

이 비발생군 보다 높았으며 좌심실은 비발생군이 발생군보다 높은 분율을 보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27). 판막 형태의 경우 삼첨판과 공통방실

판막에서 발생군이 비발생군보다 분율이 높았고, 이첨판에서는 비발생군의 분

율이 발생군의 분율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244). 

  성별의 경우에는 심실 기능 부전 발생군과 비발생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1805). 이소증의 종류에 따른 발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p=0.0803), 우심증 여부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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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N % N %

Male 97 55.7 16 69.9 81 53.6
Female 77 44.3 7 30.4 70 43.4

Left 84 48.3 4 17.4 80 53
Right 44 25.3 9 39.1 35 23.2
Common 38 21.8 10 43.5 28 18.5
Other 8 4.6 0 0 8 5.3

Mitral valve 71 40.8 5 21.7 66 43.7
Tricuspid valve 22 12.6 4 17.4 18 11.9
Common valve 37 21.3 10 43.5 27 17.9
Two valve 40 23.0 3 13 37 24.5
Other 4 2.3 1 4.4 3 2

Left 8 4.6 3 13 5 3.3
Right 18 10.3 1 4.4 17 11.3
None 148 85.1 19 82.6 129 85.4

No 150 86.2 18 78.3 132 87.4
Yes 24 13.8 5 21.7 19 12.6

Sex

Total (N=174)
Ventricle Dysfunction (EF≤40%)

P-value

0.0027

Yes (N=23) No (N=151)

0.3250

0.0803

Dextrocardia

Isomerism

Valve morphology

0.0244

0.1805

Dominant ventricle

Table 6. Ventricle dysfunction comparison of baseline characteristic 

for clinicopathological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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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 유무에 따른 환자의 일반적 특성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 총 174명 중 29명이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폰탄 환자 중 16.7%를 차지했다. 폰탄 수술 후 중등

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가 발생하지 않은 145명과 발생한 29명의 일반적 특

성을 비교 분석했다(Table7).

  주심실(Dominant ventricle)의 경우 공통심실에서 발생군의 분율이 

62.1%, 비발생군의 분율은 13.8%로 40% 이상 차이가 났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p<.0001). 판막 형태의 경우 공통방실판막에서 발생군이 비발

생군보다 분율이 높았고, 이첨판과 삼첨판에서는 비발생군의 비율이 발생군의 

분율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001).

  이소증의 좌이소증, 우이소증에서 발생군의 비율이 비발생군보다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p<.0001). 성별과 우심증 여부는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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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N % N %

Male 97 55.7 11 37.9 86 59.3 0.0560
Female 77 44.3 18 62.1 59 40.7

Left 84 48.3 2 6.9 82 56.5 <.0001
Right 44 25.3 8 27.6 36 24.8
Common 38 21.8 18 62.1 20 13.8
Other 8 4.6 1 3.4 7 4.8

Mitral valve 71 40.8 2 6.9 69 47.6 <.0001
Tricuspid valve 22 12.6 2 6.9 20 13.8
Common valve 37 21.3 18 62.1 19 13.1
Two valve 40 23.0 6 20.7 34 23.4
Other 4 2.3 1 3.4 3 2.1

Left 8 4.6 5 17.2 3 2.1 <.0001
Right 18 10.3 9 31 9 6.2
None 148 85.1 15 51.7 133 91.7

No 150 86.2 22 75.9 128 88.3 0.1348
Yes 24 13.8 7 24.1 17 11.7

Total (N=174)
Moderate or severe AVVR

P-value

Sex

Isomerism

Dextrocardia

Yes (N=29) No (N=145)

Dominant ventricle

Valve morphology

Table 7. Moderate or severe AVVR comparison of baseline 

characteristic for clinicopathological feature

Abbreviation: AVVR,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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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폰탄 수술 후 환자에서 심실 기능 부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폰탄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심실 기능 부전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변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Log rank test와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로 

분석한 결과이다. 

  심실 기능 부전 자유 생존율을 확인했을 때, 5년 자유 생존율을 좌심실, 우

심실, 공통심실 순으로 97.7%, 85.7%, 91.3%이고 10년 자유 생존율은 

97.7%, 82.7%, 85.2%였다. 20년 자유 생존율은 90%, 71.2%, 69.8%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Log rank test, p=0.0024)(Fig 4).

  프레일티(Frailty)를 추가한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univariable과 multivariable로 분석하여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의 상대 

위험도를 확인해 보았다(Table 8). 

  Un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에서 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주심실(Dominant ventricle)에서 좌심실 대비 우심실에서 심실 기능 

부전 발생의 위험이 5.40배(95% CI:1.75-16.67) 높았고, 좌심실 대비 공통

심실에서는 발생의 위험이 4.72배(95% CI:1.51-14.78) 높았다. 2세 이상 3

세 이하 대비 4세 이상 15세 이하에서 발생 hazard가 3.41배(95% 

CI:1.00-11.67)였고, 16세 이상에서 발생 hazard가 6.08배(95% 

CI:1.57-23.54)였다.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분석한 결과 다른 변수

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95% 

CI:0.09-1.08). 주심실(Dominant ventricle)의 경우 좌심실 대비 우심실에

서 발생의 위험이 7.09배(95% CI:1.75-28.63) 높았고, 좌심실 대비 공통심

실에서는 발생의 위험이 8.63배(95% CI:1.71-43.51)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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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했다. 이소증이 없는 집단 대비 좌이소증(95% CI:0.02-15.61)과 

우이소증(95% CI:0.01-1.63)에서 심실기능부전이 발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심증 환자에서 심실 기능 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95% CI:0.33-5.13). 수술 시행 당시 나이를 범주로 

나눈 후 비교했을 때 심실 기능 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2세 이상 3세 이하 대비 4세 이상 15세 이하 95% 

CI:0.71-15.46, 16세 이상 95% CI:0.79-39.21). 폰탄 수술 종류에 따라 

심실 기능 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ECC 폰

탄 수술 대비 APC 폰탄 수술 95% CI:0.16-6.91, LT 폰탄 수술 95% 

CI:0.10-2.33, Kawashima 95% CI:0.23- 114.23). 수술 시 개창을 시행

하지 않은 환자 대비 시행한 환자에서는 심실 기능 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HR=0.95, 95% CI: 0.3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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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Kaplan-Meier curve demonstrating ventricle dysfunction free 

survival by type of dominant ventricle

Figure 5. Kaplan-Meier curve demonstrating more than moderate AVVR free 

survival by type of dominant ventr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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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x proportional for ventricle dysfunction

Hazard ratio 95% CI Hazard ratio 95% CI

Male 1.00 1.00
Female 0.52 0.21-1.26 0.31 0.09-1.08

Left 1.00 1.00
Right 5.40 1.75-16.67 7.09 1.75-28.63
Common 4.72 1.51-14.78 8.63 1.71-43.51
Other - N/A* - N/A*

Left 3.97 0.96-16.46 0.61 0.02-15.61
Right 0.33 0.04-2.61 0.13 0.01-1.63
None 1.00 1.00

No 1.00 1.00
Yes 1.84 0.67-5.06 1.30 0.33-5.13

<2 yrs 1.26 0.25-6.36 1.00 0.15-6.62

2-3 yrs 1.00 1.00

4-15 yrs 3.41 1.00-11.67 3.32 0.71-15.46

15 yrs < 6.08 1.57-23.54 5.56 0.79-39.21

APC 0.69 0.16-2.95 1.03 0.16-6.91
LT 0.35 0.12-1.00 0.47 0.10-2.33
ECC 1.00 1.00
Kawashima 6.23 1.41-27.48 5.17 0.23-114.23

Absent 1.00 1.00
Present 0.63 0.27-1.45 0.95 0.30-2.98

Ventricular dysfunction (EF≤40%) (N=198)

Fontan type

Fenestration

Univariable Multivariable
Variables

Sex

Dominant ventricle

Isomerism

Dextrocardia

Age at operation

Abbreviation: AVVR,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 APC, Atriopulmonary 
connection; LT, Lateral tunnel; ECC, Extracardiac coduit; N/A, Not available
* There was no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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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폰탄 수술 후 환자에서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폰탄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Kaplan-Meier 생존 곡선과 로그순위 검정법

(Log rank test)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변수를 보정한 상대 위험도를 확인하

기 위해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을 시행했다.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자유 생존율을 좌심실, 우심실, 공통심실 순으로 

확인했을 때, 5년 자유 생존율은 98.8%, 93.5%, 72.6%이고, 10년 자유 생

존율은 98.8%, 91.1%, 64.1%였고, 20년 자유 생존율은 97.1%, 73.4%, 

46.8%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Log rank test, p<0.0001)(Fig 5).

  프레일티(Frailty)를 추가한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univariable과 multivariable로 분석하여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의 상대 

위험도를 확인해 보았다(Table 9). 

  Un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에서 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Dominant ventricle에서 좌심실 대비 우심실에서 중등도 이상 방실

판막 역류 발생의 위험이 11.50배(95% CI:2.34-56.46) 높았고, 좌심실 대

비 공통심실에서는 발생의 위험이 31.91배(95% CI:7.01-145.20) 높았다. 

이소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우이소증에서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가 발생

할 위험이 12.77배(95% CI:3.41-47.81) 높았고, 우이소증은 6.69배(95% 

CI:2.56- 17.49) 높았다. 2세 이상 3세 이하 대비 4세 이상 15세 이하에서 

발생 hazard가 3.01배 (95% CI:1.07-8.43)였다.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분석한 결과 다른 변수

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의 경우 성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95% CI:0.52-4.50). 주심실(Dominant ventricle)에서 좌심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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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우심실에서 hazard가 8.57배(95% CI:1.51-48.58)이었으며, 좌심실 

대비 공통심실에서는 hazard가 29.02배(95% CI:4.80-175.34)이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소증이 없는 집단 대비 좌이소증(95% 

CI:0.27-27.58)과 우이소증(95% CI:0.37-5.97)에서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심증 환자에서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95% CI:0.30- 

4.15). 수술 시 나이를 범주로 나눈 후 비교했을 때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

류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세 이상 3세 이하 대비 2

세 미만 95% CI:0.19-6.88, 4세 이상 15세 이하 95% CI:0.52-7.56, 16

세 이상 95% CI:0.15-5.01). 폰탄 수술 종류에 따라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ECC 폰탄 수술 대비 LT 

폰탄 수술 95% CI:0.07- 1.09, Kawashima 95% CI:0.08- 10.46). 수술 

시 개창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대비 시행한 환자에서는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95% CI:0.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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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x proportional analysis for moderate or severe AVVR

Hazard ratio 95% CI Hazard ratio 95% CI

Male 1.00 1.00
Female 2.04 0.93-4.49 1.53 0.52-4.50

Left 1.00 1.00
Right 11.50 2.34-56.46 8.57 1.51-48.58
Common 31.91 7.01-145.20 29.02 4.80-175.34
Other 4.80 0.39-59.00 2.01 0.08-49.03

Left 12.77 3.41-47.81 2.71 0.27-27.58
Right 6.69 2.56-17.49 1.48 0.37-5.97
None 1.00 1.00

No 1.00 1.00
Yes 1.74 0.66-4.58 1.11 0.30-4.15

<2 yrs 0.98 0.24-4.00 1.14 0.19-6.88
2-3 yrs 1.00 1.00
4-15 yrs 3.01 1.07-8.43 1.98 0.52-7.56
15 yrs < 2.06 0.56-7.55 0.87 0.15-5.01

APC - N/A* - N/A*

LT 0.44 0.18-1.04 0.28 0.07-1.09
ECC 1.00 1.00
Kawashima 4.89 1.20-19.91 0.88 0.08-10.46

Absent 1.00 1.00
Present 0.66 0.30-1.43 0.78 0.27-2.21

Fenestration

Moderate or severe AVVR (N=198)

Variables
Univariable Multivariable

Sex

Dominant ventricle

Isomerism

Dextrocardia

Age at operation

Fontan type

Abbreviation: AVVR,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 APC, Atriopulmonary conn    
               ection; LT, Lateral tunnel; ECC, Extracardiac coduit; N/A, Not available

* There was no observation



- 42 -

Ⅴ. 고 찰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1984년도 11월 15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세브란스병원

에서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폰탄 수술 후 환자 174명의 자료를 확인했

다. 시행된 198건의 폰탄 수술을 폰탄 수술 유형별, 수술 시행 연도별로 분석

해보았고, 폰탄 수술 이후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  

유무에 따라 대상자들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 변수를 정리한 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또한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전체 폰탄 환자 174명 중 23명에서 심실 기능 부전이 발생했다. 

심실 기능 부전 20년 자유 생존율은 좌심실이 99%, 우심실이 71.2%, 공통심

실이 69.8%였다. 좌심실 대비 우심실에서 심실 기능 부전 발생의 위험이 

7.09배 높았고, 좌심실 대비 공통심실에서는 발생의 위험이 8.63배 높았다. 

  University of Michigan의 636개 폰탄 수술에 대한 15년 추적 관찰 결과 

단기, 장기 생존율은 심실의 해부학적 구조와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

의 추적 중앙값 기간은 15개월(범위 0~173개월)에 불과했다(Hirsch et al., 

2008). Milwau-kee의 그룹은 폰탄 시술을 받은 256명 환자를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했다. 이 연구 또한 심실 형태가 폰탄 실패(Fontan failure)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Tweddell et al., 2009). 그러나 

Mayo Clinic의 폰탄 환자 연구에서 폰탄 수술을 버티지 못하고 수술을 제거

하거나 심장 이식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자유 생존율을 확인했을 때 좌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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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심실보다 자유 생존율이 더 높았다(Julsrud et al., 2000). 이는 좌심실보

다 우심실에서 심실기능부전이 더 많이 발생하는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전체 폰탄 수술 후 환자 174명 중 29명에서 중등도 이상 방

실판막 역류가 발생했다.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20년 자유 생존율은 좌

심실, 우심실, 공통심실이 97.1%, 73.4%, 47.5%이었다. 이는 미시간대학의 

폰탄 환자 연구에서 중등도 방실판막 역류 20년 자유 생존율 89%, 65%, 

54%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Moon et al., 2020).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

류의 상대 위험도는 좌심실 대비 우심실에서 위험이 8.57배 높았고, 공통심실

은 29.02배 높았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심실의 형태가 판막 역류에 예후

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확인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폰탄 코호트 연

구에서 이소증이 있는 경우 중등도 이상의 방실판막 역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

았다(Ki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좌이소증과 우이소증이 있을 경우 

중등도 방실판막 역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이상의 방실판막 역류를 분석한 각각의 multivari 

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에서 APC 폰탄 수술과 

LT 폰탄 수술의 경우 ECC 폰탄 수술에 비해 위험도가 낮거나 비슷했다. 폰

탄 수술 초기에는 주로 우세좌심실(left dominant ventricle)의 환자에서 폰

탄 수술이 시행되었었고, 우세우심실(right dominant ventricle)환자의 수술

이 1990년대에 20%에서 2011년 이후 35.2%로 크게 증가했다(Table 3). 

과거의 수술 방식인 APC 폰탄 수술과 LT 폰탄 수술이 가장 최근 수술 방식

인 ECC 폰탄 수술에 비해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위험

도가 낮았던 이유는 심실 기능과 방실판막 역류에 유리한 좌심실의 비율이 과

거 APC 폰탄 수술, LT 폰탄 수술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폰탄 수

술을 연도별로 나누어 빈도를 확인했을 때에도 우심실과 공통심실환자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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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APC 폰탄 수술이나 LT 폰탄 수술을 

하고 심실 기능이 나빠지거나 방실판막 역류가 심해지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너무 나빠지기 전에 ECC 폰탄 수술로 폰탄 전환술(Fontan conversion)을 

시행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APC 폰탄 수술과 LT 폰탄 수술에

서 발생 위험이 낮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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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점

  이 연구에서는 후향적으로 확인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만으로 심실 기능과 

판막 역류를 평가하였으나, 기능적 단심실 환자에서 심초음파를 통한 심실 기

능 평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립된 가이드 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기공명영상(MRI) 및 심도자검사(cardiac catheterization)등 심초음파 검

사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영상 검사의 결과가 필요하다.

  또한 폰탄 수술 후 심실 기능 부전 중앙 생존 시간(medial survival time)

이 47개월이었고,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의 경우 57개월임을 감안했을 

때 최근 수술한 환자의 경우 추적 관찰 시간의 짧기 때문인지 아니면 수술 방

식 및 환자 치료의 발전 때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상 질환의 희소성을 감안하면(미국 기준 1만명 당 5.3명 발생) 비교적 

큰 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 기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심실 기능 부

전 및 중등도 방실판막 역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많은 다양한 지표들

을 찾기에는 환자 수가 부족했다. 이에 국내 다기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보

다 많은 환자에서의 위험 요인을 분석한다면 다른 나라의 코호트와 비교해보

는 등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실 기능 부전이나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가 발생한 환자들은 해당 증

상을 조절하기 위해 이뇨제와 강심제 등 다양한 약물을 복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이를 변수로 놓고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또는 심실 기능 부전이 발생한 환자에서 약제가 투여되었

기에 약물치료의 예방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있어 본연구의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폰탄 수술 후 환자 치료의 시기적 변화를 감안하면 더

욱더 분석이 어려워 이는 잘 설계된 전향적 다기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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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30년이 넘는 장기추적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치료의 발전이나 

특정 환자의 장기 생존 등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으로 인하여 분석 결과가 실

제와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분석(period 

analysis)을 적용한 생존 분석을 추가한다면 보다 정확한 검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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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폰탄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이상 

방실판막 역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심실 기능 부전과 중등도 이상 방실판

막 역류 발생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비교하고, 위험도(Hazard ratio)와 자유 

생존율을 비교했다. 

  전체 폰탄 수술 환자에서 좌심실 대비 우심실, 공통심실에서 심실 기능 부

전과 중등도 이상의 방실판막 역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폰탄 수술이 기능적 단심실 환자에서 마지막 단계의 수술이라 생각하지만 

정상 심장을 가진 사람과 다르게 기능적 단심실만으로 체순환을 감당 해야하

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심실 기능은 저하되고 방실판막 역류는 진행될 것

이다. 특히 폰탄 수술 후 환자 중에서도 주심실이 우심실, 공통심실인 환자들

의 경우에는 주심실이 좌심실인 환자보다 심실 기능 부전과 방실판막 역류 발

생 위험이 더욱 높으므로 조기부터 집중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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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ntan procedure is the ultimate treatment for the various 

complex heart types that patients with functional single ventricle have. 

With the development of surgery, the survival rate of patients after 

the Fontan procedure is increasing, and the long-term survival rate is 

also increasing. Since functional single ventricle patients will have 

various cardiac morphologies, we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factors that affect ventricular function and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 which a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prognosis of 

Fontan procedur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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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nalyzed patients who underwent Fontan procedure from 1985 to 

2020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From the day the Fontan 

procedure was performed, 23 out of 174 patients developed ventricular 

dysfunction, and 32 experienced moderate or severe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 A total of 198 Fontan procedures were analyzed 

due to patients who underwent Fontan conversion.

  After confirming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174 patients after the 

Fontan procedure and 198 Fontan procedures and adjusting the 

independent variables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the 

hazard ratio between ventricular dysfunction and moderate or severe 

ventricular regurgitation was determined. We calculated that there 

were patients who underwent the Fontan procedure twice, and we 

used a model with the addition of frailty to account for 

intra-individual correlation.  

  The free survival rate for 20 years was 99% for the left ventricle, 

71.2% for the right ventricle, and 69.8% for the common ventricle. 

The hazard ratio of ventricular dysfunction of the right ventricle to 

the left ventricle was 7.09, and the hazard ratio of the common 

ventricle to the left ventricle was 8.63.

  The 20-year free survival rates for moderate to severe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 were 97.1%, 73.4%, and 47.5% for 

left ventricle, right ventricle, and common ventricle. The 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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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oderate to severe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 of the right 

ventricle to the left ventricle was 8.57, and the hazard ratio of the 

common ventricle to the left ventricle was 29.02. The risk of 

ventricular dysfunction and moderate to severe atrioventricular valve 

regurgitation was higher in the right ventricle and common ventricle 

compared to the left ventricle in all Fontan surgery patients.

  Even after Fontan procedure, patients with dominant ventricle of 

right ventricle and common ventricle have a higher risk of ventricular 

dysfunction and ventricular regurgitation than patients with left 

ventricle, so intensive follow-up from an early stage will be nee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