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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막 섬모체광응고술 후 아메드밸브삽입술의 수술 결과 

Surgical Outcomes of the Ahmed Valve Implantation Following Trans-scleral 
Cyclophotocoa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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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termine the intraocular pressure (IOP) lowering effect and complications of Ahmed valve implantation (AGV) in 
patients who underwent cyclophotocoagulation (CPC).
Methods: Patients who underwent AGV after CPC in group 1, those who underwent CPC after AGV in group 2, and patients who 
underwent repeated CPC in group 3 were included in this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Changes in IOP, number of glauco-
ma eye drops, and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ere analyzed before and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and 12 
months after surgery,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were analyzed.
Results: Eight patients in group 1, 10 patients in group 2, and seven patients in group 3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Preoperative IOP was 45.6 ± 15.5, 29.3 ± 5.6, and 43.4 ± 14.4 mmHg in the three groups, respectively, and the number of glau-
coma eye drops was 3.8 ± 0.7, 3.9 ± 0.3, and 3.7 ± 1.0 in the three groups, respectively. At 12 months postoperatively, IOP de-
creased significantly in all three groups compared to preoperatively (all p < 0.05), and the number of glaucoma eye drops was al-
so significantly reduced (all p < 0.05). Among patients with preoperative BCVA of 0.02 decimal or higher, postoperative BCVA 
decreased in two patients in group 2 and one in group 3 (p = 0.380). Hypotony occurred in one patient in group 1 and two patients 
in group 3 (p = 0.383), and among them, one patient in group 1 and one patient in group 3 progressed to the phthisis (p = 0.940).
Conclusions: In patients whose IOP cannot be controlled after CPC, AGV is expected to be used as a relatively safe and effec-
tive treatment method for lowering I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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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약물치료에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녹내장 환자에

서 섬유주절제술이나 방수유출장치삽입술과 같은 녹내장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안압이 높은 경우에는 섬모체광응고

술과 같은 섬모체파괴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섬모체광응

고술은 방수의 배출을 도와주는 수술적 치료와 달리 섬모

체로부터의 방수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안압을 낮추는 치료 

방법이다. 섬모체광응고술은 수술적 치료에 비해 안압하강

의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안구로나 시력저하 등의 위

험이 있어 일반적으로 다른 녹내장수술에 반복적으로 실패

한 환자나 시력이 매우 낮은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다.1-4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섬모체광응고술을 일차적인 

수술적 치료로 시행한 결과 안압이 효과적으로 하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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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전에 알려졌던 것에 비해 합병증의 위험 또한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5-8 또한, 실제 임상에서는 약물치료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시력이 좋더라도 다른 녹

내장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외상력이나 반복적인 안내 수

술 등의 기왕력이 있어 다른 녹내장수술의 실패 위험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섬모체광응고술을 일차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섬모체광응고술 후에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는 섬모체광응고술을 다시 시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섬모

체광응고술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안구로나 시력저하에 대

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9,10 아직까지 섬모체광응고술 

후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한 결과는 보고된 바 없으며, 

이에 저자들은 섬모체광응고술을 일차적으로 시행한 후에

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녹내장 환자에서 섬모체광응고술

을 반복하는 대신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하였을 때의 안

압하강 효과 및 안정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3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남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한 명의 술자에게 조절되지 않는 안압에 대

해 경공막 섬모체광응고술을 받은 환자들을 선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

으며(승인 번호: 2021-01-047) 후향적인 연구로 동의서는 

면제되었다.

선별 대상 중 섬모체광응고술을 시행한 후 안압이 조절

되지 않아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이차적으로 시행한 환자를 

대상군(1군)으로 하였다. 반대로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

한 후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섬모체광응고술을 이차적으로 

시행한 환자를 대조군1 (2군)로 하였으며, 이전에 아메드밸

브삽입술을 시행한 적이 없고 섬모체광응고술을 재시행한 

환자를 대조군2 (3군)로 정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전자의무

기록을 통해 이차적인 아메드밸브삽입술(1군)이나 섬모체

광응고술(2군) 또는 최종 섬모체광응고술(3군)을 시행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시행한 최대교정시력검사, 세극등현미경

검사, 안압검사, 산동안저검사, 안축장검사를 포함한 전반

적인 안과검사 결과를 수집하였으며, 나이, 성별, 안과 수술

력, 녹내장 진단, 사용 중인 녹내장 점안제의 개수를 포함

한 임상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녹내장 점안제가 복합제인 

경우에는 두 개로 계산하였다. 이전 안과 수술력에는 1군에

서는 직전 섬모체광응고술과 이차적인 아메드밸브삽입술

을 제외한 수술력이 포함되었고, 2군에서는 직전 아메드밸

브삽입술과 이차적인 섬모체광응고술을 제외한 수술력이 

포함되었다. 3군에서는 2회의 반복된 섬모체광응고술을 제

외한 수술력이 포함되었다.

수술 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시행하였으며, 1주일, 1개

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째의 최대교정시력검사, 세극등현

미경검사, 안압검사, 녹내장 점안제의 개수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모든 시력검사는 한천석 시력표를 이용하였으며, 

안압검사는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하였다. 시력저하, 저

안압을 포함한 수술 후 합병증을 확인하였다. 수술 후 1개

월 이내에 추적 관찰이 중단된 경우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수술 후 시력저하는 1) 수술 전 시력이 0.2 이상인 환자

에서 2줄 이상 시력이 떨어진 경우, 2) 수술 전 시력이 0.1 

이상인 환자에서 0.04 이하로 떨어진 경우, 3) 수술 전 시력

이 0.02 이상인 환자에서 안전수지 이하로 떨어진 경우, 

4) 수술 전 시력이 0.02 미만인 환자에서 광각있음 또는 광

각없음으로 떨어진 경우의 네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

당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저안압은 3개월 이상 안압이 

6 mmHg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이 중 안구

로가 발생한 경우는 저안압과 안구로가 모두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경공막 섬모체광응고술

경공막 섬모체광응고술은 테논낭하마취 하에 다이오드

레이저(IRIS Oculight SLx; IRIS Medical Inc., Mountain 

View, CA, USA)와 G-probe (Iridex Corp., Mountain View, 

CA,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3시와 9시 방향, 이전에 

녹내장수술을 받은 부위 등을 제외하고 술자의 판단에 따

라 180°에서 300°까지 레이저를 조사하였고, 조사 시간은 

1,500 msec 또는 2,000 msec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세기

는 1,500-2,250 mW로 조절하였으며 1,500 mW에서 시작

하여 250 mW씩 올리다가 pop sound가 들리면 250 mW를 

낮춘 에너지 세기를 유지하였다. 시술 후 항생제(Orocin®; 

Ofloxacin 3 mg/mL, Hanmi Pharm. Co., Ltd., Seoul, Korea)

와 스테로이드(Pred forte®; Allergan, Irvine, CA, USA)를 1일 

4회씩, 조절마비제(Isopto atropine 1%®; Alcon, Fort Worth, 

TX, USA)를 1일 2회씩 1주일간 점안하였다. 사용하고 있

던 녹내장 점안제는 섬모체광응고술 후에도 유지하였고, 

1주일 후부터 안압 경과에 따라 감량 여부를 결정하였다.

아메드밸브삽입술

아메드밸브삽입술은 테논낭하마취 하에 시행하였다. 상

이측에 원개기저결막절개 후 아메드방수유출장치(Ahmed 

valve, New World Medical Inc, Rancho cucamonga, CA, 

USA)를 이전 연구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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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n = 8) Group 2 (n = 10) Group 3 (n = 7) p-value
Age (years) 58.50 ± 17.82 54.40 ± 15.52 60.00 ± 16.21 0.308*

Sex, male/female 6/2 7/3 6/1 0.652†

DM 3 5 3 0.822†

HTN 6 2 5 0.808†

CVA 2 0 1 0.493†

Right eye 4 7 5 0.387†

Pseudophakia 8 8 7 N/A
BCVA (decimal) 0.10 ± 0.16 0.20 ± 0.23 0.12 ± 0.20 0.251*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577.57 ± 45.03 526.00 ± 79.46 576.37 ± 40.68 0.212*

Keratometry (D) 43.74 ± 2.65 44.02 ± 3.10 43.41 ± 2.59 0.774*

Axial length (mm) 24.51 ± 2.82 25.03 ± 1.95 24.62 ± 2.63 0.493*

Type of glaucoma 
POAG 0 2 1
PXF glaucoma 0 0 1
Neovascular glaucoma 3 5 3
Uveitic glaucoma 0 1 0
CACG 0 0 0
Secondary glaucoma s/p PKP 2 1 1
SIG 0 1 0
Other secondary glaucoma 3 0 1

Previous operation history
Phacoemulsification 7 7 7
ECCE 1 1 0
ICCE 0 0 0
CPC 2 0 0
Trabeculectomy 0 3 1
Pars plana vitrectomy 2 4 1
PKP 2 1 1

Preop IOP (mmHg) 45.63 ± 15.50 29.30 ± 5.64 43.40 ± 14.40 <0.001‡

Preop eye drops 3.75 ± 0.71 3.90 ± 0.32 3.71 ± 1.03 0.415*

Interval period (months)§ 5.67 ± 9.64 14.91 ± 17.45 6.55 ± 12.00 0.197*

CPC
Mean power (mW) 1,682.00 ± 210.23 1,752.90 ± 188.20 1,648.01 ± 196.35 0.526*

Duration (seconds) 42.13 ± 11.61 39.25 ± 6.61 41.00 ± 10.44 0.447*

Total energy (J) 71.50 ± 24.27 68.34 ± 10.80 70.68 ± 22.34 0.97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unless otherwise indicated. Group 1: patients who underwent Ahmed glaucoma 
valve implantation (AGV) after CPC. Group 2: patients who underwent CPC after AGV. Group 3: patients who underwent re-CPC after CPC.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CVA = cerebrovascular accident; N/A = not available;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D = diopters; POAG = primary open-angle glaucoma; PXF = pseudoexfoliation; CACG = chronic angle-closure glaucoma; PKP = penetrat-
ing keratoplasty; SIG = steroid induced glaucoma; ECCE = 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ICCE = in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CPC 
= cyclophotocoagulation; IOP = intraocular pressure.
*Kruskal-Wallis test; †Linear by linear test; ‡p-values between Group 1 and 2, Group 2 and 3, and Group 1 and 3 were 0.006, 0.011, and 0.848, 
respectively (Mann-Whitney U test); §duration from previous CPC to AGV in Group 1, previous AGV to CPC in Group 2, and previous CPC 
to CPC in Group 3.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tients

하였다.11 수술 후 Orocin® (Hanmi Pharm. Co., Ltd.)과 Pred 

forte® (Allergan)를 1일 4회씩 점안하였으며, 술자의 판단

에 따라 증량 또는 감량하면서 경과 관찰하였다. 수술 전에 

사용하고 있던 녹내장 점안제는 모두 중단하였으며, 수술 

후 안압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결정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for Windows statistical software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세 군 사이의 수술 전과 수술 후 시력, 안압 및 녹내장 점안

제의 개수를 포함한 임상 인자를 비교하였으며, 독립변수

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Kruskal-Wallis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고 범주형인 경우에는 linear by linear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시력은 logMAR로 

환산하여 통계적 분석 및 p-value를 구하였고, 평균값은 

decimal로 나타냈다. 각 군에서 수술 후 안압과 녹내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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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n = 8) Group 2 (n = 10) Group 3 (n = 7) p-value*

Preop. 45.63 ± 15.50 29.30 ± 5.64 43.40 ± 14.40 <0.001†

POD 1 week‡ 20.75 ± 14.26 12.80 ± 6.99 21.60 ± 13.00 0.002§

POD 1 month‡ 19.13 ± 8.76 15.70 ± 4.45 18.79 ± 12.25 0.258
POD 3 months‡ 17.13 ± 7.88 17.20 ± 3.01 17.74 ± 7.54 0.951
POD 6 months‡ 14.75 ± 8.99 19.20 ± 8.30 15.62 ± 9.89 0.413
POD 12 months‡ 13.25 ± 5.10 19.70 ± 7.56 15.06 ± 3.24 0.5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Group 1: patients who underwent Ahmed glaucoma valve implantation (AGV) after cyclo-
photocoagulation (CPC). Group 2: patients who underwent CPC after AGV. Group 3: patients who underwent re-CPC after CPC. 
POD = postoperative day.
*Kruskal-Wallis test; †p-values between Group 1 and 2, Group 2 and 3, and Group 1 and 3 were p = 0.006, p = 0.011, and p = 0.848, re-
spectively (Mann-Whitney U test); ‡p < 0.05 in each group, comparison with preoperative intraocular pressure; §p-values between Group 1 and 
2, Group 2 and 3, and Group 1 and 3 were p = 0.043, p < 0.001, and p = 0.429, respectively (Mann-Whitney U test).

Table 2. Comparison of the postoperative intraocular pressure

Group 1 (n = 8) Group 2 (n = 10) Group 3 (n = 7) p-value*

Preop. 3.75 ± 0.71 3.90 ± 0.32 3.71 ± 1.03 0.415†

POD 1 month‡ 2.13 ± 1.13 2.30 ± 1.49 2.54 ± 1.30 0.321
POD 3 months‡ 2.13 ± 1.21 2.20 ± 1.32 2.25 ± 1.00 0.960
POD 6 months‡ 2.25 ± 1.16 2.20 ± 1.32 2.32 ± 1.44 0.943
POD 12 months‡ 2.13 ± 1.13 2.60 ± 1.17 2.15 ± 1.23 0.7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Group 1: patients who underwent Ahmed glaucoma valve implantation (AGV) after cyclo-
photocoargulation (CPC). Group 2: patients who underwent CPC after AGV. Group 3: patients who underwent re-CPC after CPC. 
POD = postoperative day. 
*Kruskal-Wallis test; †p-values between Group 1 and 2, Group 2 and 3, and Group 1 and 3 were 0.897, 0.035, and 0.123, respectively 
(Mann-Whitney U test); ‡p < 0.05 in each group, comparison with preoperative eye drops.

Table 3. Comparison of postoperative the number of eye drops for glaucoma

Group 1 (n = 8) Group 2 (n = 10) Group 3 (n = 7) p-value*

Decreased BCVA 0 3 (30.0) 1 (14.3) 0.423
0/4 2/8 (25.0) 1/4 (25.0) 0.380†

Hypotony 1 (12.5) 0 2 (28.6) 0.383
Phthisis 1 (12.5) 0 1 (14.3) 0.94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Group 1: patients who underwent Ahmed glaucoma valve implantation (AGV) after cyclophotocoargulation 
(CPC). Group 2: patients who underwent CPC after AGV. Group 3: patients who underwent re-CPC after CPC.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inear by linear test; †analysis excluding patients whose preoperative BCVA was less than 0.02 (decimal).

Table 4. Postoperative complications

안제의 개수에 변화가 있는지를 Wilcoxon signed rank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결 과

1군에 8명, 2군에 10명, 3군에 7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

며, 전체 25명의 환자들에서 수술 후 12개월 이상 경과 관

찰이 시행되었다. 세 군에서 평균 연령은 각각 58.50 ± 

17.82세, 54.40 ± 15.52세, 60.00 ± 16.21세였다. 최대교정

시력(decimal)은 1군이 0.10 ± 0.16, 2군이 0.20 ± 0.23, 3군

이 0.12 ± 0.20으로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

술 전 평균 안압은 1군이 45.63 ± 15.50 mmHg, 2군이 

29.30 ± 5.64 mmHg, 3군이 43.40 ± 14.40 mmHg였으며, 

2군이 1군(p=0.006)과 3군(p=0.011)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

다. 수술 전 사용 중인 녹내장 점안제의 개수는 각각 3.75 

± 0.71개, 3.90 ± 0.32개, 3.71±1.03개였다(p=0.415). 1군에

서 섬모체광응고술로부터 이차적인 아메드밸브삽입술까지

의 평균 기간은 5.67 ± 9.64개월이었으며, 2군에서 아메드

밸브삽입술로부터 이차적인 섬모체광응고술까지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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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14.91 ± 17.45개월이었다. 3군에서 이전 섬모체광응

고술로부터 2차 섬모체광응고술까지의 평균 기간은 6.55 ± 

12.00개월이었다(p=0.197). 세 군에서 최종적으로 시행한 

섬모체광응고술 레이저의 세기와 시간 및 총 에너지 사용

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세 군 모두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주일째 안압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

월째(각각 p=0.018, p=0.003, p<0.001)까지 모든 시기의 안

압은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Table 2). 세 군 모두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개월째 녹내장 점안제의 개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이후 3개월, 6개월, 12개월

째(각각 p=0.024, p=0.018, p=0.002)까지 모든 시기의 안압

은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Table 3).

수술 후 시력저하는 1군에서는 없었으나, 2군에서 3명, 3군

에서 1명에서 발생하였다. 세 군에서 수술 전 시력이 0.02 

이상이었던 환자만(각각 4명, 8명, 4명)을 분석에 포함했을 

때에는 2군과 3군에서 각각 2명과 1명에서 시력저하가 발

생하였다(p=0.380). 수술 후 저안압은 1군의 1명과 3군의 2명

에서 나타났으며(p=0.383), 이들 중 1군의 1명(12.5%)과 3군

의 1명(14.3%)이 안구로로 진행하였다(p=0.940) (Table 4).

Table 5에 1군 환자들의 수술 후 임상 경과를 기술하였

다. 수술 후 저안압과 안구로가 발생한 No.1 환자는 11년 

전 전체 망막박리로 진단되었고, 광각이 없는 상태로 지내

다가 최대약물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고안압과 안통에 대

해 일차적으로 섬모체광응고술을 시행하였다. 섬모체광응

고술 후 1일째와 2일째 최대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안압이 

46 mmHg, 49 mmHg로 높고 심한 안통을 호소하여 섬모체

광응고술 후 2일째 아메드밸브삽입술을 바로 시행하였다.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3개월째부터 안압이 6 mmHg 이하로 

측정되었고, 12개월째 안구로가 관찰되었다. No. 6과 No. 8 

환자는 이차적인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하기 전 총 2회

의 섬모체광응고술을 받았고, 두 환자 모두 아메드밸브삽

입술 후 시력저하나 저안압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

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섬모체광응고술 후에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이차적인 아메드밸브삽입술의 안압하강 효

과와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8명의 대상 

환자에서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12개월째 안압이 13.25 mmHg

로 수술 전에 비해 32.38 mmHg (70.96%) 감소하였으며, 

녹내장 점안제의 개수도 2.13개로 수술 전에 비해 1.62개 

감소하였다.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섬모체광응고술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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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이나 섬모체광응고술을 재시행한 군과 안압과 녹내장 

점안제의 개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시력저하

는 없었으며 1명에서 저안압과 안구로가 발생하였는데, 아

메드밸브삽입술 후 섬모체광응고술을 시행한 군이나 섬모

체광응고술만 시행한 군과 합병증 발생 빈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섬모체광응고술은 유의한 안압하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6-8,12 비가역적인 저안압과 안

구로, 시력저하와 같은 합병증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다른 녹

내장수술에 반복적으로 실패하였거나 수술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난치성 녹내장 환자와 기대시력이 매우 

낮은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1,2,13 하지

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이전에 다른 녹내장수술을 시행한 

적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적인 수술적 치료 방법으

로 섬모체광응고술을 시행했을 때에도 안압이 효과적으로 

떨어지면서, 합병증의 위험은 높지 않다고 하였다.5-8,14

Grueb et al6
은 90안의 원발개방각녹내장과 거짓비늘녹

내장에서 일차적으로 또는 다른 녹내장수술 후 이차적으로 

섬모체광응고술을 시행하였다. 24개월 후 수술 전에 비해 

안압이 20% 이상 하강하였으며, 안압이 4-18 mmHg로 조

절되는 환자가 섬모체광응고술을 일차적으로 시행한 군에

서 45.8%인 것에 비해 이차적으로 시행한 군에서는 33.3%

에 그쳐 섬모체광응고술을 일차적으로 시행했을 때의 안압

하강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p=0.001). Kramp et al8
은 

193안의 다양한 녹내장을 대상으로 섬모체광응고술을 시

행하였는데, 평균 13.9개월 후 76.4%에서 안압이 22 mmHg 

이하로 조절되었으며, 안구로가 3안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은 고령이면서 이전에 다른 녹내장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군에서 안압하강 효과가 크게 나타난 점을 들어 안압

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일차적인 수술적 치료로 섬모

체광응고술이 적합할 수 있겠다고 제안하였다. 

섬모체광응고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저안압과 안

구로, 시력저하, 백내장, 신경영양각막염, 유리체출혈, 염증

반응과 홍채후유착 등이 있는데 합병증의 발생과 연관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

다.12,15,16 Iliev and Gerber15
와 Ramli et al16

은 저안압과 안

구로와 같은 비가역적인 합병증이 각각 130안 중 23안

(17.6%)과 90안 중 16안(17.8%)에서 발생하였으며, 신생혈

관녹내장에서 그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Schlote et 

al17
의 연구에서는 개방각녹내장, 신생혈관녹내장, 포도막

염녹내장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녹내장에서 섬모체광응고

술을 시행하였는데 93안 중 69안(74.2%)에서 수술 후 안압

이 5-21 mmHg로 조절되었으며, 이전에 다른 녹내장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와 나이가 많은 경우에서 섬모체광응고술의 

안압하강 효과가 좋다고 하였다. 또한, 저안압이나 안구로

와 같은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하였다. Dewundara et al18
도 나이, 성별, 인종, 당뇨병과 고

혈압 여부는 섬모체광응고술의 수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환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3군에서는 저안압이 2명

(28.6%)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1명(14.3%)이 안구로로 진

행되어 이전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섬모체광응고술 후 시력저하는 백내장의 진행, 염증반응, 

황반부종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나 뚜렷한 원인이 없

는 시력저하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0 

Bloom et al19
은 210안의 난치성 녹내장에서 섬모체광응고

술을 시행한 후 수술 전에 비하여 61명(29%)에서 시력저하

가 나타났다고 하였고, Rotchford et al20
은 수술 전 최대교

정시력이 20/16-20/60인 49안에 섬모체광응고술을 시행한 

뒤 평균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2줄 이상(Snellen)의 시

력저하는 15안(30.6%)에서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중에

서 8안은 안압 조절 여부와 상관없이 녹내장의 진행에 따

른 시력저하라고 하였으며, 나머지 7안은 이전에 있던 당뇨

망막병증 및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진행, 황반부종, 망막박

리, 허혈시신경병증이 발병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

구의 3군에서는 시력저하가 1명(14.3%)에서 발생하여 이전 

연구 결과들에 비해 발생률이 낮았다. 이는 대상 환자의 수

가 적은 점과 4명의 환자만 수술 전 최대교정시력이 0.02 

decimal이상이었던 점 및 추적 관찰 기간이 12개월로 상대

적으로 짧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군(1군)과 대조군1 (2군)의 섬모체광응

고술에서 사용된 레이저의 세기와 시간, 총 에너지 사용량

은 대조군2 (3군)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동일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세 군에서 섬모체광응고술은 같은 

방식과 정도로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군의 1명에서 

저안압 및 안구로를 경험하였는데, 저자들은 섬모체광응고

술의 안압하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기다

리지 않고, 바로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전체 망막박리가 동반된 

점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섬모체광

응고술 후 안압이 최대로 하강되는 시기는 수술 후 1개월

째 정도로 알려져 있어,21 섬모체광응고술의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차적인 아메드밸브삽입술도 섬

모체광응고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수술 후 저안압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3군에서는 일차 치료와 재치료 사이의 간격이 

모두 1개월 이상이었음에도 저안압이 2명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1명이 안구로로 발전하여 섬모체광응고술의 반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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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비해 섬모체광응고술 후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하

는 것이 저안압과 안구로의 위험이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2군은 1군과 3군에 비해 수술 전 안압이 유

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각 환자의 특성에 따라 술자가 치료 

방법의 선택을 달리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일차적으로 시행한 환자들은 유의한 

시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녹내장성 시야협착과 

시력저하의 위험을 고려하여 이차적인 섬모체광응고술을 

빨리 결정하였기 때문에 수술 전 안압이 상대적으로 낮았

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세 군에 포함

된 각각의 환자 수가 적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

해서는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진행되

었기 때문에 환자들의 수술 전 안압, 녹내장의 종류, 시력 

등의 조건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임상에서 섬모체

광응고술이나 아메드밸브삽입술을 동일한 조건의 환자에

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결론적으로 섬모체광응고술에 실패한 환자에서 이차적

으로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은 섬모체광응고술

을 재시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효과와 안전성의 측면에서 

비열등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섬모체광응고술에 실패한 

환자에서 잔여시력이 있는 경우 이차적인 안압조절 방법으

로 아메드밸브삽입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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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경공막 섬모체광응고술 후 아메드밸브삽입술의 수술 결과

목적: 섬모체광응고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아메드밸브삽입술의 안압하강 효과 및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 관찰 연구이며, 섬모체광응고술 후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를 1군으로,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섬모체광응고술을 시행한 환자를 2군으로, 섬모체광응고술을 재시행한 환자를 3군으로 연구에 포함시켰다. 수술 전과 수술 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째의 안압, 녹내장 점안제의 개수, 최대교정시력 및 수술 후 합병증을 분석하였다.

결과: 1군에 8명, 2군에 10명, 3군에 7명이 포함되었다. 수술 전 안압은 세 군에서 각각 45.6 ± 15.5, 29.3 ± 5.6, 43.4 ± 14.4 mmHg였

으며, 녹내장 점안제의 개수는 세 군에서 각각 3.8 ± 0.7, 3.9 ± 0.3, 3.7 ± 1.0개였다. 수술 후 12개월째 세 군 모두에서 수술 전에 

비해 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녹내장 점안제의 개수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수술 전 시력이 0.02 decimal 

이상이었던 2군의 8명 중 2명과 3군의 4명 중 1명에서 수술 후 시력이 저하되었다(p=0.380). 1군의 1명과 3군의 2명에서 저안압이 

발생하였고(p=0.383), 이들 중 1군의 1명과 3군의 1명이 안구로로 진행하였다(p=0.940).

결론: 섬모체광응고술 후에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아메드밸브삽입술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안과학회지 2022;63(2):1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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