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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주절제술과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초음파수정체유화술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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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compared the outcomes of cataract surgery in patients who underwent trabeculectomy and Ahmed glaucoma 
valve implantation.
Methods: Twenty-nine trabeculectomized eyes of 29 patients (group 1) and 20 Ahmed glaucoma valve-implanted eyes of 20 pa-
tients (group 2) were enrolled consecutively. All subjects underwent thorough ophthalmic examinations, including slit-lamp mi-
croscopy and Goldmann applanation tonometry preoperatively, on postoperative days 1 and 7, and at postoperative months 1, 
3, and 6. The surgical outcomes including intraocular pressure (IOP) and the required number of IOP-lowering medication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 mean preoperative IOP in groups 1 and 2 was 15.34 ± 4.34 and 16.35 ± 3.44 mmHg, respectively (p = 0.265). In 
group 1, the IOP on postoperative day 1 increased significantly (by 3.86 ± 9.69 mmHg, p = 0.038), and the number of IOP-low-
ering medications rose at both 3 months (0.28 ± 0.70, p = 0.046) and 6 months (0.34 ± 0.94, p = 0.047) postoperatively. Group 
2 exhibited no change in the IOP postoperatively or the number of IOP-lowering medications required in the postoperative 
period. Subconjunctival 5-fluorouracil injections for IOP control were required by two group 1 patients within 1 month postoperatively.
Conclusions: In patients with a trabeculectomized eye, the IOP increased immediately after cataract surgery; additional 
IOP-lowering procedures were required by some patients. The number of IOP-lowering medications increased after 3 months 
postoperatively. As cataract surgery may compromise filtering bleb function to a greater extent in trabeculectomized than in 
Ahmed glaucoma valve-implanted eyes, the former eyes require closer observation during the early postoperativ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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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주절제술이나 방수유출장치삽입술과 같은 녹내장수

술의 목적은 안압을 낮춰 현재의 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

다.1 하지만, 녹내장수술 후 수술 전에 비해 시력이 저하되

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2-4 여러 원인 중 백내장이 진행되

어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1,5-10 녹내장수술 

후의 이차적인 백내장수술은 이전에 시행된 녹내장수술의 

안압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16 이전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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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살펴보면 섬유주절제술 후 백내장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 안압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는 보고도 있고,17-19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20,21 방수유출장치삽

입술 후 백내장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고에서 

안압에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고 하였다.22-24 하지만 이전 

연구들은 섬유주절제술이나 방수유출장치삽입술 후 백내

장수술의 경과를 각각 보고하였으며, 아직까지 섬유주절제

술과 방수유출장치삽입술 후 백내장수술의 경과를 직접 비

교한 연구는 없었다.

최근 시행되는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은 투명 각막절개를 

통한 초음파수정체유화술로 진행된다. 술자마다 투명 각막

절개의 위치, 사용하는 기구 및 방식, 숙련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차이가 이전에 녹내장수술

을 받은 환자에서 백내장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수술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u et al17
은 섬

유주절제술 후 백내장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에서 수술 후 

초기에 유의한 안압상승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수술 

중 홍채조작을 시행한 것이 이와 연관된 주요한 인자 중 하

나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수유출장치의 한 종류인 

아메드밸브의 삽입술이나 섬유주절제술을 시행받은 녹내

장 환자에서 한 명의 술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백내장수술

을 시행한 후 안압을 포함한 임상경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6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이전에 섬유주절제술이나 아

메드밸브삽입술을 받았던 환자를 연속적으로 연구에 포함

시켰으며, 백내장수술 후 6개월째까지의 임상경과를 후향

적으로 조사하였다. 섬유주절제술과 아메드밸브삽입술은 

타 병원이나 본원에서 시행되었으며, 백내장수술은 본원에

서 단일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섬유주절제술이나 아메

드밸브삽입술을 한 번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안과적 수술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백내장수술 시 안압 

조절을 위한 여과포교정술이나 테논낭포교정술 등을 시행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병

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승인 번호: 2020-04-041).

대상 환자들은 백내장수술 전 최대교정시력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골드만압평안압계를 이용한 안압검사, 안저검

사, 안축장검사, 경면현미경검사, 험프리자동시야검사를 포

함한 전반적인 안과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1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째 최대교정시력검사, 세극등현미경검

사, 골드만압평안압계를 이용한 안압검사, 안저검사를 반복

하였고, 수술 후 6개월째 험프리자동시야검사를 시행하였

다. 수술 전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이용하여 백내장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Wilmer식 분류법을 이용하여 핵경화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수술 전과 수술 후 1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째 사용하는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를 

조사하였고, 복합제의 경우 두 개로 계상하였다. 최대교정

시력검사는 한천석시표를 사용하였으며 logMAR로 환산하

여 통계적인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백내장수술은 단일 술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2 mm 

투명 각막절개를 통해 진행되었다. Alcaine® (propacaine 

hydrochloride 0.5%; Alcon, Fort Worth, TX, USA)으로 점

안마취를 시행하였고, 우안에서는 11시, 좌안에서는 5시 방

향에 전방천자를 시행한 후 각각 8시와 2시 방향에서 

2.2 mm 투명 각막절개를 시행하였다. 점탄물질인 히알루 

주사 1%® (sodium hyaluronate 1%; Hanmi Pharma Co., Seoul, 

Korea)를 삽입한 후 26게이지 바늘을 이용하여 연속곡선수

정체낭원형절개를 시행하였다. 수력분리술을 시행한 후 초

음파수정체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였다. 

관류 및 흡인을 시행하여 잔류 점탄물질을 제거한 후 수술

을 마쳤다. 수술 후 당일부터 Cravit® (levofloxacin 1.5%; 

Santen Pharmaceutical Co., Ltd., Osaka, Japan)와 Fumeron® 

(fluorometholone 0.1%; Hanlim Pharmaceutical Co., Seoul, 

Korea)은 1일 4회, Bronuck® (bromfenac sodium; Taejoon 

Pharm., Seoul, Korea)은 1일 2회 점안하기 시작하였고, 

4주 동안 유지하였다. 수술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안압하강

점안제는 수술 일에도 유지하였으며, 이후에는 안압 경과

를 보면서 녹내장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조절하였다. 수술 

중 홍채후유착해리술의 시행, 연속곡선수정체낭원형절개 

시 인도시아닌그린의 사용 유무, 수술에 소요된 시간을 조

사하였고, 수술 후 합병증 및 안압 조절을 위해 이차적으로 

시행된 처치를 조사하였다. 백내장수술 후 1개월 이내에 안

압이 25 mmHg 이상으로 또는 수술 전에 비해 30% 이상 

상승한 경우를 ‘유의한 안압상승’으로 정의하고, ‘유의한 

안압상승’을 보인 환자들의 임상경과를 분석하였다.

이전에 섬유주절제술을 받았던 환자를 1군으로, 아메드

밸브삽입술을 받았던 환자를 2군으로 분류하였다. 1군과 

2군 각각에서 백내장수술 후 안압 및 안압하강점안제의 개

수를 포함한 임상경과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은 SPSS for Windows statistical software (ver. 18.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각 군 내에

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비교는 Wilcoxon’s rank sum test

를 이용하였으며, 1군과 2군 사이의 비교 분석은 독립변수

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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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beculectomized eyes (n = 29) Ahmed valve implanted eyes (n = 20) p-value*

Age (years) 62.86 ± 12.68 60.40 ± 14.72 0.400
Sex (male/female) 19/10 12/8 0.768†

DM (n) 6 7 0.331†

HTN (n) 16 8 0.387†

CVD (n) 1 0 1.000†

Right laterality (n) 16 11 1.000†

BCVA (logMAR) 0.58 ± 0.58 1.28 ± 0.96 0.003
Humphrey visual field

MD (dB) -14.35 ± 9.80 -17.70 ± 9.14 0.238
PSD (dB) 6.59 ± 4.07 7.63 ± 3.89 0.451
VFI (%) 66.41 ± 30.90 53.75 ± 30.63 0.175

Axial length (mm) 23.64 ± 1.09 24.43 ± 1.74 0.204
Keratometry (diopters) 44.38 ± 1.92 43.75 ± 1.78 0.259
ECD (cell/mm2) 2,177.9 ± 633.11 2,138.95 ± 662.38 0.887
Preoperative IOP (mmHg) 15.34 ± 4.34 16.35 ± 3.44 0.265
IOP lowering medication (n) 0.86 ± 1.22 2.30 ± 0.80 <0.001
Interval period to cataract op (months) 36.07 ± 30.70 24.35 ± 15.04 0.433
Type of glaucoma

Primary open-angle glaucoma 11 4
Chronic angle-closure glaucoma 3 2
Neovascular glaucoma 1 6
Uveitic glaucoma 8 5
Pseudoexfoliation glaucoma 3 1
Angle recession glaucoma 2 0
Steroid induced glaucoma 1 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CVD = cardiovascular disease;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MD = mean deviation; PSD = pattern standard deviation; VFI = visual field index; ECD = corneal endo-
thelial cell density; IOP = intraocular pressure.
*Mann-Whitney U test; †Fisher’s exact test.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tients

Trabeculec-tomized eyes (n = 29) p-value Ahmed valve implanted eyes (n = 20) p-value p-value*

△ BCVA (logMAR) -0.32 ± 0.71 0.012 -0.45 ± 0.59 0.004 0.800
△ IOP (mmHg) -0.44 ± 4.02 0.656 1.55 ± 7.27 0.750 0.149
△ IOP lowering medication (n) 0.34 ± 0.94 0.047 -0.45 ± 1.05 0.104 0.253
Humphrey visual field

△ MD 0.68 ± 2.70 0.359 0.14 ± 2.59 0.875 0.357
△ PSD 0.95 ± 1.15 0.009 -0.15 ± 1.60 0.786 0.427
△ VFI 1.50 ± 10.14 0.856 1.78 ± 9.40 0.586 0.40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 = postoperative value-preoperative value;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IOP = intraocular pressure; MD = mean deviation; PSD = pattern standard deviation; VFI = visual field index.
*Comparison between Ahmed valve implanted eyes and trabeculectomized eyes.

Table 2. Surgical outcomes six months after phacoemulsification

범주형인 경우에는 Fisher’s exact test 또는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test를 이용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섬유주절제술을 받았던 29명 29안(1군)과 아메드밸브삽

입술을 받았던 20명 20안(2군)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평균 

연령은 1군과 2군에서 각각 62.86 ± 12.68세와 60.40 ± 

14.72세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00). 

남녀 성비,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질환의 빈도도 두 군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수술 전 시력은 1군이 

0.58 ± 0.58 logMAR로 2군의 1.28 ± 0.96 logMAR보다 유

의하게 나빴다(p=0.003). 백내장수술 전 평균 안압은 1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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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IOP in both trabecu-
lectomized eyes (group 1, n = 29) and Ahmed valve implanted
eyes (group 2, n = 20). In group 1, postoperative IOP change
at POD#1 (3.86 ± 9.69 mmH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38, n = 29).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at POD#7 
(0.79 ± 4.15 mmHg, p = 0.243, n = 29), 1 month (1.21 ±
4.79 mmHg, p = 0.243, n = 29), 3 months (0.00 ± 4.10 mmHg,
p = 0.948, n = 29), and 6 months (-0.45 ± 4.02 mmHg, p =  
0.601, n = 29). In group 2, there were no significant post-
operative changes at POD#1 (0.70 ± 4.69 mmHg, p = 0.569, 
n = 20), POD#7 (-0.15 ± 3.56 mmHg, p = 0.539, n = 20),
1 month (-0.55 ± 4.03 mmHg, p = 0.604, n = 20), 3 months 
(-0.55 ± 3.89 mmHg, p = 0.500, n = 20), and 6 months (1.55
± 7.27 mmHg, p = 0.750, n = 20). POD = postop date; IOP
= intraocular pressure. *Statistical significance comparing 
with preoperative value (p <  0.05). 

Figure 2.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IOP lowering medi-
cation (n) in both trabeculectomized eyes (group 1, n = 29) and
Ahmed valve implanted eyes (group 2, n = 20). In group 1, 
there were significant postoperative changes at postoperative 
3 months (0.28 ± 0.70, p = 0.046) and 6 months (0.34 ± 0.94, 
p = 0.047). In group 2, there were no significant postoperative
changes at any time of POD (p >  0.05). POD = postop date;
IOP = intraocular pressure. *Statistical significance comparing
with trabeculectomized eyes (p < 0.05); †statistical significance
comparing with preoperative value (p <  0.05).

2군에서 각각 15.34 ± 4.34 mmHg (range, 8-22 mmHg)와 

16.35 ± 3.44 mmHg (range, 10-22 mmHg)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p=0.265), 사용 중인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는 각각 0.86 ± 1.22개와 2.30 ± 0.80개로 2군에서 1군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섬유주절제

술 또는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한 날로부터 백내장수술

까지의 경과 기간은 1군은 36.07 ± 30.70개월이었고, 2군은 

24.35 ± 15.04개월이었다(p=0.433). 1군에서는 원발개방각

녹내장이 11명이었고, 포도막염과 연관된 녹내장이 8명으

로 전체의 62.5% (19명/29명)를 차지하였고, 2군에서는 신

생혈관녹내장이 6명이었고, 포도막염과 연관된 녹내장이 5명

으로 전체의 55.0% (11명/20명)를 차지하였다(Table 1).

수술 중 홍채후유착해리술을 시행하였던 환자는 1군과 

2군에서 각각 2명과 3명이 있었으며(p=0.387, Fisher’s exact 

test), 2군의 2명에서 연속곡선수정체낭원형절개 시 인도시

아닌그린 염색을 시행하였다(p=0.162). 수정체의 핵경화정

도는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p=0.609, Linear-by-linear 

association), 백내장수술에 소요된 시간은 1군과 2군에서 

각각 15.75 ± 11.34분과 13.52 ± 8.20분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477, Mann-Whitney U test).

백내장수술 후 6개월째 최대교정시력은 1군과 2군에서 

각각 수술 전에 비해 -0.32 ± 0.71 logMAR (p=0.012)와 

-0.45 ± 0.59 logMAR (p=0.004)의 호전을 보였으며,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00). 1군과 2군에서 수

술 후 안압 변화는 각각 -0.44 ± 4.02 mmHg와 1.55 ± 7.27 

mmHg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49). 안

압하강점안제 개수의 변화는 1군과 2군에서 각각 0.34 ± 

0.94개와 -0.45 ± 1.05개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p=0.253). 험프리자동시야검사의 mean deviation (MD), 

pattern standard deviation (PSD), visual field index (VFI)의 

변화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1군에서는 

PSD가 수술 전에 비해 0.95 ± 1.15 dB 증가하였다(p=0.009, 

Table 2).

1군에서 수술 후 1일째 평균 안압은 19.21 ± 9.87 mmHg

로 수술 전의 15.34 ± 4.34 mmHg에 비하여 유의하게 상승

하였으나(p=0.038), 7일, 1개월, 3개월, 6개월째에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p>0.05). 2군에서 평균 안압은 수술 전에 비

해 수술 후 1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째에 유의한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p>0.05). 수술 후 모든 시기에 1군과 2군 

사이에 유의한 안압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Fig. 1).

1군에서는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가 수술 전에 비해 수

술 후 3개월과 6개월째에 각각 0.28 ± 0.70개(p=0.046)와 

0.34 ± 0.94개(p=0.047) 증가하였으나, 2군에서는 수술 전

에 비해 수술 후 모든 시기에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에 유

의한 변화가 없었다. 2군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 7일과 1개

월째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가 1군보다 유의하게 많았으

나, 수술 후 3개월과 6개월째에는 1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Fig. 2).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다. 전방 내 염증세포의 밀

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눈 전방의 염증 반응 정도는
25 수

술 후 1일째에는 1군과 2군에서 각각 1.10 ± 1.23 grade와 



375

-박지석 외 : 녹내장수술 후 백내장수술의 임상경과-

Dx DM HTN CVD
IOP (mmHg) Intraop. 

synechio
-lysis

Intraop. 
ICG 

staining

AC cell 
reaction

Postop. 
IOP 

lowering 
procedure

Preop.
POD#
1 day

POD#
7 days

POD#6 
months

POD#
1 day

POD#
7 days

Trabeculectomized eyes
1 (80/M) PXF 

glaucoma
N N Y 20 32 30 15 N N +/- - N/A

2 (56/F) Uveitic 
glaucoma

N Y N 8 12 19 6 N N +/- - 5-FU 
injection

3 (49/M) POAG N N N 13 18 16 16 N N +/- - N/A
4 (79/M) POAG N N N 14 19 20 18 N N +/- - N/A
5 (57/M) POAG N N N 18 28 18 16 N N ++ - N/A
6 (65/M) POAG Y Y N 17 30 16 12 N N +/- +/- N/A
7 (77/M) PXF 

glaucoma
N Y N 10 24 12 10 N N +/- - N/A

8 (61/M) Uveitic 
glaucoma

N N N 14 58 16 16 N N + - N/A

9 (46/F) POAG N N N 15 24 16 14 N N ++ - N/A
10 (55/M) Uveitic 

glaucoma
N N N 10 18 12 17 N N +/- - N/A

11 (27/F) SIG N N N 20 30 20 15 N N +/- +/- N/A
AGV implanted eyes

1 (44/F) NVG Y Y N 15 23 12 16 Y N +/- - N/A
2 (72/M) POAG N N N 14 19 12 17 N N +/- - N/A
3 (74/M) Uveitic 

glaucoma
Y Y N 10 18 18 18 N N + - N/A

Dx = diagnosis;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CVD = cardiovascular disease; IOP = intraocular pressure; Preop. = pre-
operative; POD = postop date; Intraop. = intraoperative; ICG = indocyanine green; AC = anterior chamber; Postop. = postoperative; M = 
male; PXF = pseudoexfoliation; N = no; Y = yes; N/A = not applicable; F = female; 5-FU = 5-fluorouracil; POAG = primary open-angle 
glaucoma; SIG = steroid induced glaucoma; NVG = neovascular glaucoma.

Table 3. Clinical features in patients with significant intraocular pressure elevation at early postoperative period

0.88 ± 1.00 grade였고(p=0.651), 수술 후 7일째에는 1군과 

2군에서 각각 0.14 ± 0.26 grade와 0.10 ± 0.21 grade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694). 수술 후 1개월 이후까지 전

방 염증이 지속된 환자는 없었다. 미량(trace)의 염증은 0.5등

급으로 계상하였다. 1군의 2명에서는 술자의 판단 하에 백

내장수술 후 1개월 이내에 안압 조절 목적으로 결막하 

5-fluorouracil (5-FU) 주사를 시행하였으나 2군에서는 백내

장수술 후 안압을 조절하기 위한 술기를 시행하지 않았다

(p=0.507).

백내장수술 후 ‘유의한 안압상승’을 보인 환자는 1군과 

2군에서 각각 11명과 3명이 있었다(p=0.112). 이들 중 수술 

후 6개월째 안압이 21 mmHg 이상인 환자는 없었으며, 수

술 전에 비해 30% 이상 안압이 상승한 환자는 1군(10번 환

자)과 2군(3번 환자)에서 각각 1명씩 있었고 모두 포도막염

과 연관된 녹내장 환자였다. 백내장수술 중 홍채후유착해

리술을 시행하였던 5명의 환자들 중 2군의 1명(1번 환자)에

서만 수술 전의 15 mmHg에 비해 수술 후 1일째 23 mmHg

로 안압이 상승하였으나 수술 후 7일째 12mmHg로 낮아졌

고, 수술 후 6개월째는 16 mmHg로 낮아졌다. 백내장수술 

중 인도시아닌그린 염색을 시행한 2명의 환자 중에서 수술 

후 안압이 상승한 환자는 없었다(Table 3). 

고 찰

백내장은 연령이 듦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년기 이상에서 녹내장을 진단받는 경우 이미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가 흔하다. 녹내장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

하는 경우에는 백내장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으며,26,27 

저안압, 염증, 스테로이드 제제의 사용 등이 녹내장수술 후 

백내장의 진행과 연관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8,29 따라서, 

수정체안에서 녹내장수술이 요구되는 때에는 현재 백내장

으로 인한 시력저하의 정도와 향후 진행 위험 등을 고려하

여 백내장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거나 또는 녹내장수술만 시

행하고 차후에 백내장수술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녹내장 환자들에서 이전

에 시행된 녹내장수술의 종류에 따라 백내장수술 후의 안

압을 포함한 임상경과가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백내장수술 후 6개월째 최종 안압은 이전에 섬유주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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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던 1군과 아메드밸브삽입술을 받았던 2군 모두에서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1군에서는 

수술 후 1일째 유의한 안압상승이 있었고, 2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1개월 이내에 안압 조절을 위해 결막하 5-FU 주사

가 필요하였으며 수술 후 3개월째부터 사용하는 안압하강

점안제의 개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투명각막절개창을 이용하는 초음파수정체유화술은 결막

을 절개하지 않아, 이전의 백내장수술 방법들에 비해 녹내

장수술 후 형성된 여과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위험은 낮

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안압을 유지하면서 수술이 시

행되기 때문에 술 중 평형염액, 점탄물질, 전낭 염색제 등

이 필연적으로 여과포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되며, 이는 여

과포의 조직학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섬유주절제

술 후 백내장수술 시 일시적인 방수의 생성 감소와 잔류된 

점탄물질 등이 섬유주절제부를 통한 방수의 흐름을 줄일 

수 있으며, 수술 후 초기 염증 반응이 여과포의 섬유화를 

촉진하여 여과포 기능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11-13 아메드밸브삽입술을 받은 환자에서도 백내장수술 

후 동일한 요인들에 의해서 여과포의 기능이 감소할 가능

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수정체 피질이나 수정체 낭의 일부

가 아메드밸브 방수유출장치의 튜브나 밸브를 막아 안압이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한 보고도 있다.14,15

Casson et al30
은 섬유주절제술을 받았던 환자들에서 백

내장수술을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안압 경

과를 비교하였는데, 백내장수술을 시행한 군의 수술 후 12개

월째 평균 안압은 15.6 ± 3.5 mmHg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군에서 같은 시기에 측정한 13.4 ± 2.5 mmHg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고 하였다(p=0.025). 또한, Gu et al17
은 섬유주

절제술을 받았던 환자에서 백내장수술 후 6개월째 평균 안

압이 15.2 ± 6.7 mmHg로 수술 전의 12.5 ± 4.4 mmHg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수술 후 1일째 안압이 25 mmHg 

이상이거나 수술 전에 비해 10 mmHg 이상 상승한 초기 안

압상승이 12.5% (25안)에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녹내

장수술의 기왕력이 없고 백내장수술만 시행한 대조군의 

2.9% (6안)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빈도였다(p<0.001). 본 

연구의 1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수술 후 1일째 안압상승이 

나타났으며, 37.9% (11안)에서 수술 후 안압이 25 mmHg 

이상으로 또는 수술 전에 비해 30% 이상의 안압상승을 보

였다. 하지만 수술 후 7일째부터의 평균 안압은 수술 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술자의 판단에 따른 결막하 

5-FU 주사나
31,32 안압하강점안제의 추가가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Lee et al22
의 연구에서는 아메드밸브삽입술을 받은 환자

에서 백내장수술 전 평균 안압이 17.4 ± 5.8 mmHg였고 수

술 후 1개월, 2개월, 6개월 12개월째 평균 안압은 각각 13.6 

± 4.4, 13.7 ± 4.0, 14.1 ± 4.0, 15.4 ± 3.8 mmHg였는데, 수

술 후 1개월, 2개월, 6개월째에는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5) 수술 후 12개월째에는 유의한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Gujral et al14
은 아

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받은 19명 23안에서 백내장수술 후 

1일째 4안(17%)에서 수술 전에 비해 10 mmHg 이상의 안

압상승이 확인되었으나, 23안의 평균 안압은 수술 전에 비

해 수술 후 1개월째 및 이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2군에서도 수술 후 1일째 3안(15%)

에서 수술 전에 비해 30% 이상의 안압상승이 확인되었으

나 전체 20안의 평균 안압은 수술 후 모든 시기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 백내장수술 후 6개월째 환자가 사용하는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는 1군에서는 0.34 ± 0.94개 증가하

였고(p=0.047), 2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

나 0.45 ± 1.05개 감소하였다(p=0.104). Gu et al17
은 섬유주

절제술 후 백내장수술 환자에서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가 

수술 후 초기 안압상승이 있었던 군(25안, 12.5%)에서와 안

압상승이 없었던 군(175안, 87.5%) 모두에서 수술 후 12개

월째 각각 0.4개(p<0.001)와 0.2개(p=0.003) 상승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의 1군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Derbolav et 

al19
의 연구에서도 백내장수술 후 평균 23 ± 12개월의 최종 

경과 관찰 시점에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가 0.4개(p=0.05)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Lee et al22
은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백내장수술 환자에서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에 수술 후 

1개월 이후부터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12개

월째에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수술 전에 비해 평균 0.4개 

감소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Sa and 

Kee23
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술 후 평균 안압하강점안제

의 개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p=0.031), 

전체 13명 중 7명(53.8%)은 수술 전과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가 동일하였고 나머지 6명(46.2%)에서만 수술 전에는 

안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수술 후 1-2개의 안압하강점안

제가 요구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백내장수술 후 6개월째 1군과 2군 모두 유

의한 최대교정시력의 호전을 보였으며 험프리자동시야검

사에서 MD와 VFI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SD는 

1군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백내장수술 후에는 백

내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시야의 감도 저하가 개선되면서 

국소적인 감도 저하를 반영하는 PSD가 오히려 증가할 수

도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3

본 연구는 섬유주절제술과 아메드밸브삽입술을 받은 환

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백내장수술이 안압 경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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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직접 비교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녹내장수술 후 

백내장수술을 시행한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한 

군에서 길었고, 안압 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녹내장수술 후 안압상승을 피하기 위

한 최적의 백내장수술 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나, Chen at 

al11
은 섬유주절제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백내장수

술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Seah et al13
도 녹내장

수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할수록 안압 조절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녹내장수술 후 경과 기간은 모든 환자

에서 6개월 이상이었으며, 경과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환

자도 1군(22명,76%)과 2군(16명, 80%)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08). 다음으로 두 군에 포함된 녹내장의 세부 

진단별 비율이 다른 점이 두 군에서 백내장수술 후 안압 경

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난

치성 녹내장인 신생혈관녹내장과 포도막염과 연관된 녹내

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군이 9안(31.0%), 2군이 11안(55.0%)

으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40, Fisher’s 

exact test).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두 군에 포함된 녹내장의 

세부 진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녹내

장의 세부 진단에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녹내장 세부 진단에 따른 백내장수술 후 임

상경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단명에 따

른 하위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해야 하겠으나, 본 연구

에 포함된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 하위군에 대한 통계적 분

석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각

각의 녹내장 세부 진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섬유주절제술이나 아메드밸브삽일술을 시행

한 환자에서 백내장수술은 수술 후 6개월째까지 안압 경과

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였던 환자군에서는 백내장 

수술 직후 안압이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수술 후 3개월째부

터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가 수술 전보다 증가하였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안압 조절을 위해 추가적인 술기가 요구

되었다. 따라서 백내장수술 후 초기에는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보

다 여과포의 기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면

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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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섬유주절제술과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초음파수정체유화술의 수술 

결과 비교

목적: 섬유주절제술과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서 백내장수술 후 임상경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한 29명 29안(1군)과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한 20명 20안(2군)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전에 세극

등현미경검사와 안압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과검사를 시행하였다. 수술 후 1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째 검사를 반복하였다. 

두 군에서 수술 후 안압 및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를 포함한 임상경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수술 전 평균 안압은 1군과 2군에서 각각 15.34 ± 4.34 mmHg와 16.35 ± 3.44 mmHg였다(p=0.265). 1군에서는 수술 후 1일째 

평균 안압이 3.86 ± 9.69 mmHg (p=0.038) 상승하였고, 수술 후 3개월째(0.28 ± 0.70, p=0.046)와 6개월째(0.34 ± 0.94, p=0.047)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가 증가하였다. 2군에서 안압과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는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모든 시기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1군의 2명에서 수술 후 1개월 이내에 안압조절을 위해 결막하 5-fluorouracil 주사를 시행하였다.

결론: 섬유주절제술을 시행받은 군에서 백내장수술 직후 유의한 안압상승이 있었고, 일부 환자에서는 안압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술기

가 요구되었으며 수술 후 3개월째부터 안압하강점안제의 개수가 수술 전보다 증가하였다. 따라서 백내장수술 후 초기에는 섬유주절제

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보다 여과포의 기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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