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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발개방각녹내장에서 iStent를 사용한
최소 침습 수술의 효과와 안정성
Efficacy and Safety of iStent Trabecular Microbypass Stent
in Open Angle Glaucoma in Korean
채수혜⋅이태헌⋅이경헌⋅류진영
Sue Hey Chae, MD, Tae Heon Lee, MD, Kyung Heon Lee, MD, Jin Young Rhew, MD
성모안과병원
Sungmo Eye Hospital, Busan, Korea

Purpose: To evaluate efficacy and safety of the iStent Trabecular Micro-Bypass stent used as the sole procedure in patients with
primary open-angle glaucoma (POAG).
Methods: Retrospective, consecutive case series involving 12 Korean patients, 12 eyes with POAG that were implanted with
1 iStent trabecular micro-bypass stent. Data were collected preoperatively, and at 1, 3, and 6 months, 12 months, postoperatively.
Data included intraocular pressure (IOP), visual acuity test and slit lamp examination.
Results: Mean preoperative IOP was 20.6 ± 4.4 mmHg and significantly decreased in 16.3 ± 2.5 mmHg at three months (p <
0.05), in 16.6 ± 3.6 mmHg at 12 months postoperatively (p < 0.05). The mean number of glaucoma medications was 1.83 ± 0.25
preoperatively and 1.58 ± 0.30 (p < 0.05) at 12 months postoperatively. No significant changes in visual acuity were noted. The
most common complications comprised mild hyphema in 3 eyes, mild uveitis in 4 eyes and transient IOP spike in 3 eyes on postoperative day 1 and all instances were medically well controlled.
Conclusions: The significat IOP reduction after iStent insertion in Korean patients occurred after one week of operation. An IOP
reduction from baseline occurred at 12 months after implantation of iStent.
Ann Optom Contact Lens 2019;18(3):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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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개방각녹내장은 특징적인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에

부 환자에서 전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의하여 약물 치료

의해 시야결손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안압 상승이 중요한

가 어려운 경우,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안압이 조절되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1 원발개방각녹내장의 치료 방법

않거나 시야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레이저 또

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20-30% 정도의 안

는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2

압 감소를 목표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일

3-5

고식적인 치료로는 레이저

섬유주성형술 또는 방수유출관삽입술, 섬유주절제술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방법들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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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중 스텐트삽입술은 최근 각광받
고 있는 수술법으로 대표적인 스텐트로는 iStent (Glaukos®
Corp., Laguna Hills, CA, USA)가 있으며 이는 안압을 감소
시키기 위한 기구로 작은 스텐트를 섬유주에 삽입하여 전
방에서 쉴렘관으로 직접 통하는 우회로가 영구적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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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하여 통상적인 경로의 방수 유출을 증가시켜 안압
7-9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사용한 안압하강제는 공통적으

iStent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백내장

로 1개 사용 환자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를 사용하였으

수술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며, 2개 사용 환자에서 혼합제제를 사용하였고, 3개 사용

백내장 수술과 상관없이 녹내장 치료를 위한 사용 목적의

환자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제제와 혼합제제를 함께 사용하

허가를 받았다.

였다.

을 낮추는 것이다.

iStent 삽입 수술 후 결과에 대하여 발표한 이전 논문들
10

통계적 검정은 SPSS 20.0 (IBM Corp., Armonk, NY,

을 살펴보면, Fea et al 은 스텐트삽입술 단독 시행과 안압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수술 전후의 안압 변화와

하강제 투여 환자를 비교하였을 때 50% 이상 안압이 감소

수술 후 안압하강제 사용량의 변화 비교는 paired t-test를

한 환자가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은 경우에서 유의하게 많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Fernández-Barrientos et al11은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에

iStent와 백내장 동시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와 백내장 단독

입각한 성모안과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비교하였을 때, iStent 동시 수술을

review board, IRB)의 승인 아래 진행되었다(IRB 승인 번

받은 환자에서 백내장 단독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 비하

호: 201901-BM-01-1).

여 유의한 안압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아직 한국인에서 iStent 삽입 수술 후 결과에 대한 보고는

결

과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 있어서 정상압녹내
장 환자를 포함한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iStent

iStent 수술을 시행받은 12명(12안)의 평균 연령은 58세

삽입술을 시행하고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였으며 남자 10명(10안), 여자 2명(2안)이었다(Table 1). 수

하였다.

술 전 안압하강제의 사용량은 평균 1.83 ± 0.25였으며, 수
술 전 백내장 수술을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6명

대상과 방법

(6안)이었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환자는 그 외 다른
안과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한 과거력은 없었다.

본 연구는 성모안과병원에서 진료 후 원발개방각녹내장

수술 전 평균 안압은 20.6 ± 4.4 (range, 12-28) mmHg였

을 진단받고 시야검사상 시야결손의 진행을 보이거나 목표

으며, 수술 1일 후 20.0 ± 5.5 mmHg, 1주 후 안압은 16.5 ±

안압까지 도달되지 않아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필요하여

3.1 mmHg (p<0.05), 1개월 후 17.3 ± 2.8 mmHg (p<0.05)

iStent 단독 삽입술을 시행받고 최소 12개월 이상 경과 관

였으며 3개월 후 16.3 ± 2.5 mmHg (p<0.05), 6개월 후 안압

찰이 가능하였던 환자 12명(12안)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
를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들의 수술 1일, 1주, 1, 3, 6, 12개
월까지의 안압 변화와 합병증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모든 수술은 한 명의 숙련된 단독 수술자(J.Y.R)가 시행

Table 1. Base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

하였다. 마취 안약을 점안하고 이측 각막에 2.2 mm 투명각

Eyes

막절개창을 만들어 전방에 점탄물질을 채운 후 비측의 섬

Age (year)

유주를 확인하고 전방각프리즘을 사용하여 iStent를 섬유주

Sex (M:F)

를 통해 쉴렘관으로 삽입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 전 최대교정시력, 골드만 안압계에
의한 안압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전방각경검사(전안부
및간섭단층촬영을 통한 검사), 시신경유두검사를 포함한
안저검사, 시야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을 통한 전반적인

Value
12
54.8 ± 11.9
10:2

Cup-do-disc ratio

0.7 ± 0.2 (0.1-1.0)

VF mean deviation (dB)

-12.21 (-3 to -19)

Type of glaucoma
Primary open-angle glaucoma

8

Normal tension glaucoma

4

Glaucoma severity

*

안과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안과적으로 안압에 영향을 줄

Mild

2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폐쇄각녹내장, 신생

Moderate

5

혈관녹내장을 진단받은 환자, 전신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Severe

5

고혈압 환자 및 녹내장 여과수술을 시행받은 환자, 12개월
간의 추적 관찰기간 동안 내원하지 않은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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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M:F = male:female; VF = visual field.
*
According to Hodapp–Parish–Anderson staging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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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7 ± 2.7 mmHg (p<0.05), 12개월 후 16.6 ± 3.6 mmHg

0.30 (p>0.05)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는

(p<0.05)로 수술 12개월 후 안압은 수술 전에 비하여 평균

아니였다(Fig. 2).

3.9 mmHg, 약 19.5% 정도 하강하였다. 수술 전에 비해 수

iStent 삽입 수술 시행 후 발생한 합병증에는 크게 홍채

술 1주 후부터 모든 시점에서 유의하게 안압이 하강한 것

염, 전방출혈, 비정상적인 안압 상승 이렇게 3가지가 있었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수술 전 평균 안압하강제 사

다. 그중에는 홍채염이 4안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용량은 수술 전 1.83 ± 0.25, 수술 12개월 후에는 1.58 ±

나타났다. 그 외 전방출혈이 3안에서 발생하였는데 그중 1안
에서는 1단계 전방출혈이 2안에서는 미세전방출혈이 발생

A

하였다. 일시적인 안압 상승은 3안에서 발생하였다(Table 2).

고

찰

Ahmed et al12은 39명(39안)의 원발개방각녹내장 환자에
게 iStent를 삽입하고 18개월간 관찰해 본 결과 평균 안압
하강율이 53.4%였으며 안압하강제의 사용량도 50% 줄었
다고 보고한 바 있다. Voskanyan et al13도 99명(99안)의 환

B

자를 대상으로 iStent를 삽입하고 12개월동안 경과 관찰한
결과 평균 40.6%의 안압 하강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안압하

Table 2. Postoperative complication
Complication

Figure 1. The changes in intraocular pressure (IOP) after
iStent insertion. (A) M ean preoperative IOP was 20.6 ± 4.4
mmHg and significantly decreased in 16.5 ± 3.1 mmHg at
one week postoperative (p < 0.05), in 16.6 ± 3.6 mmHg at
12 months postoperatively (p < 0.05), which represented a
mean reduction of 3.9 mmHg or 19.5% . (B) Time course of
changes in IOP from each individual.

Figure 2. M ean number of glaucoma medications used pre and
post operatively. The mean number of glaucoma medications
was 1.83 ± 0.25 preoperatively and 1.58 ± 0.30 (p > 0.05) at
12 months postoperatively.

Number

Uveitis

4

Hyphema

3

Microhyphema

2

Hyphema

1

IOP spike

3

IOP = intraocular pressure.

Figrue 3. Gonioscopical photograph after iStent (Glaukos®
Corp., Laguna Hills, CA, USA) implantation. The iStent, if
properly positioned, is stable and easy to evaluate with a gonio
lens postope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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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사용량은 평균 86.9%나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14

의 녹내장에서 안약에 순응도가 떨어지거나 중증도의 안압

외 Craven et al 은 백내장 수술을 병행하여 시행한 iStent

하강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iStent 삽입 수술은 약물 사용량

삽입수술과 백내장 단독 수술을 한 환자들의 안압을 24개

을 줄이고 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좋은 효과를

월간 추적 관찰하여 비교해 본 결과, iStent 삽입술을 받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경우 관찰기간이

환자군에서 32.7%, 백내장 단독 수술을 받은 환자군에서는

12개월로 다소 짧았다는 점, 작은 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후

28.2%로 iStent 삽입을 함께 시행한 환자군에서 더 많은 안

향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생각되며,

압 감소 효과를 보았으며, 안압하강제 사용량의 비교에서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치료

도 iStent 삽입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군에서 82.3%, 백내장

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개발되

단독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군은 66.7%의 안압하강제 사용

고 있는 여러 가지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과의 치료 결과에

량 감소 효과를 보여 iStent 삽입 수술을 받은 환자군이 높

대한 비교 연구와 그를 통해 여러 각기 다른 치료에 적합한

은 안압하강제 사용량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환자군의 선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도 iStent 삽입 수술 1주 후부터 수술 전과 비
교하여 유의한 안압 하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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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acra et al 의 보고에 따르면 iStent 삽입 수술 이후 7안
에서 경미한 전방 출혈이 발생하였고, 안압 상승이 3안에
서, 스텐트 구명 막힘이 3안에서, 스텐트 위치 이상이 1안
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모든 합병증은 별 어려움
없이 해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전에 보고되었던 타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에서도 iStent 삽입 수술 후, 수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한 안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개월간의
경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iStent를 사용한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 고식적인 치료 방법을 대치할 만한 큰 효과는 아니
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발생한 모든 합병증들은 모두
자연 치유되었거나 국소 처치로 치유되었으며, 경과 관찰
12개월 동안 뚜렷한 iStent 위치 이상이나 내강의 막힘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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