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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의 변화
Change of Peripapillary Vessel Density after Ahmed Valve Implantation
이문형⋅조경진⋅박율리
Moon Hyung Lee, MD, Kyong Jin Cho, MD, PhD, Yuli Park, MD, PhD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peripapillary vessel density after Ahmed valve implantation.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review of 42 glaucomatous eyes that Ahmed valve implantatio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intraocular pressure (IOP), peripapillary retinal nerve fiber layer (RNFL) thickness, peripapillary vessel density were
analyzed.
Results: The mean IOP was 37.49 ± 12.85 mmHg preoperatively, 13.72 ± 4.39 mmHg at 1 month postoperatively, and 12.48 ±
3.54 mmHg at postoperative 6 months which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surgery (p < 0.001). Peripapillary RNFL thickness and peripapillary vessel density increased significantly at 6 months postoperatively (p = 0.013, p = 0.002, respectively). The
improvement in peripapillary vessel density was associated with a greater reduction in the IOP (p < 0.001), and the lower preoperative peripapillary vessel density value (p = 0.001).
Conclusions: The improvement in peripapillary vessel density was associated with a greater reduction in the IOP after Ahmed
valve implantation. Measurement of peripapillary vessel density may be useful to monitor the progression of glaucoma after
Ahmed valve implantation.
Ann Optom Contact Lens 2022;2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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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시신경의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

되지 않는 녹내장 환자에서는 녹내장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로 망막신경섬유층의 변화를 보이며, 진행 시 영구적인 시

데, 치료를 통해 안압을 하강시켜도 녹내장이 진행되는 경

1

야결손을 남기고,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안압은

우가 있다.3 따라서 녹내장에서 안압에 의한 기계적 손상

녹내장의 발병 및 진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이외에도 허혈성 손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알려져 있으며, 안압의 조절은 녹내장의 진행을 막기 위한

있다.

2

핵심적인 치료 요소이다. 최대 약물 치료에도 안압이 조절

4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통해 시신경과 망막모세혈관
구조에 대한 빠르고 비침습적인 고해상도의 검사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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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측정 영역의 단위면적당 혈관의 총 길이를 의미하는 혈
관밀도를 측정하여 이를 통해 시신경과 망막의 혈류 순환
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형광혈관조영술과 잘 일치
5

하며 자세한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을 낮추면 사상판의 기계적인 압박을 완화시켜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녹내장수술 후 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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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강하게 되면 안구의 혈류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의 정확성을 위해 신호 강도가 6점 이상인 결과만을 분석

이는 안압이 하강하면서 사상판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 모

대상에 포함시켰다.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의 경우 시신경

세혈관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였

유두주위의 혈관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시신경의 내측경계

7,8

에서 0.75 mm 폭의 타원형 고리 영역에서 radial peripapil-

다.

한국인에서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안압하강에 따른 시신
경유두주위 모세혈관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

lary capillary layer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혈관밀도 평
균값을 측정하였다.

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

모든 아메드밸브삽입술은 한 명의 술자에 의하여 시행되

행받은 녹내장 환자에서 술 후 시신경유두주위 미세혈관

었다. 상이측 각막윤부쪽 결막을 절개하여 원부기저결막편

변화와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황반부 신경

을 만든 후 테논낭과 공막 사이를 박리하였다. 아메드밸브

절-내망상층 두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 관 끝에 30게이지 캐뉼라를 삽입한 뒤 평형염액을 통과
시켜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 아메드밸

대상과 방법

브를 공막에 봉합하여 고정한 후 실리콘관을 bevel up 방향
으로 잘랐다. 23게이지 바늘을 이용하여 홍채면과 평행한

본원에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녹내장으로

방향으로 공막을 천자 후 실리콘관을 넣어 안구 내에 위치

진단받고 약물을 사용하여도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

시켰다. 노출된 관을 동종공막편으로 덮고 10-0 nylon으로

중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받은 환자 42명 42안을 대상으

봉합 후 절개된 결막을 봉합하였다. 매 진료마다 시력검사,

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윤

안압검사, 세극등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술 후 6개월째 시야

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

검사, 빛간섭단층촬영,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 및 안저촬영

으며(승인번호: 202010033),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였다. 아

을 시행하였다.

메드밸브삽입술 시행 후 6개월 이상 추적 관찰된 환자 중

술 전, 술 후 1개월 및 6개월의 안압, 술 전 및 술 후 6개

수술 전 표준자동시야검사, 빛간섭단층촬영 및 빛간섭단층

월의 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한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섬유층 두께, 황반부 신경절-내망상층 두께, 빛간섭단층혈

모든 대상 환자의 나이, 성별, 시력, 안압, 굴절력, 사용

관조영술을 이용한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를 대응표본 T

중인 녹내장 약제의 종류 및 개수, 세극등현미경검사, 골드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시신경유

만압평안압계를 이용한 안압 측정, 안축장 측정, 각막두께

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및 혈관밀도 변화에 영향을

검사, 전방각경검사, 안저검사, 시야검사, 녹내장수술을 비

끼치는 인자를 알아보았다.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롯한 안과적 수술 여부 및 전신 질환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21.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병력 조사와 검사에서 안외상 및 다른 안내수술 과거력이

으며,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있는 환자, 다른 안과수술을 함께 받은 경우, 레이저 섬유

로 간주하였다.

주 성형술 및 후낭절개술 등의 레이저를 받은 경우, 녹내장
외 안압, 시력 또는 시야에 영향을 끼칠만한 안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의무기록이 완벽히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녹내장은 골드만압평안압계를
이용한 안압 측정, 전방각경검사, 시신경유두촬영, Cirrus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Carl Zeiss, Dublin, CA, USA)
를 이용한 빛간섭단층촬영, 망막신경섬유층촬영, 빛간섭단

Table 1. Baseline demograph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Clinical parameter
Age (years)
Sex, male/female

Value
60.43 ± 13.82
28/14

Number of glaucoma medication

2.51 ± 0.47

층혈관조영술(Plex Elite 9000; Zeiss Meditec, Dublin, CA,

Mean preoperative IOP (mmHg)

37.49 ± 12.85

USA)과 표준자동시야검사(Humphrey Instruments, Central

Anterior chamber depth (mm)

3.21 ± 0.75

24-2 SITA standard strategy)를 이용하여 진단하였다. 빛간

Central corneal thickness (μm)

553.74 ± 38.42

섭단층촬영에서 유두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3.46 mm의 직

Axial length (mm)

경을 가지는 원에서 평균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를 분석하였

Pattern standard deviation (dB)

고, macular cube 스캔과 GC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황반

Mean deviation (dB)

부를 중심으로 하는 14.13 mm2의 타원형 도넛 모양 영역의
평균 신경절-내망상층 두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측정
22

24.18 ± 1.53
5.82 ± 3.75
-11.28 ± 9.5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IOP = intraocular pressure.

- 이문형 외 :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혈관밀도 변화 -

결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1개월째 평균 안압은 13.72 ± 4.39

과

mmHg, 술 후 6개월째 12.48 ± 3.54 mmHg로 술 전에 비해
총 42명의 42안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남자는 28명,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p<0.001),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여자는 14명이었으며, 아메드밸브삽입술 시 환자의 평균

안압하강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빛간섭단층촬영상 시신

나이는 60.43 ± 13.82세였다. 대상 환자의 평균 추적 관찰

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는 술 전 61.87 ± 15.43 µm,

기간은 약 13.41 ± 3.94개월이었다. 술 전 녹내장 약제 개수

술 후 6개월째 69.59 ± 17.21 µm로 측정되어 술 전에 비해

는 2.51 ± 0.47개였으며, 환자들의 평균 술 전 안압은 37.49

술 후 6개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3).

± 12.85 mmHg였다. 평균 각막 두께는 553.74 ± 38.42 µm,

황반부 신경절-내망상층 두께는 술 전 53.62 ± 9.21 µm, 술

술 전 평균 전방깊이는 3.21 ± 0.75 mm, 술 전 시야검사 pattern

후 6개월에 54.83 ± 8.64 µm로 술 후 6개월째 술 전과 비교

standard deviation 5.82 ± 3.75 dB, mean deviation -11.28

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74). 빛간섭

± 9.59 dB이었다(Table 1).

단층혈관조영술상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는 술 전 45.42
± 3.16에서 술 후 6개월째 49.63 ± 2.85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p=0.002). 시신경유두주위 구역별 분석에서 이측 혈관

Table 2. Comparison of measurements in the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6 months after Ahmed valve implantation

밀도는 술 전 46.37 ± 2.54에서, 술 후 6개월째 51.36 ±
3.47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p=0.025), 비측 혈관밀도 역

Preoperative

Postoperative
6 months

p-value

pRNFLT

61.87 ± 15.43

69.59 ± 17.21

0.013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상측 및 하측 혈관밀도는 술 전 후

mGCIPLT

53.62 ± 9.21

54.83 ± 8.64

0.074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시신경유두주위 망

pVD, average

45.42 ± 3.16

49.63 ± 2.85

0.002

pVD, superior

44.31 ± 4.28

45.84 ± 3.96

0.089

pVD, inferior

43.75 ± 4.64

44.27 ± 4.05

0.104

pVD, temporal

46.37 ± 2.54

51.36 ± 3.47

0.025

pVD, nasal

47.14 ± 3.92

52.92 ± 4.18

0.017

*

시 술 전 47.14 ± 3.92에서, 술 후 6개월째 52.92 ± 4.18로

막신경섬유층 두께 및 혈관밀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들에 대해 분석해 보았을 때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
층 두께는 수술 후 안압하강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이 증가하
2
였으며(r = 0.41; ß = 0.25; 95% confidence interval [CI],

0.07-0.51; p=0.005),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 변화는 수술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RNFLT = peripapillary retinal nerve fiber layer thickness;
mGCIPLT = macular ganglion cell-inner plexiform layer thickness; pVD = peripapillary vessel density.
*
Paired t-test.

후 안압하강 정도가 클수록, 수술 전 시신경유두주위 혈관
밀도가 낮을수록 증가하였다(각각 r2 = 0.68; ß = 0.14; 95%
CI, 0.24-0.47; p<0.001; ß = -0.33; 95% CI, -0.58 to -0.12;

Table 3. Univariat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f changes in peripapillary retinal nerve fiber layer thickness and peripapillary vessel density after Ahmed valve implantation
Changes of pRNFL
Univariate

Changes of pVD

Multivariate

Univariate

Multivariat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 value

Β (95% CI)

p-value

Age

-0.19 (-0.29, 0.05)

0.261

-

-

-0.17 (-0.35, 0.12)

0.548

-

-

AL

0.34 (0.09, 0.62)

0.482

-

-

0.28 (0.09, 0.43)

0.657

Preoperative
IOP

0.63 (0.34, 0.89)

0.057

-

-

IOP
reduction

0.71 (0.59, 0.89)

0.012

0.25 (0.07, 0.51)

0.005

0.62 (0.43, 0.85)

0.011

Preoperative
pRNFL

0.11 (-0.05, 0.29)

0.385

-

-

0.08 (-0.03, 0.11)

0.621

-

-

Preoperative
mGCIPL

0.23 (-0.09, 0.36)

0.569

-

-

0.01 (-0.19, 0.24)

0.875

-

-

Preoperative
pVD

-0.08 (-0.53, 0.67)

0.494

-

-

-0.73 (-0.88, -0.61)

0.013

-0.33 (-0.58, -0.12)

0.001

-

-

-

-

0.14 (0.24,0.47)

<0.001

pRNFLT = peripapillary retinal nerve fiber layer thickness; pVD = peripapillary vessel density; CI = confidence interval; AL = axial length;
IOP = intraocular pressure; mGCIPLT = macular ganglion cell-inner plexiform lay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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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Table 3). 나이, 성별, 안축장, 사용하는 녹내장

경섬유층의 두께가 증가하였으나, 수술 전 후 황반부 신경

약제의 개수, 중심각막 두께와의 유의한 연관성은 보이지

절-내망상층 두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는

않았다.

데,13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안압하강 정도가 클수

고

찰

록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가 더 증가하였으
며,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는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안압

녹내장에서 안압의 상승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지만,

하강 정도가 클수록, 수술 전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가

혈류인자 역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낮을수록 더 증가되었다. 이는 고안압으로 인해 발생한 눈

9

된다. 그러므로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이용한 시신경유

혈류장애가 술 후 안압하강으로 인해 미세혈류가 개선되어

두주위의 혈류 변화 여부는 녹내장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나타난 변화로 생각된다. 다른 연구에서 술 전 안압이 높을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메드밸브삽입

수록, 술 후 더 많은 안압하강을 보일수록 시신경유두주위

술을 시행받은 녹내장 환자에서 시신경유두주위 혈류 변화

혈관밀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높은 안압에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시신경유두주위

의해 안구혈 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안압하강이 미세혈관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와 혈관밀도는 술 후 6개월째 술 전에

의 가역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0 또 다른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황반부 신경절-내망상층 두

연구에서도 50% 이상의 안압하강을 보인 환자들에서 시신

께는 술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녹내장

경유두주위 혈관밀도가 가역적으로 증가함을 보고하였고,

수술 후 낮아진 안압이 사상판에 의해 압박되었던 혈류 순

이는 상승된 안압이 망막신경섬유층의 혈관들에 영향을 주

환을 개선시켜 미세혈류의 순환이 회복되어 나타난 결과일

14
어 혈류 순환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연구에서도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을

한, 술 전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가 낮을수록 술 후 안압

통한 검사상 술 후 안압이 감소함에 따라 시신경유두주위

이 하강하였을 때 혈관밀도가 더 증가됨을 보여주어 본 연

혈관밀도가 증가됨을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10

14

본 연구에서는 비

나타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술 후 안압이 하

측과 이측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가 아메드밸브삽입술

강하여도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은 녹내장에 의한 망막

11

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각각 연구마다 안압하강

신경섬유층결손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부위이므로

정도의 차이, 경과 관찰 기간의 차이, 빛간섭단층혈관조영

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말기 녹내장 환

술 검사장비의 차이, 혈류 순환에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의

자에서 녹내장손상이 진행되어도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

차이 등이 존재하기에 연구마다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경섬유층 두께와 황반부 신경절-내망상층 두께는 적은 변

고 생각된다. 수술을 통해 안압이 하강하더라도 혈관밀도

화를 보이므로, 진행된 녹내장의 경과 관찰 시에는 혈관밀

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었는데, 이는 녹내장이 원인으

도의 변화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

로 변화된 혈관밀도도 있지만, 녹내장 외 다른 질환에 의한

에서는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대부분이 중

만성적 손상의 결과로 혈관밀도가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

기 이상의 녹내장성 시신경손상을 보였으므로 아메드밸브

고, 이미 혈관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삽입술 전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가 낮을수록 연관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및 혈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라는 점과 경과 관찰 기간이 짧

관밀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의 분석 결과 이들은 아메드밸

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환자의 기저질

브삽입술 후 안압하강의 정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

환, 사용한 녹내장 안약의 종류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전 연구에서도 녹내장수술 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를 보였고, 술 후 안압의 감소 정도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
12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결론적으로,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안압하강의 정도가 클
수록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의 증가와 혈관

여주었다. 안압의 하강과 관련된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

밀도의 호전을 보였고, 술 전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가

섬유층의 두께 변화의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으나, 술 후

낮은 환자에서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시신경유두주위 혈관

안압이 하강되며 나타나는 사상판의 굽어진 정도의 변화가

밀도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그러므로 빛간섭단층혈관조

이를 일으키는 한 원인일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술 후

영술을 이용한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 측정은 아메드밸

30% 이상의 안압하강을 보인 경우 시신경의 이측 망막신

브삽입술 후 녹내장의 경과 관찰에 유의하게 이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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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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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의 변화
목적: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안압하강이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아메드밸브삽입술을 시행받은 42안을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수술 전후의 안압과 시신경유두주위 망막
신경섬유층 두께, 황반부 신경절-내망상층 두께 및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평균 안압은 술 전 37.49 ± 12.85 mmHg, 술 후 1개월 13.72 ± 4.39 mmHg, 술 후 6개월째 12.48 ± 3.54 mmHg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01). 술 전에 비해 술 후 6개월째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및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각각 p=0.013, p=0.002). 술 후 안압하강의 정도가 클수록(p<0.001), 술 전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가 낮을
수록(p=0.001)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의 변화량은 증가하였다.
결론: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안압하강의 정도가 클수록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의 호전을 보였다. 시신경유두주위 혈관밀도 측정은
아메드밸브삽입술 후 경과 관찰에 유의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검안 및 콘택트렌즈학회지 2022;2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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