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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혈관 녹내장, 난치성 소아녹내장, 포도막염에 의

한 이차 녹내장, 심한 결막의 섬유화를 동반한 녹내장, 

초자체절제술 또는 각막이식술 후 발생한 녹내장과 같

은 난치성 녹내장의 치료에 있어 다양한 녹내장 유출장

치가 사용되고 있다.
1
 이러한 장치로는 방수의 흐름을 

제한하지 않는 Molteno 장치,2 Baerveldt 장치,3 

Schocket tube shunt
4
와 술 후 저안압을 막기위해 

방수의 흐름을 제한하는 Krupin 장치,
5
 아메드 방수

유출장치(New World Medical, Inc. Rancho 

Cucamonga, California)
6 
등이 있다, 이중 아메드 

방수유출장치는 한쪽 방향으로 방수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체계를 갖추고 있어 안압을 8∼10 mmHg로 유지

하며, 난치성 녹내장에 흔히 사용되는 녹내장 유출장치

의 하나이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

술의 성공률을 1년에 71.1%에서 90.6%로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으며,7-10 술 후 합병증으로 저안압, 맥락막

박리, 전방출혈, 유리체출혈, 맥락막상강출혈, 밸브막

힘, 밸브위치이상 등을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
10,11
 하

지만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녹내장 수술을 처음 시행

한 일차 수술군과 이전에 녹내장 수술을 시행한 적이 

있는 이차 수술군 간의 성공률 및 합병증을 비교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자들은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

입술의 장기 임상효과를 살펴보고, 일차와 이차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 군의 성공률과 합병증 등을 비교

하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1995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을 

시행한 101명의 101안을 후향적 조사하 으며, 이전

에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일차 수술군(48안)

과 이전에 mitomycin C를 이용한 섬유주절제술을 시

행한 이차 수술군(53안)의 두군으로 나누어 비교하

난치성 녹내장에서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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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난치성 녹내장 환자에서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의 장기 임상결과를 살펴보고, 일차와 이차 삽입술의 성공

률을 비교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 1995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을 시행받은 101명의 환자, 101안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하 다. 수술의 성공은 (1) 술 후 약물의 사용과 관계없이 5∼21 mmHg의 안압이 유지되

면서 안압이 술 전의 30% 이상 감소하고, (2) 안압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감소가 없으며, (3) 추가적 녹내장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 다. 임상기록을 바탕으로 안압, 녹내장 약물의 투여, 합병증을 조사하 으며, 

Kaplan-Meier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수술의 성공률을 비교하 다.

결과 : 술 후 1년, 3년, 5년, 7년의 누적 성공률은 일차 수술군에서 57.6%, 46.7%, 39.7%, 39.7%, 이차 수술군

에서 67.8%, 58.1%, 52.4%, 43.5% 으며 두 군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은 일차 수술군에서 안내염 4.2%, 밸브의 노출이 4.2%, 저안압이 4.2%, 이차 수술군에서 안내염 3.8%, 밸브의 노

출이 1.9%, 저안압이 9.4%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은 난치성 녹내장 환자의 안압 조절에 효과적이며, 일차 수술군과 이차 수술군의 성

공률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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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환자는 술 전 시력과 안압을 측정하 고, 술 

후 1일, 1주, 1달, 3달, 6달, 1년, 2년, 3년, 5년, 7년, 

9년 간격으로 경과 관찰하 다. 내원 시마다 환자의 시

력과 안압,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안압약의 사용 갯수

를 조사하 다.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은 저자 중 한명의 술자

에 의해 이루어 졌다. 수술은 국소 마취 후 윤부로부터 

1.2∼1.5 cm 떨어진 곳의 결막과 테논낭을 절개하여 

윤부를 기저로 한 결막편을 만든 후 상직근과 외직근을 

분리하 다. 밸브를 삽입하기 전에 27 G 도관을 밸브

관 끝에 삽입 후 1 cc 정도의 평형염액을 통과시켜 관

과 밸브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아메드 방수유출장치를 상

직근과 외직근 사이에 삽입하고 윤부로부터 8∼9 mm 

떨어진 공막에 9-0 nylon을 이용하여 고정하 다. 관

이 전방 내 2 mm정도 위치하도록 길이를 잰 후 관끝

의 bevel이 위로 향하도록 자르고 23 G 바늘을 이용하

여 전방천자를 한 후 전방 내 삽입하 다. 방수유출관

이 노출된 부위는 공막판으로 덮은 후 공막에 10-0 

nylon으로 고정하 다. 테논낭과 결막은 10-0 nylon

으로 봉합하 다.

수술의 성공은 안압약의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1) 

술 전 안압의 30%이상 감소와 5∼21 mmHg사이의 

안압유지, (2) 기능적으로 합병증이나 안압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지 않고, (3) 추가적인 여과술을 시행하

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 다. 술 후 5 fluorouracil 

(5-FU) 결막하 주사, 섬유성막의 제거, 관의 위치조정 

후 안압이 조절된 경우는 성공으로 간주하 다. 수술과 

관련된 장기 합병증으로 안내염, 저안압, 밸브의 노출 

등을 조사하 다.

통계는 SPSS version 13.0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누적 성공률은 Kaplan-Meier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구하 으며 안압의 변동, 안압약의 사용 개수, 각군 간

에 발생한 합병증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통하

여 계산하 다.

결     과

총 101안에서 일차 수술군이 48안, 이차 수술군이 

53안이 다. 나이는 일차 수술군에서 평균 49.2세, 이

차 수술군에서 평균 34.3세로 일차 수술군이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 남녀비, 우안과 좌안의 비는 

차이가 없었다. 술 전 안압의 경우 일차 수술군이 35.6 

mmHg, 이차 수술군이 29.9 mmHg로 통계학적으로 

일차 수술군의 안압이 높았다. 진단명은 일차 수술군에

서 신생혈관녹내장(45.8%)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

차 수술군에서 소아녹내장(24.5%)이 상대적으로 많았

다. 경과관찰기간은 일차 수술군이 평균 49.1개월, 이

차 수술군이 평균 57.3개월로 통계학적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Table 1).

안압은 술후 1일째 일차 수술군이 평균 18 mmHg, 

이차 수술군이 평균 12.5 mmHg로 통계학적인 차이

는 없었으며(P=0.069), 술후 1주일째 일차 수술군이 

평균 17.1 mmHg, 이차 수술군이 평균 12.5 mmHg

로 일차 수술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wo groups

Primary (n=48) Secondary (n=53) P-value

Age
Sex (M:F)
Eyes (Right: Left)
Preoperative IOP (mmHg)

49.17 (±18.75)
31:17 (64.6%:35.4%)
24:24 (50.0%:50.0%)

35.56 (±11.45)

34.25 (±22.70)
33:20 (62.3%:37.7%)
25:28 (47.2%:52.8%)

29.89 (±9.34)

0.001*

0.809†

0.776†

0.008*

Diagnosis

POAG
CACG
NVG
SG
CG

 8 (16.7%)
4 (8.3%)

22 (45.8%)
12 (25.0%)

2 (4.2%)

14 (26.4%)
2 (3.8%)

 7 (13.2%)
17 (32.1%)
13 (24.5%)

0.001†

Follow up period (months) 49.08 (±25.92) 57.34 (±34.08) 0.171*

* : T-test.
†: Chi-square test.
CACG: Chronic angle closure glaucoma; CG: Congenital glaucoma; NVG: Neovascular glaucoma; POAG: Primary open angle 
glaucoma; SG: Secondary glau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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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25). 이후 1달, 3달, 6달, 1년, 2년, 3년, 5년 

경과관찰하 을 때 안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 20 mmHg 이하를 유지하 다

(Fig. 1). 안압약의 개수는 술후 1일, 1주, 1달, 3달, 

6달, 1년, 2년, 3년, 5년 경과관찰 시 통계학적인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Fig. 2).

Kaplan Meier 생존분석을 이용한 누적 성공률은 

일차 수술군에서 1년, 3년, 5년, 7년에 57.6%, 

46.7%, 39.7%, 39.7%이 으며, 이차 수술군에서 

67.8%, 58.1%, 52.4%, 43.5% 다. Log rank 

test상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Fig. 3).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에 있어서 일차 수술군에서 안

내염이 2례(4.2%), 밸브의 노출이 2례(4.2%), 저안

압이 2례(4.2%) 있었고, 이차 수술군에서 안내염이 2

례(3.8%), 밸브의 노출이 1례(1.9%), 저안압이 6례

(9.4%)있었으며, 두 군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3).

고     찰

기존의 섬유주절제술은 신생혈관녹내장, 소아녹내

장, 포도막염에 의한 이차녹내장과 같은 난치성 녹내장

에서는 그 성공률이 낮게 보고되고 있다.12-14 이러한 원

인으로는 섬유조직의 증식으로 인한 여과부위의 폐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5
 방수유출장치는 혈관섬

유조직, 혈전, 유리체, 홍채에 의해 누공의 내측이 막히

거나, 외측 여과부의 섬유화로 인한 여과포의 크기 감

소와 실패를 줄임으로서 난치성 녹내장에 이용되고 있

다. 방수유출장치에 대한 개념은 1906년 Rollet and 

Moreau
16
에 의해 마모(horse hair)를 2명의 난치성 

녹내장 환자에 삽입하여 치료함으로서 처음 발표되었다.

Figure 1. Serial intraocular pressure (IOP) change of 
primary and secondary Ahmed valve implantation.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after 1 months (P>0.05).

Table 2. Cumulative survival rate of primary and secondary Ahmed valve implantation (Kaplan Meier survival analysis, P=0.27, 
log rank test)

Primary Secondary Total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year
6 year
7 year
8 year
9 year

57.62%
46.68%
46.68%
43.35%
39.74%
39.74%
39.74%
39.74%

67.82%
65.63%
58.06%
55.30%
52.39%
48.36%
43.52%
43.52%
43.52%

63.02%
56.41%
52.73%
49.79%
46.52%
44.19%
40.79%
40.79%
40.79%

Mean survival time (months) 45 67 61

Figure 2. Number of antiglaucoma medications after primary 
and secondary Ahmed valve implantation.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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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ngterm surgery associated complica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Ahmed valve implantation

Primary (n=48) Secondary (n=53) P-value

Endophthalmitis
Valve exposure
Hypotony

2 (4.2%)
2 (4.2%)
2 (4.2%)

2 (3.8%)
1 (1.9%)
5 (9.4%)

0.919
0.500
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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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69년 Molteno
2
에 의해 Molteno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이 시도되면서 난치성 녹내장 치료에 높은 

성공률을 보 으며, 현재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을 이용

한 방수유출장치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방수유

출장치로는 Molteno 장치
2
, Baerveldt 장치

3
, 

Schocket tube shunt4, Krupin 장치5, 아메드 밸

브
6
등이 있으며, 기전에 따라 크게 방수흐름을 제한하

지 않는 유출장치(open tube drainage devices)와 

저안압의 방지를 위해 방수의 흐름을 제한하는 유출장

치(flow-restricted drainage)로 나뉘게 된다.

아메드 방수유출장치는 1995년 Coleman et al6이 

처음 소개한 이후로 난치성 녹내장의 치료에 임상적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실리콘 튜브는 

polypropylene body 내에 있는 실리콘 밸브에 연결

되어 있으며, 표면적이 184 mm
2
이며 1.9 mm의 두께

를 가진다. 기능적으로 두개의 탄성의 실리콘 격막이 

있어 방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며, 이론적으로 

8 mmHg 이상이면 열리도록 고안되어 있다. 따라서, 

술 후 안압이 높으면 밸브가 열리면서 방수가 안구 밖

으로 나가게 되어 안압이 낮아지고, 안압이 낮은 경우

에는 밸브가 닫히게 되어 안압이 더 떨어지는 것을 방

지하게 된다.

저자들은 이러한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을 시

행한 환자를 일차 수술군과 이차 수술군으로 나누어 안

압의 변동, 약물의 개수, 성공률, 합병증을 비교하 다. 

술 후 안압의 변동량과 안압약의 사용 갯수는 두 군간

에 차이가 없었다. Kaplan Meier 생존분석을 이용한 

누적 성공률은 일차 수술군에서 1년에 57.6%, 3년에 

46.7%, 5년에 39.7%, 7년에 39.7%이 으며, 이차 

수술군에서 1년에 67.8%, 3년에 58.1%, 5년에 

52.4%, 7년에 43.5%로 처음 5년간은 이차 수술군의 

성공률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성공률이 비슷하게 안정되

는 양상을 보 으며 통계학적으로 두 군간의 차이는 없

었다. 여러 연구에서 이전에 섬유주절제술이나 결막을 

절개하는 수술을 시행한 과거력이 경우 섬유주절제술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7-19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섬유주절제술 실패의 과거력이 있는 눈

에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을 시행하 을 때 결과

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상반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섬유주절제술과 달리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의 경우 이전의 섬유주절제술 실패

의 과거력이 수술의 성공에 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

Figure 3. Kaplan Meier survival curves of primary and 
secondary Ahmed valve implantation. After 5 years of 
follow up, cumulative success rates become similar. No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wo groups (P 
=0.27, log 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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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Kaplan Meier survival curves of primary and 
secondary Ahmed valve implantation in neovascular glaucoma 
patients. No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wo 
groups (P=0.81, log 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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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wo groups in neovascular glaucoma pat

Primary (n=22) Seco

Age
Sex (M:F)
Eyes (Right: Left)
Preoperative IOP (mmHg)

56.00 (±13.69)
14:8 (63.6%:36.4%)

11:11 (50.0%:50.0%)
42.91 (±9.70)

45.
5:2 (
2:5 (

40.
* : T-test.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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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 방수유출장치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섬유주절제술의 경우 생체조직으로 방수유출로가 

구성되어 있으며 섬유모세포에 의한 섬유화에 따른 방

수유출로의 폐쇄 및 여과포의 크기감소로 수술의 실패

가 나타난다.
15
 따라서 이전에 수술의 실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수술실패의 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처음 수술하는 경우에 비해 섬유화가 더 많이 발생

할 수 있다. 반면에 아메드 방수유출장치의 경우 섬유

주절제술과 달리 생체조직이 아닌 인공재질로 유출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전에 섬유화가 일어났

던 정도에 덜 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 것이라고 본다.

술 후 초기에 일차 수술군에서 성공률이 낮은 것은 

신생혈관녹내장이 이차 수술군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때문이라고 본다. Guo et al20은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 후 6개월간 경과관찰시 신생혈관

녹내장은 40%, 다른 종류의 녹내장은 71.4%로 성공

률을 보고한 바 있다. 이렇게 신생혈관녹내장에서 성공

률이 낮은 것은 술후 실패의 원인이 혈액등에 의한 유

출로의 폐쇄 및 방수유출장치내의 섬유혈관증식인

데,21,22 실제 본 연구에서 신생혈관녹내장군에서 수술

과 관련되거나 또는 관련되지 않게 전방내 출혈이 많은 

경우 발생하 으며, 이러한 전방내 출혈이 유출로를 직

접 폐쇄하 거나 또는 섬유혈관증식을 자극하여 수술의 

성공에 향을 주었으리라 본다. 만일 신생혈관녹내장

을 가진 환자에서 일차 수술군과 이차 수술군간의 성공

률에 차이가 있다면, 일차 수술군에 신생혈관녹내장이 

많아서 술후 초기에 성공률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

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신생혈관녹내장을 가진 환자

에서 일차 수술군과 이차 수술군을 비교하 을 때 나

이, 성비, 술 전 안압, 좌안 또는 우안의 여부는 통계학

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P>0.05, Table 4), Kaplan 

Meier 생존분석에서 수술의 성공률은 두 군간에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81, Log rank test, Fig. 4).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신생혈관녹내장에 있어 아메드 

방수유출장치의 성공률이 비교적 낮다면 신생혈관녹내

장환자를 처음 수술할 때 mitomycin C를 이용한 섬

유주절제술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아메드 방수유출장

치 삽입술을 시행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논문에서 신생혈관녹내장

에서 mitomycin C를 이용한 섬유주절제술의 성공률

을 29%에서 59%로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23-25 본 

연구에서 신생혈관녹내장에서 일차수술군과 이차수술

군을 합하 을 때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 후 1년의 

누적 성공률이 53.9% 다. 서로 다른 술자, 성공의 기

준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성공의 

기준이 시력등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정

해진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mitomycin C를 

이용한 섬유주절제술에 비해 높은 정도의 성공률이라고 

저자들은 생각한다. 또한 출혈과 섬유화가 잘 일어나는 

신생혈관녹내장에서 비교적 섬유화의 향을 덜 받는 

인공재질로 구성된 방수유출로를 가진 아메드 방수유출

장치는 mitomycin C를 이용한 섬유주절제술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일차 수술군과 이차 수술군을 합한 전체 누적성공률

을 구하 을 때 1년에 63%로 기존의 연구보다 낮게 나

왔다. 이러한 이유는 술 전 안압의 30%이상 감소와 안

압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손상이 없는 것을 포함하

여 성공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한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성공률이 비교적 낮은 신생혈관녹내장군이 전체적

으로 28.7%를 차지해 많은 것도 또 한가지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명에 따른 성공률에 대한 추가

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수술과 연관되는 합병증은 일차수술군에서 안내염, 

밸브노출, 저안압이 각각 4.2% 으며. 이차수술군에서 

안내염이 3.8%, 밸브의 노출이 1.9%, 저안압이 9.4%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장

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하 을 때 두 군간의 합병증의 차

이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안내염이 4.0%, 밸브의 노출

이 3.0%, 저안압이 6.9% 나타났으며, 안내염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1.7%에서 5%로 보고하고 있어 일차 

수술군 및 이차 수술군, 그리고 전체에서 발생률이 크

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6-28 하지만, Al-Tobrak et 

al
26
은 그의 연구에서 소아에서 어른에 비해 안내염이 

5배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소아녹내장 19증례 중 단 하나의 증례도 없었으며, 

연령층도 60세, 42세, 28세, 70세로 다양하여 연령에 

따른 안내염의 발생의 차이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본다. 안내염의 발생시기는 4개월, 10개월, 11개

월, 76개월로 일반적으로 3개월이후 1년이내 발생하

으나 5년 이후에도 발생하 다. 저안압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8.8∼12%로 보고하고 있으며,11,29,30 본 연

구에서도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 을 때 일차 수술군, 

이차 수술군, 그리고 전체군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러한 수치는 Baerveldt 장치의 38%, Krupin- 

Denver 장치의 30%와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수치라

고 하겠다.
31-33

본 연구의 강점은 단일 기관에서 단일 시술자에 의해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경과관찰 후 시력등 기능적인 

면과 술 후 안압의 감소량을 고려하여 두 군간의 성공

률과 합병증의 발생률을 구하여 비교하 다는 점에 있

다. 일차 수술군과 이차 수술군간에 안압의 변동, 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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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 성공률, 합병증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두군 

모두 난치성 녹내장의 치료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적으로 난치성 녹내장에서 여러 번 수술

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섬유주절제술을 아메드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 전에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서 진단명에 따른 일차 섬유주절제술군과 일차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간의 비교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후향적 연구이며, 

두 군간의 진단명의 구성이나 나이, 술전 안압등의 차

이가 있어 두 군의 비교의 비교가 부적절할 수 도 있다

는 점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아메드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은 일차 수

술군과 이차 수술군에서 장기간 경과관찰하 을 때 누

적 성공률, 합병증, 안압약의 개수, 안압의 변화에 있어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난치성 

녹내장의 치료에 두군 모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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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utcome of Ahmed Valve Implantation in Refractory Glaucoma

Sang Hyup Lee, M.D., Kyung Tak Ma, M.D., Young Jae Hong,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outcome of Ahmed valve implantation as a primary or secondary glaucoma surgery 
to treat refractory glaucoma patients.
Methods: A total of 101 eyes of 101 patients with refractory glaucoma, who received Ahmed valve 
implantation between March 1995 to September 2004 were included. We divided cases into primary surgery 
group, who had no trabeculectomy, and secondary surgery group, who had trabeculectomy before Ahmed 
valve implantation. Successful operation was defined as having the following outcomes: (1) postoperative 
intraocular pressure (IOP) sustained between 5 and 21mmHg and reduced 30% from the baseline IOP with 
or without medication, (2) no visual decline due to IOP or complications, and (3) no additional filtering 
surgery. Clinical records were reviewed, and IOP, antiglaucoma medications, and complications were recorded.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was used to calculate the overall probability of success.
Results: In primary surgery group, overall success rate was 57.6%, 46.7%, 39.7%, and 39.7% at 1, 3, 5, and 
7 years, respectively. In secondary surgery group, overall success rate was 67.8%, 58.1%, 52.4%, and 43.5% 
at the same time points. There was, however,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success rates between two groups. 
The incidence of complications were as follows: 4.2% of endophthalmitis, 4.2% of valve exposure, 4.2% of 
hypotony was found in the primary surgery, and 3.8% of endophthalmitis, 1.9% of valve exposure, 9.4% of 
hypotony were found in the secondary surgery.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incidences of 
complication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Ahmed valve implantation was effective for IOP control in refractory glaucoma patients. 
Success rate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Ahmed valve implant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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