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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철 침착증으로 발생한 백내장 및 지연성 이차성 녹내장 1예

A Case of Ocular Siderosis with Cataract and Delayed-Onset 
Secondary Glau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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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report a rare case of ocular siderosis with delayed-onset secondary glaucoma occurring 10 years after cataract 
and iron foreign body removal. 
Case summary: A 47-year-old male who suffered an ocular injury with an iron material to his left eye 3 years prior to his initial visit 
was treated in our clinic for a cataract with siderosis lentis. Ten years after he underwent cataract surgery he developed secon-
dary open-angle glaucoma. Trabecular block taken during trabeculectomy showed no iron material, however, a fibrosclerotic 
change was observed. 
Conclusions: In patients with a history of traumatic siderosis lentis, a potential risk of siderosis remains for a lo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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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철 침착증(Ocular siderosis)은 안내에 철성분이 있는 

이물이 눈에 화학적 반응을 유발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다. 

철성분이 포함된 안내 이물은 안구 조직에 철 분자가 침착

되게 하며, 철의 산화에 의해서 생긴 독성 산화물이 분비되

면서 만성적인 변성 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1. 이런 작용은 

안구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2 그 범위로는 홍채 이

색증(iris heterochromia), 동공 산대(pupillary mydriasis), 백

내장, 이차성 녹내장 및 망막 변성 등이 있고,3 빠른 안내 

이물의 수술적 제거를 통해 안구 철 침착증을 방지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저자들은 백내장 수술로 수정체 

내의 철 침착물을 제거한 후 10년 뒤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

한 안구 철 침착증 환자의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

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49세 남자 환자가 좌안 시력 저하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3년 전 작은 철 조각에 의해 좌안을 수상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 안과 진료를 수진하였고 수술 등을 시행 받지는 않았

다. 본원 내원 당시 교정시력은 좌안 0.05, 안압은 14 

mmHg로 측정되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각막에는 이물

이 통과하여 일으킨 상처로 인한 약 1 mm의 혼탁이 있었

고 수정체에 금속 침착과 혼탁이 있으며 섬유주에 갈색의 

금속성 색소침착이 관찰되었다(Fig. 1A, B). 두부 방사선 

촬영 및 안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안구 내 및 안구 주위

에 고음영의 이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당시 후낭은 온전한 상태로 관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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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iderotic cataract formation. (A) Anterior segment photograph: iron infiltration in the lens. (B) 
Gonioscopic finding: rusty colored trabecular meshwork was observed. (C) Iron infiltration in the anterior 
capsule of the lens (Prussian blue stain, ×400).

Prussian blue로 염색한 조직 검사에서 전낭(anterior capsu-

le)에 철 성분의 침착이 관찰되었다(Fig. 1C). 수술 후 시력

은 0.05에서 1.0으로 호전되었으며 안압은 술 후 15 mmHg 

전후로 유지되었다.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경과를 확인하였

으며 좌안 시력은 1.0으로 유지되었고 안압은 14-16 mmHg 

범위로 측정되었다. 수술 후 2년간 경과 관찰하였고 이후 

환자 본인 사정으로 내원하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 10년 뒤, 환자는 좌안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

하였으며 좌안 안압이 46 mmHg로 상승되어 있었다. 이차

성 녹내장으로 진단하고, 안압 하강제로 조절되지 않아 섬

유주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당시 섬유주에는 초진 시 보이

던 철 침착 또는 갈색이나 금속성의 색소침착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2A). 수술 중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섬유주

에서 채취한 조직으로 Prussian blue 염색을 시행하였을 때 

철 성분이 포함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2B). 전자 현

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퇴행성 변화와 함께 무질

서하게 늘어난 섬유조직이 관찰되었다(Fig. 2C). 수술 후 안

압은 10 mmHg 전후로 조절되었다.

고 찰

본 증례에서 안구 철 침착증에 의해 백내장이 먼저 발생

하였으며, 백내장 수술을 통하여 철 침착물을 제거하였음

에도 최초 외상 뒤 13년 후 이차성 개방각 녹내장이 발생하

였다. 

철 침착증에 의해 발생한 백내장의 경우 철 이물의 위치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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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rabecular meshwork finding at 13 years after trauma. (A) Gonioscopic finding: no rusty colored tra-
becular meshwork was seen. (B) Iron was not identified in the trabecular block (Prussian blue stain, ×400). (C) 
Disoriented loose fibrous tissue with some degenerative change of the trabecular meshwork (electron microscopy, 
×5,000). 

에 따라 다양하나 주로 전낭 또는 후낭에서 퇴행성 변화 및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5 이는 세포 내 

축적된 철 이온에 의한 직접적인 독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

진다.6 본 증례에서도 수술 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전낭 

세포의 철 침착이 관찰되어 철 이온에 의한 독성으로 백내

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외상성 녹내장에서 관찰되는 우각후전

(angle recession)이 보이지 않았으며, 외상 시기와 안압 상

승 시기가 매우 떨어져 있어 외상에 의한 녹내장을 배제할 

수 있었다. 철 침착증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성 녹내장은 섬

유주에서의 철 침착이 직접적인 방수 유출 저하를 유발하

는 것이 아니라 철 이온의 독성에 의해 발생한 섬유주의 섬

유성 경화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6 Sangermani et al7은 

철 침착증 후 발생한 2건의 이차성 녹내장의 증례에서, 본 

증례에서 초기에 보였던 것과 같은 섬유주의 갈색 금속침

착이 보였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초음파생체현미경에서 

전방각의 심부층에서 무정형의 고반사가 관찰되고 이것이 

섬유주의 섬유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섬유주의 

변성이 철 침착증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의 중요 기전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7 본 증례에서 섬유주 절제술 당시에는 

섬유주의 금속침착은 관찰되지 않았고, 조직검사에서 철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던 것은 초기 외상 후 13년이 경과

하여 육안으로 관찰가능한 철 성분은 포식 작용에 의하여 

사라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철 이물 제거 후에 지연되어 발생한 이차성 녹내장에 대

한 이전 보고는 없으나, 본 증례는 안구내 철 성분이나 철 

이온의 양이 매우 적어서 섬유주의 손상이 지연되어 발생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에 보고된 철 침착증에 의한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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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안구 철 침착증으로 발생한 백내장 및 지연성 이차성 녹내장 1예

목적: 저자들은 철 이물에 의한 백내장 제거 후 10년 뒤 지연성 녹내장이 발생한 안구 철 침착증의 드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47세 환자가 3년 전 좌안을 철 조각에 수상한 뒤 본원에서 수정체 철 침착증으로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았다. 백내장 수술 

10년 뒤 좌안의 안압 상승이 발생하였으며 철 침착증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으로 진단되었다.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절제된 

섬유주에서 철 성분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섬유 조직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결론: 외상성 수정체 철 침착증이 있는 환자에서 이를 치료한 후에도 지연성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안과학회지 2015;56(11):1817-1820>

이차성 녹내장의 증례7에서는 초기 수상 후 4-7개월 후에 

녹내장이 발병하였으나, 모두 유리체강 내에 큰 크기의 철 

이물이 있었던 경우로 수정체 전낭에만 철 침착이 있었던 

본 증례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안구내 철 성분의 양 

차이로 인해 녹내장 발생 시기의 차이가 야기되었을 것으

로 보인다. 동물 실험에서, 철 이물이 안내에 침투한 후 2주

째부터 조직 내에 철 이온이 검출되었으며,8 이러한 소견은 

망막 내 뮐러 세포, 망막색소상피에서도 관찰되었고,2 섬모

체 및 홍채색소상피에서도 철 축적이 관찰되었다.9 본 증례

에서는 수상 후 백내장 수술에 의해 철 이물이 제거될 때까

지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이는 철 이온이 섬유주세포 

등에 침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침착된 철 이

온에 의하여 철 이물 제거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섬유주에 

독성 작용을 유발하여 이차성 녹내장을 야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에 보고된 대부분의 증례에 따르면 안구 철 침착증은 

안내 철 이물의 제거로 예방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본 증례

는 백내장 수술을 통해 철 침착물을 제거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철 침착증에 의해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한 증례로, 초기 수상 후에도 철 침착의 잠재적인 발병

위험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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