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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백내장 수술 중 발견한 두 겹으로 이루어진 수정체 전낭 2예
Two Cases of Double-layered Anterior Lens Capsule Found in
Cataract Surgery
이상혁⋅김마르다
Sang Hyeok Lee, MD, Martha Kim, MD, PhD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안과
Department of Ophthalmology,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Goyang, Korea

Purpose: To report two rare cases of the double-layered anterior capsule during the cataract surgery.
Case summary: A 67-year-old female patient who presented with bilateral cataract underwent phacoemulsification and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Continuous curvilinear capsulorhexis was performed, and double-ring sign and radial tear of lens capsule were observed during phacoemulsification. The intraocular lens was implanted in the capsular bag and no specific findings
were observed. A 76-year-old man underwent cataract extraction and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in his right eye. Double-ring
sign was observed when phacoemulsification and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were performed after continuous curvilinear
capsulorhexis. The surgical procedure proceeded without any specific findings.
Conclusions: A double-ring sign was observed in patients who had no previous history of trauma, uveitis, or thermal exposure
and who had no abnormal findings in the anterior capsular lens before surgery. The authors report two cases of the double-layered anterior capsule during cataract surgery which may be different to typical true exfoliation.
Ann Optom Contact Lens 2019;18(4):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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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과정 중 연속곡선수정체낭원형절개술을 할

났다고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진성수정체낭분리의

때 서로 다른 두 겹의 전낭 경계가 형성되는 것을 ‘double-

위험인자가 없고 수술 전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진성수정

ring sign’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겹의 전낭 경계가 형성되

체낭분리가 관찰되지 않았던 환자에서, 수술 중 발생한

는 경우는 진성수정체낭분리 또는 진성수정체낭분리의 전

double-ring sign을 2예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1

구 병변에서 관찰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진성수정체낭
분리는 외상이나 포도막염, 열 노출 등과의 연관성이 보고
되어 있다.2 하지만 최근 Teekhasaenee et al3은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대부분의 진성수정체낭 분리가 특발성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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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증례 1
67세 여자 환자가 양안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고혈압 외 기저질환은 없었다. 외상, 포도막염, 열 노출 등
의 과거력은 없었다. 우안 교정시력은 0.8, 좌안 나안시력
은 0.8이었고 안압은 우안 13 mmHg, 좌안 14 mmHg로 측
정되었다. 양안 각막 모두 투명하였으나 세극등현미경검사
에서 우안 중등도의 핵경화 및 겉질 백내장과 좌안 경도의
핵경화 및 겉질 백내장이 관찰되었다. 산동 후 검사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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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전낭에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양안 전방에

고

찰

염증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며 안저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환자가 우안 시력 저하 및 침침한 증상을 호소하고

‘Double-ring sign’은 1995년 Braude and Edward1가 처음

백내장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원해 우안 수정제유화술 및

보고하였는데, 이들이 보고한 86세 여자 환자의 증례에서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였다. 굽힌 26게이지 바늘을 이

는 굽힌 25게이지 바늘을 이용해 연속곡선수정체낭원형절

용해 연속곡선수정체낭원형절개술을 시행하고 수정체유화

개술을 시작한 부분부터 시작해 360°에 걸쳐 두 겹의 전낭

술을 시행 중 double-ring sign (Fig. 1)과 수정체낭 하이측

경계가 형성되었고 안쪽 경계와 바깥 경계가 닿는 부분 없

의 방사상 파열이 관찰되었다. 방사상 파열의 크기가 크지

이 수술현미경의 역반사조명하에 두 개의 환형(ring shape)

않고 주변부로 파열이 진행한 정도가 크지 않아 일체형 인

구조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조직병리학적으로는 전낭의

공수정체를 낭내에 삽입하고 수술을 마무리하였다. 수술

4
부분적인 분리가 확인되었다. Wollensak and Wollensak

후 3개월째 추적 관찰에서 우안 나안시력은 0.5, 우안 안압

은 백내장 수술로 연속곡선수정체낭원형절개술을 시행한

은 16 mmHg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30-40%의 환자에서 double-ring sign이 발견되었다고 하였
고, 모든 안에서 병리조직검사 결과 수정체 면에 수평한 전

증례 2
76세 남자 환자가 3년 전부터 시작된 양안의 시력 저하를

낭의 분리가 확인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발생 빈도 차이가

주소로 내원하였다. 고혈압과 전립샘비대증 외 기저질환은

하였다.

없고 평균 발견 연령은 81.6세로 비교적 흔한 징후로 보고

없었다. 외상, 포도막염, 열 노출 등의 과거력은 없었다. 양안

본 2건의 증례에서는 수정제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교정시력은 0.05였고 안압은 우안 12 mmHg, 좌안 11 mmHg

시행 중 double-ring sign을 관찰할 수 있었고, 두 겹으로 이

로 측정되었다.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양안 수정체에 심한

루어진 수정체 전낭을 확인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2안 모두

핵경화 및 후낭하 혼탁이 관찰되었다. 산동 후 검사에서 수

수술 전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

정체 전낭에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양안 전방에

고 열에 대한 노출, 염증, 외상 등의 과거력이 없었다. 따라

염증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며 안저검사에서 범무늬안저 소

서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수술 전에 수정체 전낭의 분리가

견이 관찰되었다. 우안 수정제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관찰되고 열 노출, 염증, 외상 등의 과거력이 흔히 동반되

을 시행하였다. 굽힌 26게이지 바늘을 이용해 연속곡선수

는 일반적인 진성수정체낭분리와는 다른 양상으로 보였

정체낭원형절개술을 시행 후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다.5-7

삽입을 시행하였을 때 double-ring sign이 관찰되었다(Fig. 2).

본 증례와 유사한 증례로 Abe et al8이 보고한 1예의 증

이외 백내장 수술 과정은 다른 특이 소견 없이 진행되었다.

례가 있었다. 수술 전 세극등현미경검사에 이상이 없었으

수술 후 3개월째 추적 관찰에서 우안 교정시력은 0.63, 안

며 열에 노출, 염증, 외상 등의 기저질환이 없던 86세 여자

압은 11 mmHg이었고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 중 double-ring sign이 관찰되었고 방

Figure 1. Operating microscope view of the right eye (case 1).
Intraoperative findings showing double layered anterior lens
capsule margin (arrows) and radial tear (arrowheads).

Figure 2. Operating microscope view of the right eye (case 2).
Intraoperative findings showing double layered anterior lens
capsule margin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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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파열도 발견되어 전형적인 진성수정체낭분리와 다른
8

9

질환으로 볼 수 있는 증례라고 하였다. Tayyab et al 도 수

보이는 경우 백내장 수술에 미치는 영향과 방사상 파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술 전 세극등현미경검사에 이상이 없고 열에 노출, 염증,

연속곡선수정체낭원형절개술 중 double-ring sign이 발견

외상 등의 기저질환이 없었던 45세 여자 환자에서 백내장

8
1
9
된 증례들(Abe et al , Braude and Edward 및 Tayyab et al

수술 중 전낭의 층 분리와 함께 double-ring sign 및 방사상

의 각각 1건의 증례와 본 증례 2예를 포함해 총 5예)은 모

파열이 관찰되는 증례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두 굽힌 주사 바늘을 이용한 연속곡선수정체낭원형절개술

진성수정체낭분리는 전낭이 두꺼워지며 전낭의 일부가

을 시행하는 중 double-ring sign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

분리되어 바깥층으로 분리된 부분이 전방으로 돌출되는 질

는데, 겸자를 이용한 연속곡선수정체낭원형절개술을 시행

환으로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으며, 발병 원인은 아직 명

할 때 double-ring sign이 관찰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또

2
5
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1922년 Elschning 에 의해 열과 적

한 진성수정체낭분리에서 약 90%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한

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유리 제조를 하던 환자에서 진성

다는 보고13와 달리, double ring sign이 양안에서 발생하였

수정체낭 분리가 처음 보고되었으며, 주된 선행 위험인자

다는 연구는 없었다. 향후 발생기전 및 특징에 대한 추가

로는 열에 노출, 적외선에 노출, 염증, 외상 등의 과거력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있는 경우로 알려져 있으나5-7 이러한 위험인자 없이 고령
6,10,11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진성수정체낭분리의 소견이 없

최근 Teekhasaenee

었던 안에서 백내장 수술 중에 double-ring sign이 발생하는

et al 은 수정체 전낭의 벗겨짐이 관찰된 환자들을 대상으

드문 증례에 대해 보고하였다. 포함된 환자들은 열에 대한

로 대규모의 전향적 케이스 시리즈 연구를 시행하였고, 전

노출, 염증, 외상 등의 안과적 기저질환이 없었고 수술 전

체 259명 중 248명에서 특발성으로 진성수정체낭분리가 발

검사에서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비록 조직학적인 검

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병리학적으로는 전낭과 섬모체소

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성수정체낭분리와 완전히 감별할 수

대 앞부분이 분리되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모든 병기의

는 없었지만, 기존 문헌에 나온 진성수정체낭분리와는 다

진성수정체낭분리에서 백내장 수술 중 double-ring sign이

른 양상의 드문 증례이고, 백내장 수술 중 경험하게 되면

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3

관찰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저자들은 진성수정체낭 분리가

감별이 반드시 필요한 증례이므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것보다 흔할 수 있으나, 부정확한 산동검

다만,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넓은 스펙트럼의 진성수정체

사 등으로 인해 실제보다 적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

낭분리와의 연관성은 추후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하지만 연구를 시행한 지역이 적도부 주위인 태국이

고 조직학적 검사를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므로 연구 대상자가 강한 태양빛에 노출되기 쉬웠던 점, 연

사료된다.

구 대상자의 인종에 다양성이 부족한 점, 진성수정체낭 분
리가 발견된 환자의 29%에서 개방각 또는 폐쇄각녹내장이
관찰되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와는 환자군
의 특성이 다를 수 있어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ouble-ring sign이 관찰된 경우에 Braude and Edward1
는 연속곡선수정체낭원형절개술을 포함한 백내장 수술 과
정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
4
다. Wollensak and Wollensak 의 연구에서도 double-ring

sign이 확인된 10개의 증례에서 백내장 수술 중 방사상 파열
이 발생된 증례는 없었다고 하였고, 섬모체소대층판(zonular
lamella)과 고유수정체낭(capsule proper)층이 나뉨으로 인
해 연속곡선수정체낭원형절개술을 시행할 때 섬모체소대
층판(zonular lamella)에 의해 고유수정체낭(capsule proper)
의 바깥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방사상 파
열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12

Kim et al 은 수술 전 진성수정체낭분리가 진단된 77세 여
자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 시행 중 double-ring sign과 방사
상 파열이 발생한 증례를 1예 보고하여, double-ring sig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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