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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otassium Edetic Acid를 이용한 양안 띠모양각막병증 치료

Bilateral Calcific Band Keratopathy Treated with Dipotassium Ed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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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case of bilateral calcific band keratopathy treated with dipotassium edetic acid (EDTA) in a blood collection 
tube, an approach that has not been used previously in the Republic of Korea.
Case summary: A 77-year-old male patient, with a history of diabetes and hypertension, presented with decreased vision in both 
eyes that had begun 1 year prior. Five years prior, the patient had undergone cataract surgery in the right eye and had received 
a diagnosis of prostate cancer for which he was currently under observation without surgical treatment. At the initial eye exami-
nation, his best-corrected visual acuity was 0.15 in the right eye and 0.1 in the left eye. Calcium deposition was observed in the 
center of the cornea by slit-lamp examination, resulting in a diagnosis of band keratopathy. We proceeded to dissolve the dipo-
tassium EDTA coated on a blood collection tube with distilled water. Using the dissolved dipotassium EDTA, we peeled off the 
corneal epithelium under local anesthesia to remove the calcium deposition. One week after surgery, the visual acuity of both 
eyes improved to 0.6, and no recurrence or complications occurred for 7 months.
Conclusions: As a new treatment for band keratopathy, we discovered that dipotassium EDTA is more convenient to obtain than 
the conventional disodium EDTA. We expect that dipotassium EDTA will be widely used in the treatment of band kerat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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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양각막병증은 만성적인 퇴행성 각막질환으로, 눈꺼

풀 틈새 사이의 각막 노출부위에 칼슘이 침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칼슘 침착은 주로 보우만막에서 발생한다.1 

띠모양각막병증의 안과적 원인으로는 포도막염, 녹내장, 안

내 수술과 같은 만성적인 안구 염증이 있고, 전신질환으로

는 고칼슘혈증, 만성신부전증과 관련이 있으며 특별한 원

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약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2,3 칼슘의 침착이 눈꺼풀틈새에 발생하는 이유에 해

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pH의 변화, 눈물 증발로 

인한 염(salt)의 침착, 안구 표면의 염증으로 인한 pH 변화

로 인한 눈물 내 칼슘 농도 증가 등이 고려되고 있다.4,5 질

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칼슘 침착이 동공을 

가리게 되면 시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각막상피손상으

로 이어지면 이물감이나 안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띠모양각막병증 치료의 목적은 칼슘 침착을 제거하고 안

구 표면을 부드럽게 하는 데에 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diso-

dium edetic acid (EDTA)를 이용한 화학적 제거술이며, 안

전하고 합병증이 적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3 그러나, 

disodium EDTA는 현재 제조되어 나오는 제품이 없어 구하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341/jkos.2021.62.5.692&domain=pdf&date_stamp=2021-05-15


693

-김유진 외 : K2 EDTA와 띠모양각막병증의 치료-

A B

C D

Figure 1. Preoperative slit lamp photographs and anterior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e of the patient. Slit lamp image 
showed band-shaped corneal calcium deposition in the interpalpebral area in the right eye (A) and the left eye (B). Anterior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f the both corneas showed superficial hyper-reflective deposition (arrowheads) around the Bowman’s mem-
brane in the right eye (C) and the left eye (D). 

기 어려우며, 제조 시설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 Lee et al6
은 EDTA의 새로운 재료로 채혈검사 시 

사용하는 일반혈액검사(complete blood count) 튜브에 포함

되어 있는 dipotassium EDTA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

는데 dipotassium EDTA는 항응고제로서 active chelating 

agent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일반혈액검사 튜브에 존

재하는 dipotassium EDTA를 증류수에 녹인 후 액체 상태

로 만들어서 띠모양각막병증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고 

보고하였지만, 아직까지 dipotassium EDTA를 이용한 띠모

양각막병증의 치료는 국내에 보고된 바 없었다. 본 증례에

서는 77세 남자 환자에서 발생한 양안의 띠모양각막병증을 

일반혈액검사 튜브에 코팅되어 있는 dipotassium EDTA를 

이용하여 띠모양각막병증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을 하

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77세 남자 환자가 1년 전부터 지속된 양안의 시력저하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5년 전에 우안에 백내장수술을 받았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 중이었으나 합병증 없이 잘 조

절되고 있었고, 5년 전에 전립샘암을 진단 받았으나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고 경과 관찰 중이었다. 

내원시 우안 시력은 0.15, 좌안 시력은 0.1로 감소되어 

있었고, 비접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은 우안이 16 mmHg, 

좌안은 12 mmHg로 측정되었다. 세극등검사에서 각막의 

눈꺼풀틈새 부위에 횡 방향의 칼슘 침착을 동반한 각막혼

탁이 관찰되었다(Fig. 1A, B). 전안부빛간섭단층촬영검사

에서 칼슘 침착이 보인 각막혼탁의 위치는 보우만막 주위에 

고반사 침착으로 관찰되었다(Fig 1C, D). 혈액검사에서 혈

중 칼슘, blood urea nitrogen, 크레아티닌 농도는 각각 9.3, 

20, 1.08 mg/dL로 정상이었다. 

띠모양각막병증에 의한 각막혼탁으로 진단하고 dipotas-

sium EDTA를 이용한 화학적 제거를 계획하였다. dipotas-

sium EDTA의 제조는 Lee et al6이 보고한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하였다. 간략히 0.3 mL의 증류수를 3.0 mL EDTA 일반

혈액검사 튜브(Vacutainer® EDTA Blood Collection Tubes; 

Bec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J, USA)에 넣어 좌우

로 비스듬히 기울인 후, 튜브벽에 붙어 있는 dipotassium 

EDTA 결정이 증류수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30초가량 튜

브를 충분히 회전시킨다. 이후 육안으로 튜브 벽의 EDTA 

결정이 보이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EDTA 용액을 다음 튜

브로 옮겨서 이 과정을 반복하며 총 5개의 튜브를 사용한

다. 이후 모아진 EDTA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effendorf tube

에 옮겨 무균 상태로 수술에 이용하였다(Fig. 2). 수술적 절

차는 0.5% proparacaine (Alcaine®; Alcon Laboratories, Fort 

Worth, TX, USA) 점안마취 후 99% 알코올을 이용해서 각

막상피를 제거한 이후, 안과용 스폰지(Weck-Cel sponge)를 

이용해서 10-20초간 칼슘 침착물을 녹이고 문질러 제거하

였다. Weck-Cel sponge의 뾰족한 끝은 가위로 절단하여 편

평하게 만들어서 각막을 문지르는 동안 각막과 닿는 면적

을 크게 하였다. 수술 후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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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ostoperative slit lamp images of both eyes 1 week after edetic acid (EDTA) chelation. All calcium deposition on the visual 
axis was removed in the right eye (A) and the left eye (B).

Figure 2. Schematic diagram for preparation steps of the dipotassium edetic acid (EDTA) solution. Preparation of dipotassium  
EDTA is described in detail in the diagram. 

수술 후 1주에 제거하였다. 수술 후 한 달 동안 1.5% levo-

floxacin (Cravit®; Pharmaceutical, Osaka, Japan)과 0.1% 

fluorometholone (Ocumetholone®; Samil Pharm. Co., Seoul, 

Korea)을 1일 4회씩 점안하도록 하였다. 수술 중에 발생한 

합병증은 없었다. 

수술 후 1주, 각막 침착물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최 교

정시력은 양안 모두 0.6으로 호전되었다. 양안의 각막상피

는 완전히 회복된 양상을 보였다(Fig. 3). 환자는 수술 후 

7개월까지 재발 없이 외래 경과 관찰 중이다. 

고 찰

띠모양각막병증은 회백색의 침착물이 특징적으로 보우

만막과 각막기질 표층에 침착하는 질환으로 주로 눈꺼풀 

틈새에 호발한다.2,3 각막 중심부의 혼탁은 시력저하 및 눈

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칼슘 침착물이 융기되어 각막상피

손상을 일으키면 이물감, 눈물 및 통증을 유발한다. 띠모양

각막병증의 원인에는 포도막염, 녹내장과 같은 만성적인 

안구 염증 및 전신적인 고칼슘혈증, 만성 신부전증이 있으

며, Najjar et al2
은 특발성에 의한 경우가 25.9%로 가장 흔

한 원인으로 보고하였다. 본 증례의 경우 당뇨병 및 고혈압

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띠모양각막병증의 발생

과 직접적인 관련은 보고된 바 없으며, 본 증례에서는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다. 환자는 전립샘암을 가지고 있는데, 악

성종양에 의한 부종양증후군(paraneoplastic syndrome)에 

의해서 혈중 칼슘 농도의 증가할 수 있으나, 전립샘암의 경

우, 고칼슘혈증이 2% 이내에서 발생하며,7 본 증례의 환자

의 혈중 칼슘 농도는 정상이었다. 따라서 본 증례의 띠모양

각막병증의 원인 역시 특발성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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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띠모양각막병증의 치료는 EDTA를 이

용한 화학적 제거로, 1952년에 처음 시도되었다.8 Najjar et 

al2
은 EDTA 치료 이후 90% 환자에서 증상이 호전되었고, 

33% 환자에서 두 줄 이상의 시력호전을 보였다고 보고하

여 EDTA를 이용한 띠모양각막병증의 치료가 안전하고 효

과적인 치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  29.6년간 경과 관

찰하였을 때, 17.8%에서 재발을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평균 

재발 기간은 17.7년이었다. 그 외에도 표층각막절제술, 엔

디야그(Nd:YAG)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 치료레이저각막절

제술, 양막이식술 등 다양한 치료법들이 보고되어 있다.9-13 

기존 보고에 따르면, 치료레이저각막절제술의 경우 8%에

서 평균 12개월의 경과 관찰 기간에 재발을 보였다는 결

과도 있으며, 2년간 재발을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9,10 Im et al12
의 연구에 따르면, EDTA와 치료레이

저각막절제술, 양막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을 때, 평균 

11.4개월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재발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수술 후 굴절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치료 비용이 높아, 칼슘 침착의 깊이가 깊

어 EDTA만으로는 치료가 힘든 증례에서 주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띠모양각막병증의 치료에 사용했던 EDTA는 

disodium EDTA의 형으로, 현재는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

지 않아 구입할 수 없으며, 필요에 의해서 특수 제조 시설

에 의뢰해서 사용하고 있다. 2018년 Lee et al6은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혈액검사 시에 사용하는 채혈 튜브

의 벽에 코팅되어 있는 dipotassium EDTA를 이용하는 방

법을 소개하였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9% 농도

로 320 밀리오스몰(mOsm)의 dipotassium EDTA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DTA는 금속 이온에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 킬레이션

(chelation) 치료에 이용되며,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도 화학적 안정제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일

반혈액검사 튜브에 존재하는 EDTA는 혈액내 칼슘과 결합

하여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한다.14 건조된 상태의 

EDTA는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sodium이나 potassium과 

결합한 염(salt) 형태로 녹이게 된다. Disodium EDTA 자체

는 물에 한 용해도가 낮고 pH가 8.0 정도까지 올라가야 

EDTA가 녹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NaOH와 같은 물질을 첨

가하기도 한다. 한편 potassium EDTA의 경우에는 물에 잘 

녹는 장점이 있어 약제를 조제하는 데 복잡한 과정이 필요

하지 않다. 본 증례에서 dipotassium EDTA는 9%의 농도로 

조제되는데, disodium EDTA의 경우, 1.7-3.6%의 농도를 사

용하였고, 주로 2%의 농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2 EDTA 

농도와 치료 효과와 관련해서, Kobayashi et al15
은 2%와 

3.75% disodium EDTA를 비교해 보았을 때, 치료 효과 및 

합병증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di-

potassium EDTA의 적정 농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립된 

바 없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Disodium EDTA 치

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각막부종과 지속 각막상피결

손이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한편 dipotas-

sium EDTA를 이용한 증례에서는 아직까지 합병증이 보고

된 바 없다.6 킬레이션 능력(chelating function)과 관련해서, 

EDTA는 4개의 카르복실기(carboxylic acid groups)를 가지

고 있는데, 이것은 칼슘이온과 같은 2가 금속과 강하게 결

합하는 특성이 있다. Disodium EDTA나 dipotassium EDTA

는 이 4개의 카르복실기 중 2개와 sodium 또는 potassium 

이온이 결합한 것으로, 남아있는 2개의 카르복실기와 칼슘

이온이 결합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disodium EDTA

와 dipotassium EDTA 사이에 킬레이션 정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띠모양각막병증의 치

료에 있어서 disodium EDTA와 dipotassium EDTA의 치료 

예후를 비교한 결과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어 추후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칼슘 침착의 조직학적 위치에 따라 띠모양각막병증은 표

면형(superficial type)과 심부형(deep type)으로 나누어지는

데, 표면형은 칼슘 침착이 각막상피와 기저막에 국한된 형

태이고, 한편 심부형은 칼슘 침착이 보우만막을 넘어 전부 

기질까지 위치한 경우이다. EDTA를 이용한 칼슘의 제거는 

상피에 국한된 칼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표면형에 효과적

인 방법이다. 한편 기질까지 침착되어 있는 심부형의 경우

에는 EDTA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고, 치료레이저각막절

제줄 등의 수술적 방법이 필요하다.9-13 따라서 수술을 계획

하기 전에 칼슘 침착의 위치와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증례에서는 전안부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칼

슘 침착의 위치를 확인하였는데, 수술을 계획할 때 이를 이

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술 후 예후와 관련해서 본 증례의 경우 수술 후 7개월

간 재발은 보이지 않았다. Disodium EDTA를 이용한 띠모

양각막병증을 치료하였을 때, 평균 12-15개월 사이에 재발

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dipotassium EDTA를 이용

한 띠모양각막병증의 치료 후 재발에 해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3,9 따라서 추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나, 

재발을 하는 경우에도 dipotassium EDTA의 제조가 상 적

으로 용이하여 재시술에 한 수술자의 부담은 이전에 비

해서 줄어들 것으로 기 한다. 

결론적으로 띠모양각막병증의 치료에 있어서, dipotas-

sium EDTA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합병증 없이 

시력호전을 얻을 수 있었다. 약물의 조제가 어려운 diso-



696

-대한안과학회지  2021년  제 62 권  제 5 호-

= 국문초록 = 

Dipotassium Edetic Acid를 이용한 양안 띠모양각막병증 치료

목적: 국내에는 보고된 바 없는 일반혈액검사 튜브에 있는 dipotassium edetic acid (EDTA)를 이용하여 치료한 양안의 띠모양각막병

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77세 남자 환자가 1년 전부터 시작된 양안 시력저하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5년 전에 우안 백내장수술을 받았고 기저 질환으

로 경과 관찰 중인 전립샘암이 있었다. 내원 시 우안 시력은 0.15, 좌안 시력은 0.1로 저하되어 있었다.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각막 

중심부에 칼슘 침착이 관찰되었고, 띠모양각막병증으로 진단하고 국소마취 하에 각막상피를 벗겨낸 후 일반혈액검사 튜브에 코팅되

어 있는 dipotassium EDTA를 증류수로 녹인 후 이를 이용하여 혼탁을 제거하였다. 수술 1주 후 양안 시력은 0.6으로 호전되었고, 

7개월간 경과 관찰하면서 재발이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띠모양각막병증의 치료에서 dipotassium EDTA를 이용한 방법은 기존의 disodium EDTA를 이용한 방법과 달리 제조가 쉬워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수술 시 합병증이 적은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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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um EDTA와 달리 dipotassium EDTA는 조제가 용이하여 

띠모양각막병증의 치료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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