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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독성전방증후군 양상의 

양안 안구염증 이상 반응 1예

A Toxic Anterior Segment Syndrome-like Ocular Inflammatory Reaction after 

COVID-19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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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report a case with bilateral, ocular inflammatory adverse reactions developing a few hours after COVID-19 

vaccination.

Case summary: A 70-year-old woman complained of headache and sudden visual impairment (both eyes) a few hours after 

COVID-19 vaccination (Astrazeneca). She had undergone bilateral cataract surgery 4 days before vaccination and her eyesight 

was good immediately after surgery. The best-corrected visual acuities (BCVA) were 0.2 and 0.1 in the right and left eyes, 

respectively. Diffuse corneal edema, anterior chamber reactions, inflammatory fibrinoid membranes on the anterior surfaces of 

the intraocular lenses (IOLs), and cystoid macular edema were observed in both eyes. The anterior chamber and IOL fibrinoid 

reactions much improved 7 days after the prescription of topical and oral corticosteroids. The aqueous humor polymerase chain 

reaction was positive for varicella zoster virus (VZV) in both eyes. The BCVA improved to 20/30 in the right eye and 20/50 in the 

left eye after 3 months of additional treatment. However, the cystoid macular edema did not improve.

Conclusions: In patients with a history of herpes zoster infection, adverse ocular inflammatory reactions associated with VZV 

may occur immediately after COVID-19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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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감염병 발생이 보고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이 긴

급사용목록 절차를 통해 진행되면서 지역의 전파를 차단하

고 집단 면역을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대

표적으로 Pfizer-BioNTech, Moderna, AstraZeneca에서 개

발된 백신들이 있으며, 이들을 접종한 후의 부작용이 세계

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상 

반응으로는 접종 부위 통증,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등

이 보고되었으며 특이한 부작용으로 분류되는 증상에는 아

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증후군, 길랭-바레증후군, 심근염,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341/jkos.2022.63.7.625&domain=pdf&date_stamp=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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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spicious adverse reactions in bilateral eyes following COVID-19 vaccination. Prominent inflammatory fibrinoid mem-

brane on the intraocular lenses several hours after vaccination in right and left eyes (A, B).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demon-

strated cystoid macular edema in right and left eyes (C, D).

심낭염 등의 질환이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안과적 이상 

반응의 경우 갑작스러운 시력소실 같이 심각한 사례가 알

려진 바는 드물다. 한편, 독성전방증후군(toxic anterior seg-

ment syndrome)은 안내수술 직후 발생하는 무균 염증 반응

으로, 미만성의 각막부종과 심한 전방 내 염증을 특징으로 

한다.
1
 백내장수술 후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 12시

간에서 48시간 사이에 나타나며, 심할 경우 전방 내 섬유소 

또는 전방축농을 형성할 수 있다.
2,3

 본 저자들은 Vaxzevria 

COVID-19 백신(AstraZeneca; AstraZeneca PLC, Cambridge, 

UK) 접종 수시간 후 양안 독성전방증후군과 유사한 양상

을 보이며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으나, 전방수 중합효소연쇄

반응에서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VZV)

가 양안에 검출되었던 환자 1예를 경험하였다. COVID-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안과적 

이상 반응으로 판단되어, 이를 국내에 처음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본 증례보고는 본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번호: 

GCIRB2022-017).

증례보고

70세 여자가 COVID-19에 대한 약독화 생백신인 Vaxzevria 

백신(AstraZeneca) 2차 접종 4시간 후 심한 두통과 함께 동

반된 양안의 갑작스러운 시력저하로 내원하였으며, 안구의 

통증은 별로 호소하지 않았다. 환자는 COVID-19 백신 접

종 4일 전 양안 백내장수술을 시행받았으며, 다음날 시력저

하 등의 불편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전신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있었으며 10년 전 두피와 이마에 대상포진을 앓

았던 기왕력이 있었다.

초진 시 나안시력은 우안 0.1, 좌안 0.08,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2, 좌안 0.1이었다. 안압은 우안 11 mmHg, 좌안 13 

mmHg였다. 세극등현미경검사 상 양안에 미만성 각막기질

부종, 각막후면침착물이 관찰되었다. 또한, 양안 인공수정

체 광학부의 혼탁한 섬유막과 함께 SUN Grading Scheme 

for Anterior Chamber Cells 기준에 따라 grade 3의 전방 염

증이 관찰되었다(Fig. 1). 초음파각막두께측정에서 중심각

막두께는 우안 631 µm, 좌안 659 µm로 증가되어 있었다. 

안구광학단층촬영에서 양안의 황반부의 경미한 낭포황반

부종이 관찰되었다. 원인 미상의 양안 전방 내 염증 반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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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fter 5 months of treatment, inflammatory fibrinoid membrane membrane on the intraocular lenses were improved in right 

and left eyes (A, B). Improvement of cystoid macular edema was also observed o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n right eye (C). 

In the left eye, however, mild cystoid macular edema was observed (D).

인한 인공수정체 광학부의 섬유막 증식에 대해 0.5% levo-

floxacin (Cravit, Santen Pharmaceutical, Seoul, Korea) 하루 

4회, 1% prednisolone acetate (Predbell, Chong Kun Dang 

Pharmaceutical, Seoul, Korea) 하루 8회 점안 및 경구, pre-

dnisolone (Solondo, Yuhan Corporation, Seoul, Korea) 60 

mg을 하루 1회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추가적으로 양안 전

방 천자술을 통해 방수를 채취하여 단순대상포진 바이러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 앱스타인-바 바

이러스 관련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를 시행하였다. 치료 1주 후 양안 방수에서 수두대

상포진바이러스(VZV)가 검출되었음을 확인 후 Valacyclovir 

(Valtrex, GlaxoSmithKline Pharmaceutical, London, UK) 

1,000 mg 하루 3회 경구 투여를 추가하였다. 치료 3주째, 

최대교정시력 양안 0.2로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 않았으나, 

세극등현미경검사 상 각막부종, 기질 침윤 및 전방 염증은 

호전되었으며, 수정체 광학부의 섬유막 또한 깨끗하게 사

라졌다. 중심각막두께는 우안 589 µm, 좌안 595 µm로 감

소하였으나, 안구광학단층촬영에서 양안의 낭포황반부종은 

초진 시에 비해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낭포황반부종 치료를 

위해 0.1% bromfenac (Bronac eye drops; Taejoon Pharm, 

Seoul, Korea) 하루 2회 점안을 추가하였으며, 1% prednisolone

은 하루 4회 점안으로 감량하였다. 치료 2달째 교정시력은 

우안 0.6, 좌안 0.4였으며, 각막부종이나 전방 내 염증 소견

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우안 낭포황반부종은 호전되었

으나, 좌안 낭포황반부종이 호전되지 않아 유리체강 내 

bevacizumab (Avastin; Roche, Seoul, Korea) 2.5 mg을 3달 

간격으로 2회 투여하였다. 치료 5달째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0.8이었으며 각막부종이나 전방 내 염증 소견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안구광학단층촬영에서 우안은 정상

이었고, 좌안은 경미한 낭포황반부종이 남아있어, 추가적인 

경과 관찰 예정이다(Fig. 2).

고 찰

본 증례의 환자는 COVID-19에 대한 약독화 생백신인 

Vaxzevria 백신 접종 수시간 이후에 양안에 각막부종, 전방 

내 염증, 인공수정체 표면의 섬유막 형성 및 낭포황반부종 

소견을 보였다. 임상적으로는 독성전방증후군과 유사한 양

상을 양안에 보였으나, 안내수술 직후 또는 1-2일 이내에 

발생하는 독성전방증후군과는 달리 수술 다음날은 시력이 

양호했고, 오히려 백신 접종 수시간 내에 시력저하를 동반

한 현저한 안구 내 염증 반응을 보였던 것을 미루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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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상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상 소견이 전안부에 국한되지 않고, 

심한 낭포황반부종까지 나타난 점, 전방내 PCR 결과 수두

대상포진바이러스가 검출된 점은 독성전방증후군과는 명

백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각한 안과적 이상 반응은 매우 드물

게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Vaccine Adverse 

Events Reporting System (VAERS)과 해외 논문을 통해 보고

된 이상 반응 사례들을 살펴보면, 눈꺼풀과 결막의 염증 반응

이 일반적이고,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부작용은 시신경염과 

다양한 형태의 안내 염증 반응이었다.
4,5

 이 중 COVID-19 

vaccine 접종으로 발생한 안과적 이상 반응 중 백신별 이상 

반응을 살펴보면, Pfizer-BioNTech (BNT162b2)의 경우 59세 

여성에서 접종 후 2일째 가돌림신경 마비 증상과 33세 남성

에서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이 보고된 바 있다.
6,7

 본 증례에 

해당되는 Vaxzevira (Astrazeneca)는 몇몇 연구에서 급성 황

반 신경망막병증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8
 29세 및 55세 여성

에서 안정맥 혈전증이 보고된 바 있다.
9,10

방수 PCR 검사에서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검출되었

던 사실은 이 증례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다. 저자들은 본 증

례 이전에도 안대상포진으로 인해 각막염 병력이 있었던 

87세 남자가 COVID-19 mRNA 백신(Pfizer-BioNTech) 2차 

접종을 한 후 이틀 뒤에 발생한 각막포도막염 및 기질각막

염의 급성 악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 남자 

환자의 방수 PCR 결과 또한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양성을 

보였다. 또한, COVID-19 백신 접종 후 수두대상포진바이

러스 유발 포도막염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대상포진이 

재활성화되었다고 최근에 보고되고 있다.
11

 이 증례와 같이 

피부에 병변(shingle)이 나타나지 않는 수두대상포진바이러

스의 재활성화로 인한 이상을 Zoster sine herpete (ZSH)라

고 한다.
12

 특히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유발 포도막염은 특

이적인 피부 병변 없이 안구에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13

 본 

증례에서의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유발 포도막염 기전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조절하는 T세포와 관련된 후천면역의 약화이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면역노화 현

상으로 인해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포도막염이 재활성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1,14

 둘째는 COVID-19 백신 접종으

로 인한 toll-like 수용체의 자극을 통한 선천면역 및 

COVID-19 spike 특이 CD4+ T세포와 CD8+ T세포의 활성

화로 인해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교차 반응

(cross-reactivity)을 일으켰을 가능성이다.
11

 본 증례의 환자

는 백신 접종 이후 급작스럽게 양안에 수두대상포진바이러

스 유발 포도막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기전이 작

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유발 포도막염에서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특이 T세포 반

응은 넓은 스펙트럼의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항원에 대해 

나타나므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5

아직은 COVID-19 백신 접종이 본 증례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유발 포도막염을 일으켰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COVID-19 백신 접종 직후 나타난 양안의 수두대상

포진바이러스 유발 포도막염 관련 이상 반응은 국내에서의 

첫 보고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COVID-19 pandemic 

시대에 아직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과의사들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포도막염에 대해서 

백신으로 인한 면역 반응의 이상과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의 연관성에 대해 염두해야 하겠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와 

같이 항바이러스 치료, 국소 및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를 통

해 질환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안대상포진이나 수

두대상포진바이러스 유발 포도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환자

들에게 백신 접종을 유보하라고 하기보다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를 주고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관련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항바이러스 및 염

증억제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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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독성전방증후군 양상의 

양안 안구염증 이상 반응 1예

목적: COVID-19 백신 접종 후 수시간에 발생한 독성전방증후군 양상의 양안 안구염증 이상 반응 증례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두부 대상포진 과거력이 있는 70세 여자가 양안 백내장수술 직후 좋은 시력을 보였다고 하였으나, 수술 4일 후 Vaxzevria 

COVID-19 백신(Astrazeneca) 2차 접종을 받고, 두통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양안의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시 최대교정

시력은 우안 0.2, 좌안 0.1이었다. 세극등현미경검사상 양안 각막부종, 전방 염증 반응, 인공수정체 광학부에 염증성 섬유막이 관찰되

었다. 경구 및 점안 스테로이드 치료 7일 후 전방 염증 및 인공수정체 섬유막은 크게 호전되었다. 전방천자를 통한 방수 중합효소연쇄

반응검사 결과 양안 모두에서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안구광학단층촬영에서 양안 낭포황반부종이 관찰되었다. 치료 

3달째 양안 교정시력은 우안 0.6, 좌안 0.4로 호전되었으나 낭포황반부종은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대상포진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COVID-19 백신 접종 직후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와 관련된 안구염증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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