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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감염된 환자가 발병 35일이 지나

서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2015년 국내 유행 당시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34세 남

자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178일 동안 MERS-CoV의 유전자가 검출되었

다. 이 환자처럼 장기간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의 구체적인 특성 

및 환자의 임상 경과를 연구함으로써, MERS-CoV 핵산이 장기간 검출된 

사례의 임상적 의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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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격리 치료 기간 중 환자로부터 객담 53개, 코인두도말 3개, 인두도말 

15개, 혈청 15개와 소변 29개를 채취하고, 환자의 주변 환경 검체 39개를 

채취하여 -80°C에 보관하였다.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RT-PCR)을 통하여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농

도를 측정하고,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환자의 체내에서 바이러

스 증식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위하여 subgenomic mRNA를 

분석하였고, S protein 유전자 PCR이 양성인 객담 15개에 대하여 S 

protein 유전자의 부분적인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임상 경과에 따라 바이

러스의 염기서열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발병 34일의 객담

에서 배양한 바이러스의 전체유전자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결과: 객담에서 발병 173일까지, 코인두도말에서 발병 36일까지, 그리고 인

두도말에서 발병 98일까지 rRT-PCR 양성이었다. 혈청, 소변과 환경 검체

는 모두 rRT-PCR 음성이었다. 객담의 MERS-CoV 유전자 농도는 발병 46

일 108 copies/mL까지 상승하였으나, 발병 61일 이후 105 copies/mL 이

하로 유지하였다. 객담의 subgenomic mRNA 검사는 발병 46일까지 양성

이었으며, 그 후로 모두 음성이었다. S protein의 앞부분 1050개의 염기쌍

을 비교분석한 결과 901번 자리에서 발병 후 59일에서 63일 사이에 

cytosine이 thymine으로 변하는 변이가 관찰되었고, 이후 모두 thymine

로 유지되었다. 발병 34일의 객담을 배양한 결과 Vero cell에서 세포병변효

과를 관찰할 수 있었고, 전체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국내 유행 당시 분리되

었던 MERS-CoV와 유전학적으로 동일한 MERS-CoV clade B에 속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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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발병 후 60일까지 환자의 체내에서 MERS-

CoV가 복제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농도의 

유전물질이 호흡기로 배출되고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며, 주변 전파 가

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기간에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중동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림프종, 의료

관련감염, 환자 격리 

학번: 2011-3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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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유행 

중동호흡기중후군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으

로, 2012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1]. 이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2-5], 2017년 4월 현재 모두 1,935명에서 

중동호흡기중후군이 발병하였고, 이 중 690명이 사망하였다 [6]. 중동 지역

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하면서, 이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등을 통해

서 이 질환이 중동 외 지역에 산발적으로 유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

다 [7-15]. 이로 인하여 2017년 4월까지 모두 27개국에서 중동호흡기중후

군 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있다 [6]. 

국내에서는 2015년 5월 20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발견

되었다. 원예 사업을 하는 68세 남자가 2015년 4월 24일 중동지역을 방문

하여 2주간 체류하다 귀국하였는데,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발병하여 국

내 첫 환자로 확진되었다. 국내 첫 환자가 증상 발현 후 약 10일 동안 여

러 병·의원을 다녔고, 가족과 다른 환자, 의료진과 접촉하였으며, 다수의 2

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유행이 시작되어, 이후 모두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여, 중동 밖에서의 가장 큰 유행으로 기록되었다 

[16]. 2015년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에서 환자의 44.1%는 

병원에서 MERS-CoV에 노출된 환자들이고, 32.8%는 병원에서 환자를 간

병하였던 사람, 13.4%는 의료인이었다. 환자 중 83.2%가 다섯 건의 주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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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건(Super-Spreading Event)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어, 소수의 주요전

파사례에 의해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역학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17]. 

 

 

2. MERS-CoV 핵산이 장기간 배출된 환자 발생 

2015년 국내 중동호흡기중후군 유행 중, 확진 환자 대부분에서 한 달 이

내로 바이러스 배출이 음전되었으나 [18], 한 환자의 호흡기 검체(가래, 구

인두도말검체)에서 178일 동안 MERS-CoV 바이러스의 핵산이 검출되었다. 

이 환자는 기저 질환으로 림프종(Peripheral T cell lymphoma, PTCL)을 앓

고 있던 34세 남자로, MERS-CoV에 노출된 이후에 폐렴이 발병하였다가 

회복하였으나, 이후 호흡기 검체에서 MERS-CoV에 대한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RT-PCR)

이 계속 양성 반응을 보였고, 증상 발생 178일째에 기저 질환의 악화로 사

망하였다. 

이 환자는 34세 남자로 2014년 3월 우측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만져져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악성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골수검사에서 골수 침범

이 확인되었고, 면역조직검사에서 CD3, CD20, PD1은 양성이었고, CD10, 

CD21, EBV는 음성 소견을 보여, Peripheral T cell lymphoma, not 

otherwise specified (PTCL, NOS), 4기로 진단되었다. 2014년 4월부터 7월

까지 cyclophosphamide, hydroxydaunorubicin, vincristine, etoposide

으로 항암화학요법을 6회 시행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2014년 8월부터 9월

까지 gemcitabine, cisplatin, dexamethasone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바꾸어 

2회 받은 후 완전 관해 되어, 2014년 10월 전신방사선조사에 이어 자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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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ults of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for MERS-CoV during the 

clinical course. During the first admission, rRT-PCR was performed by laboratory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while during the second admission, test was performed by laboratory i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KCDC) 



4 

혈모세포이식치료를 받고서 이후 경과를 관찰 중이었다. 2015년 5월 중순

경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5년 5월 27일 A대학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5월 29일까지 응급실에 체류하였다. 당시 혈액검사에서 혈중 

LDH 농도가 1486 IU/L로 상승되어 있어 기저 질환인 PTCL의 재발이 의

심되는 상태였다. 응급실 체류하는 중, MERS-CoV 감염환자가 동일 응급실

에 있었고, 이에 MERS-CoV에 노출되었다. 

2015년 6월 1일, 발열과 함께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A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6월 2일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서 PTCL 재

발 소견이 확인되었다. 6월 5일, MERS-CoV 감염으로 확진되어 격리 치료

를 시작하였다. 이후 환자는 흉부사진에서 양측 폐를 침범하는 폐렴이 발생

하였다 (그림 2). 또한 기저 질환에 의한 용혈성 빈혈이 급격히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고용량의 전신 스테로이드제(하루 prednisolone 30-70mg)가 

투약되었다. 증상 발생 후 25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발

열, 기침 등 호흡기계 증상은 모두 호전되었고, 흉부 사진에서 폐렴 소견도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으나, 객담으로 시행한 MERS-CoV에 대한 rRT-PCR

가 계속 양성 소견을 보여 격리를 유지하였다 [19].  

7월 3일, MERS-CoV 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환자는 서울

대학교병원 국가지정격리병동으로 전원 되었다. 전원 된 후 흉부 사진에서 

폐렴 소견은 없었으나 (그림 3), 지속적으로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MERS-CoV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격리를 유지하였다. 전신 스테로이드 투

여량을 감량하면서 용혈성빈혈이 점차 진행하는 소견을 보여 7월 17일부터 

pralatrexate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작하였고, 용혈성 빈혈이 호전되지 

않아 gemcitabine, cisplatin, dexamethasone으로 항암화학치료를 이어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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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st radiography (A) and computed tomography scan of the 

chest (B) at 14 days after symptom onset 

 

 

 

Figure 3. Chest radiography at 34 days (A), 62 days (B), and 91 days (C) 

after symptom o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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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환자의 PTCL에 대한 평가를 위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시행

하였고, 6월 2일 촬영한 것에 비해 림프절의 활성도가 진행한 소견을 보였

다. 그러나, 폐실질에는 폐렴의 흉터 병변만 관찰되었고, 폐실질내 활성이 

증가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4). 환자는 gemcitabine, cisplatin, 

dexamethasone으로 항암치료를 변경한 이후에 발열이 호전되고, 수혈 요

구량이 감소하는 등의 치료 반응이 있었다. 10월 3일,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시행한 MERS-CoV에 대한 rRT-PCR에서 음성 소견을 보여 격리를 해

제하였다. 

 

 

Figure 4.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at 117 

days after symptom onset 

 

10월 11일, 발열과 호흡곤란이 있어 A병원 응급실 다시 방문하였고, 발

열 및 호흡곤란은 용혈성 빈혈 진행에 의한 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였으나, 객담 검체에서 MRES-CoV에 대한 rRT-PCR이 양성 소견을 보

여 다시 격리 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국가지정격리병동으로 전원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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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일의 격리 해제 기간 동안, 모두 190명의 접촉자가 있었고, 이들을 14

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하였을 때,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없었다. 

10월 11일 서울대학교병원 국가지정격리병동으로 전원 된 후 촬영한 흉부 

사진에서 폐렴 소견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림 5), 이후 지속적으로 환

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MERS-CoV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격리를 유지하였

다. 

 

 

Figure 5. Chest radiography of the patient at 133 days (A), 137 days (B), 

and 162 days (C) after symptom onset 

 

환자는 격리입원 중 기저질환인 PTCL에 대해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반응하지 않았고, 이에 동종조혈모세포이식치료를 계획하였다. 11월 15일, 

동종조혈모세포이식치료를 시행하기 전 병기 평가를 위해 시행한 흉부의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이전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결과와 마찬가지로 폐실질

에는 폐렴의 흉터 병변만 관찰되었고, 폐실질내 활성이 증가된 병변은 관찰

되지 않았다 (그림 6-A). 11월 21일, 동종조혈모세포이식치료를 위해 전신

방사선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이후 환자가 급격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이에 11월 22일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을 다시 시행하였고, 우측 폐에 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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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의 폐렴 소견이 새로이 관찰되었다 (그림 6-B). 이후 환자는 상태가 점

차 악화되어 11월 25일 사망하였다.   

 

 

Figure 6. Computed tomography scan of the chest of the patient at 168 

days (A) and 175 days (B) after symptom onset 

 

 

3. 환자 발생에 따른 파급 효과 

MERS-CoV 핵산이 호흡기 검체에서 6개월 가까이 배출되는 사례는 세

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로, 그 관련 자료가 전무하였다. 수 차례

에 걸쳐 세계보건기구 등 전문가 그룹과 자문회의를 하였으나, 이 사례가 

갖는 임상적 의미, 이 환자가 주변으로 MERS-CoV를 전파할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장기

간 MERS-CoV 핵산이 호흡기 검체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 환자가 면역

저하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주변에 전파력이 높은 상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누구도 이 환자로부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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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MERS-CoV 전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할 수 없

었기에, 이 환자의 진료 및 대응에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우선 병원에서는 6개월 동안 음압격리를 유지한 채 환자의 기저 질환인

PTCL을 치료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 환자에서 MERS-CoV의 감염 

전파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의료진이 전신보호복, N95 호흡기보호

장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진료를 해야 하였다. 또한 환자가 읍압

격리병실 밖으로 나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검사실 및 이동 

동선을 통제하고, 음압이 유지되는 환자이송용 특수 침대를 이용하여 환자

를 이송하며, 검사 및 시술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통상적인 진료에 비해 많은 인력 및 의료 자원이 투입되어야 했다. 

국가적으로도 유행 종료 선언 시점에 문제를 야기하였다. 2015년 7월 3

일 이후 국내에 새로운 전파나 신환 발생이 없어, 대한민국정부는 중동호흡

기중후군이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종결 선언은 세

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마지막 양성 환자의 완치나 사망한 시점으로 28일 

지나야 하므로, 이 환자가 11월 25일 사망한 후, 12월 23일에야 비로소 유

행 종료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4. 연구의 필요성 

  MERS-CoV 감염이 역학적으로 병원감염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향후 

다시 유행이 발생한다면 항암치료 중인 암환자나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

하 환자들에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MERS-CoV에 대한 

감염관리지침은 환자의 기저 면역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면역저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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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MERS-CoV 감염이 발병한 경우, 격리 여부 등의 감염관리를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할지 혹은 달리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사례의 환자와 같이 MERS-CoV의 핵산이 호흡기검체에서 6개월 이

상 장기간 검출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사례이다. 이 환자에

서 바이러스 배출 양상, 특히 살아있고 주변에 감염력을 갖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이러한 면역저하 환

자들의 격리 기간 결정과 같은 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환자에서 바이러스 배출양상에 대한 분석, 

특히 환자의 항암치료 등 면억억제 치료와 바이러스 배출과의 관계를 분석

함으로써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사용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에 미치

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5. 연구 목적 

본 연구를 통하여 MERS-CoV 핵산이 장기간 검출된 사례에서 유전자 

분석(rRT-PCR) 및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바이러스 배출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시기에 분리된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

하여, 시간에 따라 염기서열이 바뀌는 속도 (evolutionary rate)를 측정하

고, subgenomic mRNA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환자 체내에서 언제까지 

MERS-CoV 바이러스의 복제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환자 체내에서 바이

러스의 생존 여부를 추정하고, 궁극적으로 격리치료의 필요성 등 그 임상적 

의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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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방법 

 

1. 검체의 수집 

2015년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MERS-CoV 핵산이 호흡기 검

체에서 장기간 배출되었던 환자는 증상 발생 31일째인 2015년 7월 2일에 

서울대학교병원 격리병동으로 전원되어 이후 증상 발생 178일째인 2015년 

11월 25일에 기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격리 치료를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동안 이 환자로부터 얻어진 혈청, 

가래, 비인두 도말(nasopharyngeal swab), 인후 도말(throat swab), 소변 

검체, 환경도말검체가 서울대학교병원에 구축된 “신종감염병인체유래물저장

소”의 deep freezer에 보관되었다. 가래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뱉어낸 것을 

얻었고, 도말 검체는 3mL의 viral transport media를 포함하고 있는 

UTM
TM

 Kit(Copan Diagnostic Inc., Murrieta, CA)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명시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윤리 원

칙을 따랐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인채유래물 연구로 피험자에게 추가적인 중재 및 위해 가능성이 전혀 없고,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연구로 판단되어, 피험자의 연구참여동의서 획득

은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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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NA 추출 

각 검체에서 QIAamp viral RAN mini kit (QIAGEN, Valencia, CA)를 이

용하여 제조사가 제공한 프로토콜에 따라 바이러스 핵산을 추출하였다. 객

담은 동량의 sterile distilled molecular-grade water로 희석하고, 1분에서 

2분 정도 vortex을 시행하여 균질화된 혼합물을 생성한 후 RNA를 추출하

였다.  

 

 

3. 바이러스 역가 측정 

환자의 객담, 비인두 도말(nasopharyngeal swab), 인후 도말(throat 

swab), 소변, 혈청에서 추출한 RNA을 대상으로 PowerChekTM MERS (upE 

& ORF1a) Real-time PCR kit (Kogenebiotech, Seoul, Korea)을 사용하여 

MERS-CoV upE와 ORF1a 유전자에 대한 multiplex quantitative rRT-

PCR을 시행하였다. 모든 측정은 ViiATM 7 Real-time PCR system (Applied 

Biosystems®, GrandIsland, NY)을 이용하였고, 두 번 반복 측정하였고, Ct 

값이 35를 초과하는 경우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각 검체의 Ct 값을 

European Virus Archive에서 구매한 표준 검체 (1.0 x 10
5
 copies per μL)

의 Ct 값과 비교하여, MERS-CoV의 upE 및 ORF1a에 대한 바이러스 역가

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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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러스 배양 검사 

바이러스 배양은 서울대학교병원 생물안전도 3등급 실험실에서 진행하였

다. rRT-PCR 양성을 보인 검체들을 T-25 flask에 70% confluent로 키운 

Vero cell, Vero 6 cell, Caco-II cell 세포주에 1시간 접종하고, 섭씨 37도, 

CO2 5% 항온기에서 배양하면서 매일 현미경으로 세포병변효과를 관찰하였

다. 배양양성은 세포병변효과가 보이고, 상층액을 새로운 세포에 접종하여 

다시 세포병변효과가 보이는 것으로 하였고, 세포병변효과를 보인 경우 상

층액으로 rRT-PCR을 하여 바이러스 증식 여부를 다시 확인하였다. 세포병

변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 1주후 cell scraper로 세포를 긁은 후 

centrifuge하여 상층액을 새로운 세포에 접종하여 관찰하였고, passage를 

2번 넘겨도 세포병변효과가 관찰되지 않고 rRT-PCR에서 Ct 값의 감소가 

없는 경우 배양음성으로 판단하였다. 

 

 

5. 바이러스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Whole genome 

sequencing) 

바이러스 배양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배양 상층액에서 QIAamp viral 

RNA mini kit (QIAGEN, Valencia, CA)를 이용하여 제조사가 제공한 프로토

콜에 따라 바이러스 RNA를 추출하였다. 이어 SuperScript III Reverse 

Transcriptase (Invitrogen, MA, USA)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이

때 specific RT primer는 Cotten M. 등이 이전 연구에서 제시한 것을 사용

하였다 [20]. 마지막으로, 각각의 primer pair를 이용하여 2.5kb PCR 

product를 증폭하였고, amplicons을 Covaris S2 (Covaris, MA, USA)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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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200 bp target BP condition이 되도록 절단하였다. TruSeq Nano 

DNA HT Library Prep kit (Illumina, CA, USA)를 사용하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library를 구축하였고, MiSeq (Illumina, CA, 

USA)를 이용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NGS 자료는 Binary 

Sequence Alignment/Map (BAM) file generation, and genome assembly

를 사용하여 MERS-CoV, NC_019843으로 조정하였다. Molecular 

phylogenetic 분석은 Tamura-Nei model에서 maximum likelihood 방법

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6. Subgenomic mRNA assay 

Subgenomic mRNA 검출을 위한 target region PCR를 시행하기 위하여 

S21751_Rev (Type 1 subgenomic mRNA, 433bp)와 N28909_Rev (Type II 

subgenomic mRNA, 662bp)을 증폭할 수 있는 primer를 제작하였다 (그림 

6). RT-PCR Premix (Bioneer)을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한 후, 제작한 두 

종류의 primer를 이용하여 target region PCR를 시행하고, gel 

electrophoresis를 시행하여, subgenomic mRNA에 합당한 길이를 갖는 

band가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PCR에서 양성을 보인 검체에서 대해

서는 PCR product에서 sequencing을 하여 subgenomic mRNA가 생성된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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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enomic organization of MERS-CoV and the target region of 

subgenomic mRNA assay 

  

 

7. S protein에 대한 Direct sequencing 

S protein용 PCR product 획득하여 agarose gel 상에서 확인 후 

purification하고, TruSeq Nano DNA HT Library Prep kit (Illumina, CA, 

USA)를 사용하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library를 구축하였

으며, MiSeq 300 cycles v2 reagent를 (Illumina, CA, USA)를 사용하여 

NGS를 시행하였다. Fastq file를 획득하여 MERS genome 이용하여 blastN 

분석 후 variant 분석하였고, necleotides alignment 진행하여 homology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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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과 

 

1. MERS-CoV 바이러스 역가 변화 양상 

1) 호흡기 검체 

객담 검체 53건, 코인두도말 검체 3건, 인두도말 검체 15건에서 바이러

스 역가를 측정하였다. 객담 검체에서는 발병 173일까지 바이러스 RNA가 

검출되었으나, 코인두도말 검체에서는 발병 36일째까지만 바이러스 RNA가 

검출되었고, 인두도말 검체에서는 발병 98일째까지만 바이러스 RNA가 검

출되었다 (표1-3, 그림 8,9).  

 

2) 기타 검체 

혈청 검체 15건, 소변 검체 29건, 주변 환경에서 얻은 검체 39건에 대해

서 rRT-PCR을 시행하였으나, 양성을 보인 검체는 없었다. 

 

3) MERS-CoV 바이러스 역가와 기저질환 활성도의 상관 관계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배출양과 환자의 기저질환 활성도간 상관관계

를 보기 위하여 객담에서의 MERS-CoV 바이러스 역가 변화와 혈중 

Lactate dehydrogenase (LDH) 농도 변화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의미있는 상관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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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rRT-PCR from sputum  

Days 

after 

symptom 

onset 

Ct value  Viral RNA load 

(log10 copies/㎖) 

orf1 upE IC  orf1 upE 

34 19.55  18.19  23.77  8.40 8.40 

43 25.57  24.74  25.08  6.13 5.96 

45 28.09  27.21  28.18  5.17 5.05 

46 20.49  19.47  23.41  8.05 7.92 

47 27.48  26.73  23.62  5.40 5.23 

48 30.01  28.91  28.03  4.45 4.42 

49 31.98  30.14  29.15  3.70 3.96 

51 34.77  33.07  27.66  2.64 2.87 

57 33.97  33.43  22.99  2.95 2.74 

58 32.25  30.51  24.98  3.60 3.82 

59 24.21  23.30  23.39  6.64 6.50 

60 25.98  25.27  24.02  5.97 5.77 

61 29.89  29.04  23.80  4.49 4.37 

62 negative negative 25.88  < 2.56 < 2.16 

63 negative negative 28.71  < 2.56 < 2.16 

64 29.98  28.95  28.68  4.46 4.40 

66 negative 33.39  31.48  < 2.56 2.75 

67 29.67  28.90  25.54  4.57 4.42 

71 negative negative 23.94  < 2.56 < 2.16 

72 35.58  34.76  25.79  2.34 2.24 

73 30.02  29.23  23.24  4.44 4.30 

75 31.30  30.08  23.29  3.96 3.98 

77 32.15  31.80  26.58  3.6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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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1.03  30.41  24.55  4.06 3.86 

93 30.31  29.48  25.98  4.33 4.20 

96 34.23  32.96  28.27  2.85 2.91 

99 32.26  30.79  26.71  3.60 3.72 

102 32.60  31.26  25.07  3.47 3.54 

106 35.83  negative 27.66  2.24 < 2.16 

109 34.06  31.95  27.72  2.91 3.29 

110 35.70  negative 25.15  2.29 < 2.16 

113 negative negative 27.20  < 2.56 < 2.16 

116 34.45  negative 26.16  2.77 < 2.16 

118 negative negative 22.41  < 2.56 < 2.56 

119 30.84  29.66  23.00  4.13 4.14 

120 negative 33.69  26.85  < 2.56 2.64 

123 31.48  30.84  24.32  3.89 3.70 

137 34.59  34.65  27.97  2.71 2.28 

141 30.54  29.33  29.44  4.25 4.26 

143 negative negative 24.32  < 2.56 < 2.16 

145 negative negative 22.85  < 2.56 < 2.16 

148 33.88  34.23  25.68  2.98 2.44 

150 negative negative 26.42  < 2.56 < 2.16 

152 32.57  31.38  31.53  3.48 3.50 

155 33.48  31.63  30.90  3.13 3.41 

157 negative negative 29.58  < 2.56 < 2.16 

159 negative negative 32.04  < 2.56 < 2.16 

162 negative negative 29.63  < 2.56 < 2.16 

164 negative negative 30.56  < 2.56 < 2.16 

169 32.63  31.26  25.71  3.46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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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33.09  31.50  27.10  3.28 3.46 

173 34.14  32.12  28.54  2.88 3.22 

176 negative negative 24.68  < 2.56 < 2.16 

Abbreviation: rRT-PCR, real-time-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Ct, cyclic threshold; orf1, open reading frame 1; upE, 

upstream of the E protein, IC, internal control 

 

 

Table 2. Results of rRT-PCR from nasopharyngeal swabs  

Days 

after 

symptom 

onset 

Ct value  Viral RNA load 

(log10 copies/㎖) 

orf1 upE IC  orf1 upE 

36 28.17 28.07 23.89  5.44 6.33 

43 negative negative 25.72  < 3.56 < 4.33 

53 negative negative 27.97  < 3.56 < 4.33 

Abbreviation: rRT-PCR, real-time-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Ct, cyclic threshold; orf1, open reading frame 1; upE, 

upstream of the E protein, IC,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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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rRT-PCR from throat swabs  

Days 

after 

symptom 

onset 

Ct value  Viral RNA load 

(log10 copies/㎖) 

orf1 upE IC  orf1 upE 

36 25.75 25.84 25.65  6.11 6.97 

43 30.48 30.95 29.29  4.81 5.50 

53 negative negative 28.36  < 3.56 < 4.33 

93 negative negative 30.76  < 3.56 < 4.33 

98 34.51 34.44 30.93  3.69 4.49 

106 negative negative 32.06  < 3.56 < 4.33 

118 negative negative 27.01  < 3.56 < 4.33 

120 negative negative 32.11  < 3.56 < 4.33 

137 negative negative 32.26  < 3.56 < 4.33 

143 negative negative 31.38  < 3.56 < 4.33 

150 negative negative 34.95  < 3.56 < 4.33 

162 negative negative 34.22  < 3.56 < 4.33 

167 negative negative 30.57  < 3.56 < 4.33 

171 negative negative 27.76  < 3.56 < 4.33 

173 negative negative 31.74  < 3.56 < 4.33 

Abbreviation: rRT-PCR, real-time-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Ct, cyclic threshold; orf1, open reading frame 1; upE, 

upstream of the E protein, IC,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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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s in MERS-CoV concentrations in respiratory samples over time 

Abbreviation: orf1, open reading frame 1; GDP, Gemcitabine/Cisplatin/Dexamethasone; ICE, Ifosfamide, 

carboplatin, etop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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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hanges in MERS-CoV concentration in sputum and serum LDH level over time  

Abbreviation: orf1, open reading frame 1; GDP, Gemcitabine/Cisplatin/Dexamethasone; ICE, Ifosfamide, 

carboplatin, etop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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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SR-CoV 바이러스 배양 

환자의 호흡기 검체 중, 환자의 발병 34일째에 얻은 객담 검체에서 

MERS-CoV가 배양되었다 (그림 9). 나머지 검체들에 대해서도 Vero cell, 

Vero E6 cell, Carco cell 등에 접종하여 배양을 시도하였으나, 뚜렷한 세포

변성효과를 보이는 검체는 없었다. 

 

Table 4. Results of virus culture 

No 

Days after 

symptom 

onset 

Vero cell 
Vero-E6 

cell 
Caco-II cell 

1 34 +   

2 35 - - - 

3 43 - - - 

4 45 - - - 

5 46 - - - 

6 48 - - - 

7 51 - - - 

8 58 - - - 

9 67 - - - 

10 75 - - - 

11 78 - - - 

12 93 - - - 

13 102 - - - 

14 109 - - - 

15 119 - - - 

16 123 - - - 

17 137 - - - 

18 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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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0 - - - 

20 157 - - - 

21 174 - - - 

22 173 - - - 

23 176 - - - 

 

 

Table 5. The information about the isolated virus 

Type of Sample Sputum 

Date of sampling 
June 4, 2015 

(Day 34) 

RNA titer in the sample 
orf1 2.54 X 10

8 
copies/mL 

upE 2.49 X 108 copies/mL 

Cell line used for culture Vero cell 

National Control Number 3-010-MER-IS-201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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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ytopathic effect in Vero cell cultures. The sputum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at 34 days of his illness. A. 72 hours after 

inoculation, B. 96 hours after inoculation 

 

 

3. MERS-CoV 전유전체 염기서열분석 결과 

환자의 객담에서 분리된 MERS-CoV에 대해 whole genome sequence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분리되었던 MERS-CoV 바이러스, 동일 환자에서 발병 

18일째 분리된 바이러스의 whole genome sequence와 비교하였을 때, 환

자의 바이러스는 Clade B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그 동안 보고되었던 

MERS-CoV의 유전자들과 높은 일치도(97.80%-99.95%)를 보였다 (그림

10). 유전적으로 가장 일치를 보인 바이러스주는 MERS-

CoV/KOR/Seoul/080-3-2015 (GenBank accession No. KX034097)로 동

일한 환자의 발병 17일째 객담에서 Direct sequencing을 하여 얻은 결과

였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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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is. The evolutionary history was inferred by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based on the Tamura-Nei model [22]. Evolutionary analyses were conducted in MEGA6. Red 

box indicates our virus isolat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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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bgenomic mRNA 검사 결과 

환자의 객담 검체 53건에 대하여 subgenomic mRNA assay를 시행하였

을 때, Type 1과 Type 2가 모두 검출된 검체는 증상 발생 후 34일과 46일

에 얻은 검체였다 (표 6, 그림 11). 이들 검체에서 NGS로 염기서열 분석을 

하였을 때, Type 1과 Type 2의 염기서열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

록 참고).  

 

Table 6. Results of subgenomic mRNA assay in respiratory samples  

No 
Sample 

category 

Days after 

symptom 

onset 

cDNA 

(ng/uL) 

 subgenomic mRNA 

 Type 1 

(433bp) 

Type 2 

(662bp) 

1 Sputum 34 18.7  Positive Positive 

2 Sputum 43 17.6  Positive Negative 

3 Sputum 45 19.6  Negative Negative 

4 Sputum 46 20.2  Positive Positive 

5 Sputum 47 4.64  Negative Negative 

6 Sputum 48 17.5  Negative Negative 

7 Sputum 49 17.5  Negative Negative 

8 Sputum 51 20.4  Negative Negative 

9 Sputum 57 10.6  Negative Negative 

10 Sputum 58 16.7  Negative Negative 

11 Sputum 59 14.8  Negative Negative 

12 Sputum 60 24.2  Negative Negative 

13 Sputum 61 8.36  Negative Negative 

14 Sputum 62 20.4  Negativ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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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putum 63 14.9  Negative Negative 

16 Sputum 64 22.4  Negative Negative 

17 Sputum 66 24.8  Negative Negative 

18 Sputum 67 7.88  Negative Negative 

19 Sputum 71 17.2  Negative Negative 

20 Sputum 72 23  Negative Negative 

21 Sputum 73 22.2  Negative Negative 

22 Sputum 75 14.9  Negative Negative 

23 Sputum 77 17.9  Negative Negative 

24 Sputum 78 15.8  Negative Negative 

25 Sputum 93 13.3  Negative Negative 

26 Sputum 96 20.4  Negative Negative 

27 Sputum 99 14.7  Negative Negative 

28 Sputum 102 17.7  Negative Negative 

29 Sputum 106 7.24  Negative Negative 

30 Sputum 109 23.8  Negative Negative 

31 Sputum 110 15.6  Positive Negative 

32 Sputum 113 20.4  Negative Negative 

33 Sputum 116 14.5  Negative Negative 

34 Sputum 118 16.3  Negative Negative 

35 Sputum 119 17.7  Negative Negative 

36 Sputum 120 17.6  Negative Negative 

37 Sputum 123 4.68  Negative Negative 

38 Sputum 137 14.4  Negative Negative 

39 Sputum 141 15.8  Negative Negative 

40 Sputum 143 20.8  Negative Negative 

41 Sputum 145 5.22  Negative Negative 



29 

42 Sputum 148 2.98  Negative Negative 

43 Sputum 150 23  Negative Negative 

44 Sputum 152 26.6  Negative Negative 

45 Sputum 155 22.2  Negative Negative 

46 Sputum 157 21.6  Positive Negative 

47 Sputum 159 20.4  Negative Negative 

48 Sputum 162 15.8  Negative Negative 

49 Sputum 164 18.5  Negative Negative 

50 Sputum 169 17  Negative Negative 

51 Sputum 171 23  Negative Negative 

52 Sputum 173 19.8  Negative Negative 

53 Sputum 176 20.4  Negativ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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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esults of gel electrophoresis in subgenomic mRNA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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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rect sequencing of S protein 

환자의 객담 검체 53건에 대하여 S protein에 대한 direct sequencing을 

시도하였고, 이 중 발병 34일째 얻은 객담과 발병 46일째 얻은 객담, 2개의 

검체에서 S protein 전장에 대한 PCR product 검출이 가능하여 S protein

에 대한 전체 염기서열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NCBI Reference sequence

인 NC_019843과 비교하였을 때는 5개의 염기가 차이가 있었고, Genbank

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에서 발병 18일째 분리된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KX0340971 )과 비교하였을 때는 1개의 염기 변화가 관찰되었고, 이에 따라 

amino acid change도 관찰되었다 (그림 12). 

환자의 객담 검체 53건 중에서 15개 검체에서는 S protein의 일부분에 

대한 PCR product 검출이 가능하여, 앞부분의 1050 bp에 대해서 염기서열

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중, 901번째 자리에서 증상 발생 후 59일에서 63일 

사이에 T가 C로 변하는 변이가 발생하였고, 이후 얻은 검체에서는 C로 유

지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림 13).  

 

 

  

                                            

1
 http://www.ncbi.nlm.nih.gov/nuccore/KX034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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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 protein gene sequence alignment between HCoV-EMC & MERS-CoV 

isolates from the patient with persistent MERS-CoV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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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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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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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icroevolution analysis using S protein gene partial sequence 

alignment in the patient with persistent MERS-CoV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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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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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ntine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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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 찰 

 

1. MERS-CoV 감염환자에서 바이러스 배출 양상 

2012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처음 보고된 이후로 중동 지역에서 산

발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하였고, 일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해

외유입사례들이 발병한 바 있으나, 2015년 5월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이 발생할 당시까지 MERS-CoV 감염에서 viral load kinetics에 대한 

자료는 일부 증례 보고들만 있을 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2013년 3월, 아부다비를 다녀온 73세 환자가 독일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발병하여 발병 18일째 사망하였다. Drosten등은 이 환자의 호흡

기 검체에서 사망할 때까지 MERS-CoV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bronchoalveolar lavage와 같이 하부호흡기에서 얻은 검체에서 viral load

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24]. 2013년 5월, 프랑스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한 명 유입되었고, 이 환자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2차 

감염이 발병하였다. 이 두 환자는 모두 ECMO를 사용해야 하는 중증 환자

였고, 이 중 한 명은 사망하였다. Poissy등이 생존한 환자의 tracheal 

aspirate에서는 MERS-CoV의 유전자가 발병 33일까지 검출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25].  

2015년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은 MERS-CoV 감염에서 자세한 

viral load kinetics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행 당

시 역학적으로 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격리되어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고, 실험실적으로 MERS-CoV 감염이 확인되면, 국가지정



39 

격리병상에 입원하여 호흡기 검체에서 2번 이상 MERS-CoV 바이러스 검

사가 음성이 될 때까지 격리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MERS-CoV 감염 환

자에서 전향적으로 검체를 확보할 수 있어 자세한 viral load kinetics를 연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Min 등은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충남대학교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했던 14명의 환자를 질병의 중등도 및 사

망 여부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고, 환자들의 respiratory secretion과 

plasma에서의 viral load kinetics를 분석하여, 중증 환자에서 바이러스 농

도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26]. Oh 등은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격리병동에 

입원한 17명의 환자들에서의 MERS-CoV viral load kinetics를 보고하였다 

[18]. 이 연구에서 MERS-CoV의 viral load는 객담이나 tracheal aspirate

와 같은 하부호흡기 검체에서 가장 높았다. 환자들을 산소 치료의 유무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분류하였을 때, 중증 환자에서 viral load의 중앙값

이 7.21 log10 copies/mL로, 경증 환자에서의 중앙값 5.54 log10 copies/mL

보다 높았다.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농도는 증상 발생 후 2주 정도 되

는 시점에서 최고치에 이르고 감소하였는데,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이 중증 

환자에서 더 나중에 발생하는 소견을 보였다. 중증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배출은 증상 발생 후 35일 이후에는 대부분 소실되었다.  

이번 연구의 대상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배출 양상을 보았을 

때, 환자는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의 폐렴을 앓고 회복했음에도 불구

하고, 증상 발생 후 59일 째 바이러스 농도가 6.50 log10 copies/mL로 중

증 감염을 앓은 환자들에서 최고치를 이루었을 때의 농도와 비슷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다. 인공호흡기나 체외산소유지기 치료가 필요했던 중증 환자

에서도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농도는 증상 발생 후 2주가 지나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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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으나, 이 환자에서는 바이러스 농도는 증상 발생 4주가 지나서야 

비로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증상 발생 8주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5 

log10 copies/mL 이하로 유지되었다.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유전자 농도

와 환자의 기저 질환의 활성도, 림프구 수치 등 면역 상태와는 뚜렷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2. MERS-CoV의 환자 체내에서 생존 여부 평가  

PCR과 같이 핵산을 검출하는 검사는 검체 안에 죽은 미생물의 유전물질

이 남아 있더라도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양성 결과가 바로 검체 

안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어 전염력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7]. 이 환자에서 증상 발생 60일 이후에는 호흡기 검체에서 

MERS-CoV 핵산이 5 log10 copies/mL 이하로 낮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배

출되었는데, 이 현상의 임상적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가지 쟁점이 해

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이 환자에서 언제까지 replication이 가능한 바이러

스, 즉 살아있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배출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이렇게 잠복 감염처럼 임상 증상은 없이 낮

은 농도의 핵산이 배출되고 있는 중에,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다시 

MERS-CoV가 재활성화 되어 폐렴 등의 임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

는 점이다.  

환자의 검체에서 바이러스 배양을 하여 배양 가능한 바이러스가 분리되

면, 환자의 검체에 감염력을 갖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배양을 시도하였을 때, 발병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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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얻은 검체에서는 바이러스가 배양이 되었고, 이후에 얻은 검체에서 수차

례 배양을 시도하였으나, 바이러스를 배양하는데 실패하였다. 호흡기 검체

에서 MERS-CoV 핵산이 낮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현상에 대해서

는 2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다. 첫번째 가설은 환자의 체내에 살아있는 바이

러스가 잠복 상태에 있어 그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

이었다. 두번째 가설은 체내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남아있지는 않으나 호

흡기 상피세포의 탈락에 따라 remnant genetic material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가설을 감별하기 위해 subgenomic mRNA 검사와 

시기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microevolution 분석을 통해 이 환자의 체

내에서 MERS-CoV가 언제까지 생존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Order Nidovirales에 속하는 positive strand, single strand RNA virus

에서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 negative strand를 중간체로 하여 

RNA-dependent RNA polymerase에 의해 다양한 positive strand RNA를 

재조합하는데, 이 재조합된 positive strand를 subgenomic mRNA라 한다 

[28]. 따라서 positive strand, single strand RNA virus인 MERS-CoV 감

염에서, subgenomic mRNA를 검출한다면 active한 viral replication이 일

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MERS-CoV 감염에 대한 rhesus macaque 

동물 모델을 만든 실험에서, 동물을 MERS-CoV에 감염시키고 나서 얻은 

조직에서 ORF1 RNA와 함께 subgenomic mRNA (ORF5)를 qRT-PCR 검사

로 입증함으로써, lower respiratory tract에서 viral replication이 일어나

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29]. 본 연구에서 시행한 subgenomic mRNA 검사

에서는 증상 발생 46일째에 얻은 객담까지 양성을 보였고, 이후에 얻은 객

담에서 양성으로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없어, 비록 객담 검체에서 바이러스

가 배양되지는 않았으나, 환자의 체내에서 증상 발생 후 46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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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S-CoV의 replication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시기의 검체에서 얻어진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을 하면, 시간에 따라 염기서열이 바뀌는 속도(microevolution rate)를 측

정할 수 있다. Cotten 등은 역학적으로 연관이 없는 MERS-CoV 42 set의 

genome을 분석하였을 때, MERS-CoV의 evolution rate는 1.12 × 10
-3 

substitutions per site per year (95% credible interval [95% CI], 8.76 × 

10
-4 

~ 1.37 × 10
-3

)으로 보고하였다 [30]. Seong 등은 국내 중동호흡기증후

군 유행 중 발병한 4명의 환자에서 paired sample을 얻어 MERS-CoV 바

이러스를 분리하고, whole genome sequencing을 시행하여 evolutionary 

rate를 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MERS-CoV의 evolutionary rate는 3.44 

× 10
-6 

substitutions/site/day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3.44 × 10
-6 

substitutions/site/year로 환산할 수 있어, 기존 보고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31]. MERS-CoV의 핵산이 지속적으로 배출된 환자의 체내에서 바

이러스가 살아있다면,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replication을 지속하였을 것이

므로 이 환자에서 분리되는 바이러스에서의 microevolutionary rate가 기

존의 보고와 비슷하게 나올 것이나, 만일 체내에 죽어있는 바이러스의 유전

자 조각만 검사에 나오는 것이라면 체내에서 evolution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microevolutionary rate가 기존의 보고보다 낮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서 시기별로 분리되는 바이러스들의 microevolutionary 

rate를 측정하면, 체내에서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환자에서 분리되는 MERS-CoV의 evolutionary rate를 구하고자 하였

으나, 임상경과 후반기에 채취한 검체에서는 바이러스 배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추출한 바이러스 RNA에서 direct 

sequencing을 시도하였으나, 호흡기 검체에서 RNA의 양이 많지 않아서 



43 

whole genome sequencing이 어려웠다. 이에 protein S만을 타켓으로 하

여 direct sequencing을 시도하였고, 이 중에서 앞부분이 비교적 PCR 

product가 많이 얻어져 앞부분의 1050 bp에 대해서 sequencing을 시행하

여 시기별로 sequence를 비교하였다. 이 중 901번 자리에서 증상 발생 후 

59일에서 63일 사이에 C가 T로 변하는 변이가 발생하였고, 이후 검체에서

는 T로 유지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이 시점까지는 체내에서 바이러스의 

replication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S protein의 변이 분

석에서 증상 발생 후 63일 이후로는 의미있는 변이가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비교적 변이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S protein의 후반부에 

대한 sequence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바이러스의 체내의 생존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방법에는 다

음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세팅한 subgenomic mRNA 검사법이 

conventional PCR 검사 방법으로 realtime PCR에 비해 민감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subgenomic mRNA 검출을 위해 사용한 검체

는 객담으로, 실제 바이러스 replication이 일어나는 조직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MERS-CoV 환자의 객담에서 subgenomic mRNA

의 안정성을 평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으나, SARS-CoV 환자에서 한 연

구에서 subgenomic mRNA의 농도가 감염된 세포에 비해 객담에서는 현저

하게 낮게 측정됨이 보고된 바 있다 [32]. S protein의 변이를 분석한 연구

도, 비교적 변이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S protein의 후반부

에 대한 sequence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증상 발생 후 46일 이후로 subgenomic mRNA를 검출할 수 없었고, 증

상 발생 63일 이후로 의미있는 sequence의 변이 발생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해석할 때,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의 민감도가 낮아서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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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3. MERS-CoV의 재활성화 가능성 평가 

MERS-CoV로 인한 폐렴이 발병한 후 회복하였으나, 이후 호흡기 검체에

서 MERS-CoV의 핵산이 5 log10 copies/mL 이하의 낮은 농도로 지속적으

로 배출된 이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이 환자에서 면역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다시 MERS-CoV가 재활성화 되어 증상을 유발하고, 주변에 

전파할 위험이 높아지는 상태로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세계보건기구 전문

가들도 이 환자가 면역저하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주변에 전파

력이 높은 상태로 변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실제 이 환자의 질병 경과에서 증상 발생 후 178일이 지난 시점에서 환자

의 흉부 방사선 사진에 폐렴 소견이 다시 발생하였고,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 발생한 폐렴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

지는 않았으나, 임상적으로 MERS-CoV의 재활성화를 배제할 수는 없었다. 

MERS-CoV의 재활성화 가능성을 명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폐조직에서의 

병리조직검사,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

지 못하여 부검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이 쟁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따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

은 농도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배출되고 있는 환자에서 다시 바이러스 증식

이 발생하여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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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RS-CoV 핵산 장기간 배출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고

찰 

MERS-CoV의 핵산 장기간 배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이를 야기한 바이러스의 특성과 함께 환자의 면역학적 특성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이 환자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Whole genome sequence

의 phylogenetic 분석에서 MERS-CoV의 clade B에 속하였고, 기존에 국

내 (GeneBank accession nos. KT02913, KT374050, KT374057) 및 중국 

(GenBank accession no. KT006149.2),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GenBank 

accession no. KT026453-6)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이 환자에서만 유전적으로 특이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33].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급성 감염을 야기하고 잠복감염이나 지속

감염이 되는 경우는 없으나, Human herpes virus (HSV)나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등의 바이러스는 다양한 방법 – 예를 들어, 

감염된 세포에 바이러스의 항원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여 면역 반응이 유

발되는 것을 막거나, 사이토카인 생성 등에 관여하여 면역세포의 가능을 저

하시키는 등 – 으로 면역을 회피하여 지속감염을 야기한다 [34]. 환자는 증

상이 발생하고 60일이 된 시점에서 객담에 MERS-CoV 핵산 농도가 9 

log10/mL에서 5 log10/mL까지 감소하는데, 이후 더 감소하지 않고 5 

log10/mL 이하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이 환자의 면역시스템이 체내에서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듯 하다가 완전히 제기되지 못하였음을 시

사한다.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Peripheral T cell lymphoma, NOS를 앓고 

있었다. T-cell lymphoma 중에서 CD4 양성, T cell rearrangement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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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post-thymic neoplasm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follicular 

helper T-cell에서 기원한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AITL)

의 표지자나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CL)의 표지자가 나타나

지 않는다면 Peripheral T cell lymphoma, NOS로 분류한다 [35]. PTCL, 

NOS는 전체 PTCL 환자의 20-30%에 이르는 가장 흔한 아형으로, 다른 아

형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 종양들이 분류되는 아형이므로 다양한 임상 양

상을 갖는다. PCLT, NOS는 follicular helper T cell이나 memory T cell에

서 종양이 기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따라서 이들 세포의 기능 저하에 의하

여 humoral immunity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세포의 기능 저하와 이 환자에서 MERS-CoV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것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5. 호흡기 바이러스 핵산 장기간 배출 환자에서 면역억제 

유발 치료 시점 

이 환자는 호흡기 검체에서 MERS-CoV 핵산이 장기간 검출되는 중에 

기저질환인 PTCL, NOS가 점차 악화되어 면역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항

암화학요법이나 동종골수이식치료를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었다. 현재 많

은 진료지침에서 동종골수이식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는 이식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6, 37]. 이는 이식 후 면역저

하 상태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상부 호흡기 감염이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일부 증례 보고들이 있기 때문이다 [38, 39]. 최근 호흡기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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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진단에 유전자 검사가 많이 도입되면서, 골수이식 전 증상이 없는 상

태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에도 이식 치료를 연기해

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동종골수 이식을 앞 둔 환자

들에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

들 환자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바이러스 배출이 정상 

면역을 갖는 환자들에 비해 오래 유지되기 때문이다 [40]. 2015년 발표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동종골수이식을 예정하고 있는 환자 458명 중 

116명에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데, 이식 전 호흡기 증상이 있고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식 후 사망률이 더 높았으나, 이식 전 호흡기 

증상이 없이 스크리닝 검사에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에는 예후

에 차이가 없었다 [41].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나 보카바이

러스 등의 일부 바이러스는 검출된 건수가 너무 작아서 그 평가를 예측하

는데 한계가 있었고, 호흡기 바이러스 배출이 더 오래 지속되는 소아 환자

가 적게 포함되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human rhinovirus가 검출된 무증상 소아에서 동종골수이

식을 진행한 이후 급격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환자

의 호흡기 검체에서 human rhinovirus의 역가가 급격한 상승 소견을 보

였다는 증례 보고도 있어 [42],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된 무증상 환자에서 

골수이식 시점에 대한 권고를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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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ERS-CoV 감염환자에서 격리 해제 조건 

현재 MERS-CoV 관리지침에서는 MERS-CoV 감염환자의 격리 해제 기

준은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 결

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43]. PCR과 같이 

핵산을 검출하는 검사는 검체 안에 죽은 미생물의 유전물질이 남아 있더라

도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양성 결과가 바로 검체 안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어 전염력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적

으로 감염병 치료의 반응 평가로 PCR 음전을 사용하지 않는다 [27]. 따라

서 현재의 MERS-CoV 감염환자 격리 해제의 기준은 환자를 과도하게 오

래 격리하게 할 소지가 있다. 현재 기준이 대부분의 MERS-CoV 감염환자

에서 호흡기 검체의 rRT-PCR 결과가 증상 발생 후 4-5주 이내에 음전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장기간 rRT-PC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매우 장기간 격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MERS-CoV 감염환자는 주변전파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만 

격리를 하면 된다.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도 검출할 수 있는 rRT-PCR

보다 더 주변전파 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연구

에서 수행했던 subgenomic mRNA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Subgenomic mRNA가 양성인 경우에는 현재 환자의 체내에서 viral 

replication이 있음을 시사하므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어 격

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번 연구에서 객담의 MERS-CoV 핵산의 

농도가 높아서 감염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는 양성을 보였고, 이

후 핵산의 농도가 낮게 유지된 기간에는 음성을 보였다는 점, 실제 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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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기간 중 격리가 해제되면서 unprotected exposure가 발생하였으나, 

그 기간에 노출된 환자에서 환자 발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subgenomic mRNA의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격리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격리 해제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이 검사법에 대한 민감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음성예측도가 검증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rRT-PCR이 지속적으로 양성인 환자에서 subgenomic mRNA 검사

를 기준으로 격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에서 호흡기 증상의 발생과 

같이 MERS-CoV 재활성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인

지하여 다시 격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도 rRT-PCR이 계속 양성인 환자에서 MERS-CoV의 재활성

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쟁점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정황이 제시되었으나,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서 미생물학적으로 확인하지 못

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만일 MERS-CoV가 재활성화 되어 주변전파 

가능성이 발생한다면, MERS-CoV는 증상이 발생하고서 격리가 될 때까지

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으로 전파가능성이 높아지고 [44], MERS-CoV 

감염이 특별한 치료법이 없이 20-40%가 사망할 수 있는 중증 감염으로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에서 전파가능성을 최소한으

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MERS-CoV 유전물질이 장기간 배출되고 있는 

환자의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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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MERS-CoV에 대한 rRT-PCR가 증상 발생 후 173일까지 양성을 보였던 

환자에서, 바이러스 배양검사, subgenomic mRNA, microevolution rate 

측정 등을 통해 체내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평가하였을 때, 증상 발생 후 

60일경까지는 체내에서 MERS-CoV가 생존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

었다. 임상적으로 폐렴에서 호전된 상태에서 낮은 농도의 유전물질이 배출

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전파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기간

에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활성화의 가능성에 대한 쟁점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51 

참고문헌 

 

1. Zaki AM, van Boheemen S, Bestebroer TM, Osterhaus AD, 

Fouchier RA. Isolation of a novel coronavirus from a man with 

pneumonia in Saudi Arabia. N Engl J Med 2012;367(19):1814-1820. 

2. Assiri A, McGeer A, Perl TM, Price CS, Al Rabeeah AA, 

Cummings DA, et al. Hospital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N Engl J Med 2013;369(5):407-416. 

3. Al-Abdallat MM, Payne DC, Alqasrawi S, Rha B, Tohme RA, 

Abedi GR, et al. Hospital-associated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a serologic, epidemiologic, and 

clinical description. Clin Infect Dis 2014;59(9):1225-1233. 

4. Drosten C, Meyer B, Muller MA, Corman VM, Al-Masri M, 

Hossain R, et al. Transmission of MERS-coronavirus in household 

contacts. N Engl J Med 2014;371(9):828-835. 

5. Oboho IK, Tomczyk SM, Al-Asmari AM, Banjar AA, Al-Mugti H, 

Aloraini MS, et al. 2014 MERS-CoV outbreak in Jeddah--a link to health 

care facilities. N Engl J Med 2015;372(9):846-854. 

6.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ease outbreak new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 Saudi Arabia, Apr 3, 



52 

2017 (Accessd 04 Apr, 2017, at http://www.who.int/csr/don/03-april-

2017-mers-saudi-arabia/en/) 

7. Kapoor M, Pringle K, Kumar A, Dearth S, Liu L, Lovchik J, et 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of the first imported cas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to the United States. Clin Infect 

Dis 2014;59(11):1511-1518. 

8. Breakwell L, Pringle K, Chea N, Allen D, Allen S, Richards S, et 

al. Lack of Transmission among Close Contacts of Patient with Cas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2014. Emerg Infect Dis 2015;21(7):1128-1134. 

9. Reuss A, Litterst A, Drosten C, Seilmaier M, Bohmer M, Graf P, 

et al. Contact investigation for imported cas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Germany. Emerg Infect Dis 2014;20(4):620-625. 

10. Nishiura H, Miyamatsu Y, Chowell G, Saitoh M. Assessing the 

risk of observing multiple generation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cases given an imported case. Euro Surveill 

2015;20(27). 

11. Pebody RG, Chand MA, Thomas HL, Green HK, Boddington NL, 

Carvalho C, et al. The United Kingdom public health response to an 

imported laboratory confirmed case of a novel coronavirus in 

September 2012. Euro Surveill 2012;17(40):20292. 



53 

12. Puzelli S, Azzi A, Santini MG, Di Martino A, Facchini M, 

Castrucci MR, et al. Investigation of an imported cas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in Florence, 

Italy, May to June 2013. Euro Surveill 2013;18(34). 

13. Tsiodras S, Baka A, Mentis A, Iliopoulos D, Dedoukou X, 

Papamavrou G, et al. A case of importe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fection and public health response, Greece, 

April 2014. Euro Surveill 2014;19(16):20782. 

14. Bialek SR, Allen D, Alvarado-Ramy F, Arthur R, Balajee A, Bell 

D, et al. First confirmed case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in the United States, updated 

information on the epidemiology of MERS-CoV infection, and guidance 

for the public, clinicians, and public health authorities - May 2014. 

MMWR Morb Mortal Wkly Rep 2014;63(19):431-436. 

15. Kossyvakis A, Tao Y, Lu X, Pogka V, Tsiodras S, Emmanouil M, 

et al. Laboratory investigation and phylogenetic analysis of an 

importe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case in 

Greece. PLoS One 2015;10(4):e0125809. 

16.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2015.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2015;6(4):269-278. 



54 

17. Oh MD, Choe PG, Oh HS, Park WB, Lee SM, Park J, et al.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Superspreading Event 

Involving 81 Persons, Korea 2015. J Korean Med Sci 2015;30(11):1701-

1705. 

18. Oh MD, Park WB, Choe PG, Choi SJ, Kim JI, Chae J, et al. Viral 

Load Kinetics of MERS Coronavirus Infection. N Engl J Med 

2016;375(13):1303-1305. 

19. Kim SH, Ko JH, Park GE, Cho SY, Ha YE, Kang JM, et al. Atypical 

presentations of MERS-CoV infection in immunocompromised hosts. J 

Infect Chemother 2017. 

20. Cotten M, Lam TT, Watson SJ, Palser AL, Petrova V, Grant P, et 

al. Full-genome deep sequencing and phylogenetic analysis of novel 

human betacoronavirus. Emerg Infect Dis 2013;19(5):736-742b. 

21. Park D, Huh HJ, Kim YJ, Son DS, Jeon HJ, Im EH, et al. Analysis 

of intrapatient heterogeneity uncovers the microevolution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Cold Spring Harb Mol Case 

Stud 2016;2(6):a001214. 

22. Tamura K, Nei M. Estimation of the number of nucleotide 

substitutions in the control region of mitochondrial DNA in humans 

and chimpanzees. Mol Biol Evol 1993;10(3):512-526. 

23. Tamura K, Stecher G, Peterson D, Filipski A, Kumar S. MEGA6: 



55 

Molecular Evolutionary Genetics Analysis version 6.0. Mol Biol Evol 

2013;30(12):2725-2729. 

24. Drosten C, Seilmaier M, Corman VM, Hartmann W, Scheible G, 

Sack S, et al. Clinical features and virological analysis of a cas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fection. Lancet Infect 

Dis 2013;13(9):745-751. 

25. Poissy J, Goffard A, Parmentier-Decrucq E, Favory R, Kauv M, 

Kipnis E, et al. Kinetics and pattern of viral excretion in biological 

specimens of two MERS-CoV cases. J Clin Virol 2014;61(2):275-278. 

26. Min CK, Cheon S, Ha NY, Sohn KM, Kim Y, Aigerim A, et al. 

Comparative and kinetic analysis of viral shedding and immunological 

responses in MERS patients representing a broad spectrum of disease 

severity. Sci Rep 2016;6:25359. 

27. Beige J, Lokies J, Schaberg T, Finckh U, Fischer M, Mauch H, et 

al. Clinical evaluation of a Mycobacterium tuberculosis PCR assay. J 

Clin Microbiol 1995;33(1):90-95. 

28. Nicholson BL, White KA. Functional long-range RNA-RNA 

interactions in positive-strand RNA viruses. Nat Rev Microbiol 

2014;12(7):493-504. 

29. de Wit E, Rasmussen AL, Falzarano D, Bushmaker T, Feldmann 

F, Brining DL, et al.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56 

(MERS-CoV) causes transient 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in 

rhesus macaques. Proc Natl Acad Sci U S A 2013;110(41):16598-16603. 

30. Cotten M, Watson SJ, Zumla AI, Makhdoom HQ, Palser AL, Ong 

SH, et al. Spread, circulation, and evolution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Bio 2014;5(1). 

31. Seong MW, Kim SY, Corman VM, Kim TS, Cho SI, Kim MJ, et al. 

Microevolution of Outbreak-Associate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South Korea, 2015. Emerg Infect Dis 

2016;22(2):327-330. 

32. Poon LL, Chan KH, Wong OK, Cheung TK, Ng I, Zheng B, et al. 

Detection of SARS coronavirus in patients with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by conventional and real-time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PCR assays. Clin Chem 2004;50(1):67-72. 

33. Wang Y, Liu D, Shi W, Lu R, Wang W, Zhao Y, et al. Origin and 

Possible Genetic Recombination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from the First Imported Case in China: 

Phylogenetics and Coalescence Analysis. MBio 2015;6(5):e01280-01215. 

34. Braciale TJ, Hahn YS. Immunity to viruses. Immunol Rev 

2013;255(1):10.1111/imr.12109. 

35. O'Connor OA, Bhagat G, Ganapathi K, Pedersen MB, D'Amore F, 

Radeski D, et al. Changing the Paradigms of Treatment in Peripheral T-



57 

cell Lymphoma: From Biology to Clinical Practice. Clin Cancer Res 

2014;20(20):5240-5254. 

36. Hirsch HH, Martino R, Ward KN, Boeckh M, Einsele H, Ljungman 

P. Fourth European Conference on Infections in Leukaemia (ECIL-4): 

Guideline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 Parainfluenza Virus, Metapneumovirus, Rhinovirus, 

and Coronavirus. Clin Infect Dis 2013;56(2):258-266. 

37. Tomblyn M, Chiller T, Einsele H, Gress R, Sepkowitz K, Storek J, 

et al. Guidelines for Preventing Infectious Complications among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 Recipients: A Global Perspective. Biology 

of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 :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 2009;15(10):1143-1238. 

38. Folz RJ, Elkordy MA. Coronavirus pneumonia following 

autologous bone marrow transplantation for breast cancer. Chest 

1999;115(3):901-905. 

39. Whimbey E, Champlin RE, Couch RB, Englund JA, Goodrich JM, 

Raad I, et al. Community respiratory virus infections among 

hospitalized adult bone marrow transplant recipients. Clin Infect Dis 

1996;22(5):778-782. 

40. de Lima CR, Mirandolli TB, Carneiro LC, Tusset C, Romer CM, 

Andreolla HF, et al. Prolonged respiratory viral shedding in transplant 



58 

patients. Transpl Infect Dis 2014;16(1):165-169. 

41. Campbell AP, Guthrie KA, Englund JA, Farney RM, Minerich EL, 

Kuypers J, et al. Clinical outcomes associated with respiratory virus 

detection before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Clin 

Infect Dis 2015;61(2):192-202. 

42. Waghmare A, Englund JA, Boeckh M. How I treat respiratory 

viral infections in the setting of intensive chemotherapy or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Blood 2016;127(22):2682-2692. 

43. Korea Centers for Disesase Control and Prevention, Reponse 

guideline for MERS ver.4-2. 2017 (Accessd Apr 1, 2017, at 

http://cdc.go.kr/CDC/together/CdcKrTogether0302.jsp?menuIds=HO

ME001-MNU1154-MNU0005-

MNU0088&fid=51&q_type=&q_value=&cid=73947&pageNum=1) 

44. Kang CK, Song KH, Choe PG, Park WB, Bang JH, Kim ES, et al. 

Clinical and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Spreader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during the 2015 Outbreak in Korea. 

J Korean Med Sci 2017;32(5):744-749. 



59 

부록 

부록 1. Subgenomic mRNA PCR product에 대한 sequencing 분석 결과 

A. 증상발생 34일 객담, S21751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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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증상 발생 34일 객담, N29121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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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증상 발생 46일 객담, S21751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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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증상 발생 46일 객담, N29121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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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significance of prolonged viral 

RNA shedding in an immunocompromised 

patient infected wit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Pyoeng Gyun Choe 

College of Medicine, Internal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in South Korea involved 186 

patients and resulted in 38 deaths, with four large hospital outbreaks 

accounting for 82% of the total cases. During the outbreak, one case 

of persistent MERS-CoV infection occurred in a 34 years-old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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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with peripheral T cell lymphoma, resulting prolonged positive 

results of MERS-CoV in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RT-PCR) for 6 month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transmission of MERS-CoV from the patient 

to others. 

 

Methods: Clinical specimens were collected at regular intervals from 

the patients from the time of admission to the study hospitals. The 

samples were tested by viral culture with rRT-PCR. Whole genome 

sequences were obtained from viral isolate. To investigate whether 

virus replication occurred in the patients with persistent MERS-CoV 

infection, we tested for subgenomic mRNA and evolutionary rate in 

protein S. 

 

Results: The copies of MERS-CoV RNA detected by rRT-PCR in sputum 

peaked at 34 days after symptom onset, and declined gradually 

resulting below 105 copies per milliliter after 60 days after symptom 

onset. MERS-CoV was cultured in Vero cell from sputum obtained at 

34 days after symptom onset. Phylogenetic analyses showed that the 

isolate belongs to clade B of MERS-CoV. Subgenomic mRNA was 

positive from sputum obtained at 34 days and 46 days after symptom 

onset. Mutation of Protein S sequence occurred between 59 and 63 days 

after symptom onset. 

 



65 

Conclusion: In patient who showed positive results of MERS-CoV in 

rRT-PCR till 173 days after symptom onset, the evidences of viral 

replication were found till 60 days after symptom onset.  

 

------------------------------------------------------------- 

Keywords: MERS-CoV,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lymphoma, 

patient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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