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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신 정책       

부처 간 조율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줄기세포연구 국가지도조율위원회｣설립(2011. 10)

 - (참여기관) 과기부, 과학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 교육부, 위생부 등 관련 부처

 - (기능) ① 줄기세포 분야 연구사업의 총괄적 기획과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 향상, 

② 관련 규정과 표준의 규범화, ③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유치, ④ 국제협력(중

대기술 공동연구 및 중요 표준제정) 등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정부 예산지원 확대 및 효율성 향상        

○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계획 기간부터 줄기세포 분야 연구에 집중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시작함 

 - (11차 5개년계획 기간) 2006~2010년간 줄기세포 연구에 중국과기부가 2억 

9,300만 달러, 중국과학원이 2,000만 달러 각각 투입

* 전체투입규모는미국에비해작았지만소수경쟁력있는연구기관과연구자를집중지원

 - (12차 5개년계획 기간) 2010~2015년간 중국과기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

회 등의 부처에서 최소 30억 위안을 투입하여 줄기세포 연구 강화  

 - (13차 5개년계획 기간) 중국과기부에서 2015년 11월에 국가중점연구개발계

획의 “줄기세포 및 중개연구” 중점 전문프로젝트를 가동한 이래 2018년 말 

기준 3년간 총 20억 위안을 지원함

* 과기부의“2019년도프로젝트신청지침”에따르면2019년도에추가로4억위안지원예정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을 통한 연구수준 향상

○ 2010년 전에 중국 정부가 미국, 유럽 등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유치해온 우수인력들이 

현재 중국 내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리더그룹 형성

 - 세계 최초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전능성을 입증한 Qi Zhou(周琪) 원사를 비롯

해 Science, Cell 등 학술지에 논문을 기재한 과학자는 대부분 해외유치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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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부문/발표일 정책명 주요 내용
국우원

(2016.10)

「“건강중국 2030”

규획 강요」
- 줄기세포및재생의학관련내용을중점발전방향에포함시킴

국무원

(2016.11)

「13차 5개년계획

기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계획

에 관한 통지」

- 바이오산업 10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줄기세포와 재생기술의

임상응용 지속적으로 강화

- 면역세포치료 시범센터 구축

발전개혁위원회

(2016.12)

「13차 5개년계획기간

바이오산업발전규획」

- 맞춤형 면역세포치료기술의 응용시범센터 구축

- 치료성 백신, RNA 간섭약물, 어댑터 약물, 줄기세포,

CAR-T 면역치료법 등 바이오치료제품 개발

과기부 등

6개 부처

(2017.5)

「13차 5개년계획

기간 헬스산업과기

혁신 전문규획」

-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종양면역세포치료, CAR-T 세포

치료 등 신형 진료서비스를 중점 발전 임무에 포함시킴

-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의 임상응용 가속화 요구

과기부, 과학원, 교육부,

자연과학기금위원회

(2017.5)

「13차 5개년계획

기간 국가기초연구

전문프로젝트규획」

- 발병율이 높은 중대질환을 타깃으로 전능성줄기세포

구축과 전능성 유지, 줄기세포 정향분화와 세포교차분화,

줄기세포 베이스의 조직과 기관 기능의 재건, 줄기세포자

원뱅크 등 줄기세포 임상연구를 중점적으로 배치

국가지식재산권

(2018.1)

「지식재산권 중점

지원산업 리스트」

-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면역치료,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국가

중점발전및지재권지원이긴히필요한중점산업중하나로지정

국가통계국

(2018.8)

「新산업및 新 비즈

니스모델통계분류」

- 줄기세포 임상응용서비스를 국가통계국의신산업 통계 유형에

본격적으로 포함시킴

* Qi Zhou원사(1970년생)의경우, 현재중국과학원동물연구소소장, 중국과학원대학부총장,

중국줄기세포학회명예이사장, 국제줄기세포포럼(ISCF) 회장, 중앙위원회후보위원재임  

 - 또한 연간 약 40만명의 의학대학 졸업생을 양성해 필요한 연구인력 안정적으로 공급

주요 계획 

○ 13차 5개년계획 기간부터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과학원, 자연과학기금위, 교

육부, 지재권국 등의 차원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국무원에서 발표한 「13.5계획 기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통지」에서 줄기세포와 재생기술의 임상응용 지원 명시 

 -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13.5계획 기간 바이오산업발전계획」에 줄기세포 

등 바이오치료제품의 개발 지원 명시 

 - 과기부, 과학원, 교육부, 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13.5계획 

기간 국가기초연구 전문프로젝트규획」에서는 발병율이 높은 중대질환을 타깃

으로 줄기세포 임상연구 중점적으로 배치  

[표 1] 13차 5개년계획 기간(2015~2020) 기간에 발표된 줄기세포 관련 정책

출처: KOSTEC 정리(공개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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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제 수 경비총액 

2016년 25건 4.87억 위안

2017년 43건 9.40억 위안

2018년 30건 5.85억 위안

합계 98건 20.12억 위안

유형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입안율

기초 9/66 15/55 10/57 19.1%

응용 5/94 12/64 7/57 11.2%

임상 1/63 6/45 3/21 7.8%

Ⅱ 주요 사업      

중국과기부의 “줄기세포 및 중개연구” 중점 전문프로젝트(2016)   

○중국과기부에서 추진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13차 5개년계획 기간 국가중점연구
개발계획의 “줄기세포 및 중개연구”중점 전문프로젝트로서 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4대 표준화시스템 구축) ① 전형성, 중대성 및 난치성 면역질환 중심의 줄

기세포이식 면역학 평가, ② 면역기능 특이성 줄기세포제제의 체외 제작, ③ 

줄기세포 면역간섭기술, ④ 줄기세포 임상이식치료와 평가  

 - (3대 과학문제 해결) ① 중간엽줄기세포(MSC) 이식의 면역배척 문제, ② 

MSC의 면역조절 가소성 문제, ③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한 MSC의 면역조절

역할과 그 메커니즘 문제  

○ “줄기세포 및 중개연구”중점 전문프로젝트의 배치 상황을 보면 기초, 응용 및 임상 
분야에서 총 98건의 연구과제를 지원함
- (경비 총액) 2016-2018년간 총 20억 1,200만 위안의 재정경비 투입, 이중 기초,

응용 및 임상 분야 평균 입안율 비중은 각각 19.1%, 11.2%와 7.8%를 기록함  
- (연구 분야) ① 줄기세포 구축 및 줄기성 유지, ②조직 줄기세포의 기능과 제

어, ③줄기세포 정향 분화 및 세포 분화, ④줄기세포 이식 후 체내 기능 구축 
및 제어, ⑤ 줄기세포 기반의 조직 및 기관 기능 재건, ⑥ 줄기세포자원 뱅크,
⑦ 동물세포 모델을 이용한 줄기세포 전임상 평가, ⑧ 줄기세포 임상연구 

[표 3] “줄기세포 및 중개연구” 중점프로젝트 배치 상황 

출처: 孫燕榮(중국바이오기술발전센터 과장), “「중화인민공화국 인간유전자원관리조례」 출범 배경 및 해독”, 제9회 중국줄기세포학회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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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1: 줄기세포 구축 및 줄기

성유지메커니즘

미션 2: 조직 줄기세포의 획득,

기능과제어메커니즘

미션 3: 줄기세포 정향 분화 및

세포분화메커니즘

미션4: 줄기세포이식후체내기

능구축및제어메커니즘

미션 5: 줄기세포 기반의 조직

및기관기능재건

미션6: 줄기세포자원뱅크

미션7: 동물세포모델을이용한고

효율의줄기세포전임상평가

미션8: 줄기세포임상연구

[그림 1] “줄기세포 및 중개연구” 중점프로젝트의 주요 분야별 배치 상황 

출처: 孫燕榮(중국바이오기술발전센터 과장), “「중화인민공화국 인간유전자원관리조례」 출범 배경 및 해독”, 제9회 중국줄기세포학회 2019.10.20. 

중국과학원의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연구사업 

○중국과학원이 동물연구소 주도로 12차 5개년계획 기간에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전략적 선행과기 전문프로젝트(2011-2016, 수석과학자 Qi Zhou 박사)를 추진함  

 - (4대 연구방향) ① 세포계통 구축 및 발육 제어, ② 기능성 세포 획득 관련 

핵심기술, ③ 인공조직기관 구축, ④ 줄기세포 응용전략 수립 

 - (융합연구) 중국과학원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연구네트워크(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퀀밍 4대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생명과학, 소재, 화학, 바이오역학 

등 17개 연구소와의 융합연구시스템 형성

 - (주요 성과) ① 자궁내막 재생 및 척추신경 재생 임상연구 분야에서 획기적

인 발전 이룩, ② 줄기세포 이식 및 분화를 통해 난소기능 쇠약 환자에게서 

건강한 남아 탄생(2018.1)

○중국과학원이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혁신연구원 주도로 13차 5개년계획 기간에 “기관 재건
과 제조”전략적 선행과기 전문프로젝트(2017-,수석과학자 Qi Zhou박사)를 신규 가동함
-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혁신연구원) 중국과학원이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물연구소 주축으로 산하 연구자원(17개 연구소)을 융합할 수 있는 혁신연구원을 신규 설립
 - (4대 연구방향)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혁신연구원은 ①기관의 원위치 재생, ②기

관의 체외 제조, ③ 기관의 이체 재건, ④ 중개 임상연구에 주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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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프로젝트명 금액 
중국과학원

퀀밍(昆明)동물연구소

줄기세포의 DNA 복제 반응을 고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핵심 IncRNA 감정 및 기능 분석
312만위안

홍콩대학 선전(深圳)병원 자궁내막 줄기세포의 자체이식을 통한 여성 불임증

신기술 개발과 임상응용
300만 위안

제3군의대학
에너지대사를 통한 이식줄기세포와 손상된 망각세포 간

통신 및 물질교환 촉진의 메커니즘 규명
298만위안

베이징대학 백혈병 줄기세포 면역 도피 및 그 메커니즘 규명 297만위안

수저우(蘇州)대학
염증 제어 하의 중간엽 줄기세포의 이질성이 종양의

발생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연구
298만 위안

상하이교통대학
전립선 상피세포의 전환분화가 BPH 수술 후 상처 복구

중의 역할과 분자 메커니즘 연구
297만 위안

푸단(復旦)대학
삼중음성 유방암 줄기세포의 종양 면역 미시환경 재건

및 면역치료 민감성에 대한 제어역할과 메커니즘 연구
297만 위안

제4군의대학
Gli1+ 중간엽 줄기세포의 H형 혈관신생 유도기능이 치악

복구 중의 작용 메커니즘 연구
297만 위안

베이징대학
턱뼈 조직 소스의 신형 줄간엽 줄기세포의 발견과 그

줄기성 유지 및 골형성 분화의 메커니즘 연구
297만 위안

상하이교통대학
백혈병 줄기세포의 복제성 후성학 유전구조의 골수

미시환경 중의 진화 연구
248만 위안

주도기관 프로젝트명 가동일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혁신연구원/

정저우(鄭州)대학 제1부속병원

인간 배아줄기세포 베이스의

신경전구세포(NPCs)를 이용한 파킨슨질병 치료
2017.4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혁신연구원/

정저우대학 제1부속병원

인간 배아줄기세포 베이스의 망막색소 상피세포를

이용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
2017.4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혁신연구원 줄기세포를 이용한 망막색소 변성 치료 2019.3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혁신연구원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소기능감퇴증 치료 2019.3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혁신연구원 줄기세포를 이용한 중증 자궁내유착 치료 2019.3

- (임상연구 주도) 현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된 중국 전체 줄기세포 임상연구프
로젝트 수는 4회에 걸쳐 총 35건인데,이중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혁신연구원이 주도
한 프로젝트가 파킨슨질병 및 노인성 황반병성 등 10건을 차지함

[표 4] 중국과학원이 주도한 일부 줄기세포 임상연구프로젝트    

출처：中國科學院, ｢中科院启动一批干细胞临床研究项目｣, http://www.cas.cn/sygz/201903/t20190318_4685726.shtml 2019.11.4.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줄기세포 

연구” 연구프로젝트로서, 주로 자유탐색성의 연구과제를 광범위하게 지원

- 2019년의 경우 자유탐색성의 줄기세포 연구과제를 100만 위안 이내의 소액으로 수
백건 지원, 단 200만 위안 이상의 프로젝트도 일부 포함 

[표 5] 2019년도 지원프로젝트 리스트(200만 위안 이상)   

출처：生物通, ｢2019国家自然科学基金：干细胞研究项目｣, http://www.sohu.com/a/339159481_120055616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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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의뢰기관 연구자원/주요사업

국가줄기세포공정기술연구센터 (ʼ02)
- 주관기관：중국과기부

- 의뢰기관：중국의학과학원혈액연구소

* 조혈줄기세포 분야 대표 연구소

(天津시 소재)

<연구자원>

- 줄기세포기술제품 연구개발부, 줄기세포응용 기초연구부,

줄기세포기술 임상응용연구부 등의 연구조직 보유

- 天津시 제대혈 조혈줄기세포뱅크 보유

<주요 사업>

- 줄기세포뱅크, 줄기세포증식, 유전자공정제약, 유전자치료 등

세포제품 국가공정연구센터 (ʼ04)
- 주관기관：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의뢰기관：昂赛세포유전자공정유한공사
(天津시 소재)

<연구자원>

- 탯줄 중간엽의 GMP급 생산라인, 표준화의 줄기세포 분리

/검사/배양/증식/보존 공법기술과 품질제어시스템 보유

- 세계 최초의 탯줄 중간엽 줄기세포뱅크 보유

<주요 사업>

- 탯줄 중간엽 줄기세포 인젝션 개발(임산단계 진입)

* 악성 종양, 혈액병, 신경손상, 간장질환, 당뇨병 등 치료에 사용

인간배아줄기세포 국가공정연구센터(ʼ04)
- 주관기관：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의뢰기관：中南대학, 湖南光琇바이오

기술유한공사(長沙시소재)

<연구자원>

- 의학유전학, 발육생물학, 생식공정학, 줄기세포공정학,

의학윤리학 5개 기초연구 분야에서 비교우위 보유

- 배아줄기세포 위주, 성체줄기세포 보조의 기술기반 구축

화남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소(̓ 07)

- 주관기관：중국과학원

- 의뢰기관：廣州바이오의약·건강연구원

(廣州시 소재)

<연구자원>

- 미국, 유럽의 우수연구소에서 귀국한 12명의

해외파인력을 중심으로 100여명의 고정연구진 보유

<주요 사업>

- 체세포 리프로그래밍, 줄기세포치료 관련 세포·조직·

기관 및 동물제품 개발

Ⅳ 대표적 연구자원     

대표적 연구기관  

○중국 내 줄기세포 연구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
(上海), 선전(深圳), 광저우(廣州), 충칭(重慶), 창사(長沙) 등으로 조사
-국가급 줄기세포연구센터(4개)：국가줄기세포공정기술연구센터,세포제품 국가공정연

구센터, 인간배아줄기세포 국가공정연구센터, 화남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소
-줄기세포뱅크(4개)：베이징줄기세포뱅크,남방줄기세포뱅크(광저우),중국과학원줄기

세포뱅크(상하이), 화동줄기세포뱅크(상하이) ※ 모두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중국과학원(동물연구소,상하이생명과학연구원,유전발육연구소,게놈연구

소, 생물물리연구소 등),중국의학과학원, 중산대학, 베이징대학,상하이교통대학 등
[표 6] 대표적인 국가급 줄기세포연구센터   

출처：百度文庫, ｢国内外干细胞研究机构概况｣, http://www.bioon.com/biology/cell/480626_4.shtml,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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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7

성명/나이 소속/직책 해외 경력 및 주요 연구방향  

Qi Zhou

(周琪, 1970)

(프랑스)

동물연구소소장(중국과학원원사),

중국과학원대학부총장,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줄기세포학회명예이사장,

국제줄기세포포럼(ISCF) 회장

- 프랑스국립농업연구소(INRA) 분자발육생물학부박사후

- 핵이식 및 세포 리프로그래밍 연구

- 세계 최초로 유도만능줄기세포(iPS)의 전능성 입증

Weizhi Ji

(季維智,1950)

(미국)

중국과학원퀀밍(昆明)연구소

소장(중국과학원원사), 퀀밍이공대학

영장류중개의학연구원원장,

줄기세포학회이사장

- 미국 오리건영장류연구소(ONPRC), 위스콘신대학

근무, 중-미 영장류생물학 공동실험실 주임

- 중국 최초의 형질전환 미후원숭이 복제에 성공

- 세계 최초로 영장류 배아줄기세포의 전능성 입증

Ying Jin

(金潁)(여)

(미국)

중국과학원

상하이생명과학연구원

줄기세포생물학중점실험실

주임/상하이교통대학

줄기세포연구소 소장 겸임,

줄기세포학회 부이사장

- 미국 노스텍사스대학 의대분자면역센터 근무

- 배아줄기세포 전능성 유지의 분자메커니즘, 신경

세포로의 분화, 리프로그래밍 연구

- 세계 최초로 전능성 유지 관련 핵심 전사인자

Oct4의 유비퀴틴 접합효소 Wwp2 발견

Guotong Xu

(徐國彤,1957)

(미국)

퉁지(同濟)대학

의학원 원장. 푸단(復旦)대학

부속 화산(華山)병원 안과

교수 , 줄기세포학회 이사

- 미국 노스텍사스대학 약리학 박사, Alcon Lab,

Inc. 연구센터 박사후, 중-미 난징안과센터 주임

- 노인성 및 대사성 안과질병의 줄기세포 치료 연구

- 조혈촉진인자(EPO)의 당뇨망막질환 제어작용 발견

- 중국줄기세포뱅크및핵심기술플랫폼분야핵심전문가

Hongkui Deng

(鄧宏魁,1963)

(미국)

베이징대학

생명공학부 교수,

줄기세포학회 이사

- 미국 UCLA 분자유전학 박사

- 인간 배아줄기세포 정향 분화, 체세포 리프로그

래밍 및 유전자 수식을 통한 질병동물 모델 구축

- 세계최초로줄기세포를이용해에이즈와백혈병치료

Shaorong Gao

(高紹榮,1970)

(미국)

퉁지(同濟)대학

생명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줄기세포학회 이사

- 미국 템플대학 의대 박사후, 코네티컷대학 근무

- 줄기세포 및 체세포 리프로그래밍 분야 유명학자

- 생쥐 iPS 세포 발육의 전능성 입증

Yufang Shi

(時玉舫,1960)

(미국)

중국과학원

상하이생명과학연구원/상하

이교통대학의대

건강과학연구소 소장,

줄기세포학회 이사

- 캐나다 알버타대학(UA) 면역학 박사, 토론토대

학 면역학 박사후, 미국 뉴저지의과대학 종신교수

- 유명 면역학 전문가로서 세포사망의 중요 이론 창설

-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의 세포인자 및 일산화

질소 분비를 통한 면역억제 역할 규명

대표적 연구인력 

○ 2010년 전에 중국 정부가 미국, 유럽 등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유치해온 우수인력들이 

현재 중국 내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리더그룹을 형성함

- Qi Zhou(周琪) 등 해외파 과학자들이 현재 중국의 줄기세포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
에 연간 약 40만명의 의대 졸업생을 양성해 필요한 연구인력 안정적으로 공급

[표 7] 줄기세포 분야 대표적 해외파 유명과학자

출처：KOSTEC 정리(중국줄기세포학회 제5기 이사진 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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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부문/발표일 표준명 주요내용
국가약품감독관리국등

(2015.7)

「줄기세포임상연구

관리방법」

- 임상연구기관의 조건, 연구과제 입안과 등록, 임상연구

과정, 연구보고제도, 감독관리 등에 관해 55개 조항으로 규정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017.7)

「세포치료제품연구및

평가기술지도원칙(시행)

- 세포치료 제품의 약학연구, 비임상 연구 및 임상연구의

일반원칙과 기본요구 규정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17.12)

「세포치료제품연구와

평가기술지도원칙(시행)」

- 줄기세포 치료를 약품 표준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받을

것을 최초로 명시

중국세포생물학학회

줄기세포생물학분과

(2017.11)

「줄기세포범용요구」

단체표준

(T11/CSSCR 001-2017)

- 줄기세포의 유형, 이론 요구, 품질제어 요구, 검측요구

및 폐기물처리 요구 규정

- 줄기세포 관련 연구와 생산에 적용

중국합격평정

국가인가위원회

(CNAS) 주도 (2018.8)

「바이오샘플뱅크

범용요구」국제표준

(ISO 20387)

- 중국합경판정국가인가위원회(CNAS) 주도하에 국제표준화기구

(ISO) 「바이오샘플뱅크범용요구」 발표

- 이미베이징줄기세포뱅크등2개바이오샘플뱅크에대한인가 완성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등

(2019.2)

「인간배아줄기세포」

단체표준

(T/CSSCR 002-2019)

- 국제및중국내상황과기초, 임상및산업등의요소를종합적으로

감안하여배아 줄기세포 기본품질의 속성, 품질제어 기술규범,

제품 사용 및 유통 관련 준칙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2019.8)

「바이오샘플품질및

능력범용요구」

(GB/T 37864-2019)

-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CNAS), 바이오칩 상하이국가공정

연구센터 등 20여개 기관 참여

Ⅳ 줄기세포 상용화       

상용화 표준 잇달아 발표   

○국가약품감독관리국,국가인가위원회,국가표준화위원회,줄기세포생물학회,중국과학
원 동물연구소 등에서 줄기세포 임상연구 관련 표준을 잇달아 발표함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주도로 “줄기세포 임상연구 관리방법(시행)”(2015)을 발표하여 

줄기세포 임상연구 등록 제도를 명시함으로써 중국의 줄기세포 연구가 약품 및 기
술 차원의 이중관리 궤도에 본격적으로 진입
* 현재기준등록된줄기세포임상연구프로젝트수는총35건, 이중2019년상반기에만난치

성홍반성낭창, 소아마비, 관절염, 중증자궁내유착,Ⅱ형바이러스성간경화,Ⅱ형당뇨병,

원발성난소기능감퇴, 허혈성뇌졸중, 중증궤양성결장염등11건을신규허가함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세포치료제품 연구 및 평가 기술 지도원칙(시행)」을 발표
하여 줄기세포 치료를 약품 표준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받을 것을 명시함
* 2019년에무릎관절염과당뇨병족부궤양줄기세포신약의임상실험(IND) 인허가

[표 2] 13차 5개년계획 기간(2015~2020) 기간에 발표된 줄기세포 표준

출처: KOSTEC 정리(공개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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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적응증 허가 시간 임상단계 

이체인간지방중간엽모세포인젝션 무릎관절염 2019. 1 Ⅱ기

인간배아중간엽줄기세포연고 당뇨병족부궤양 2019. 2 Ⅰ기

인간제대혈중간엽줄기세포인젝션 무릎관절염 2019. 5 Ⅰ기

줄기세포 신약의 임상실험(IND) 허가 시작          

○ 중국정부는 13차 5개년계획 기간부터 줄기세포 치료제품의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함 

-중국에서 줄기세포 제품의 응용을 본격적으로 규범화하면서 2014년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줄기세포제품의 등록 신청은 줄곧 공백상태이었음
- 2019년 상반기 기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센터(CED)에서 무릎관절염 치

료제 등 3건의 줄기세포 신약의 임상실험(IND)을 신규 허가함
 [표 8] 2019년도 임상실험(IND) 허가에 통과된 신약

출처: 黃云虹(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약품심사평가센터 과장), “줄기세포 치료제품 임상평가 관련 사고 요점”, 제9회 중국줄기세포학회 2019.9.20. 

상용화를 위한 컨소시움과 산업단지 구축 

○중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중심으로 한 재생의학이 약물치료와 수술치료에 이어 새로
운 의학혁명의 핵심으로 부상 중
-줄기세포·재생의학 분야의 기술혁신,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한 국가줄기세포·재생

의학 산업기술혁신전략 컨소시움 결성(2010년 말)
* 동컨소시움은줄기세포·재생의학분야우수연구소, 병원, 대학, 기업 27개로구성

-국가 차원에서 줄기세포 산업화를 위한 화동(華東)기지,톈진(天津)기지,칭다오(靑島)기
지, 타이저우(泰州)기지 외 우시(無錫)국제줄기세포공동연구센터(INCOSC) 등 설립 
* 동 기지는 줄기세포저장, 항체 및 진단시약 연구개발, 줄기세포 기초응용연

구 및 임상이식치료 등 관련 사업 운영

* INCOSC(‘09)는 베이징대학, 중국과학원, 영국 로슬린연구소 등 7개 기관이

공동 설립, 현재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줄기세포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지

-중국의 줄기세포산업 규모는 2009년의 20억 위안에서 2017년에 525억 위안으로 증가
(연간 성장률 50% 초과)하고, 2020년에는 8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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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중협력의 시사점      

보다 실질적인 협력의 필요성 대두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심사평가센터의 黃云虹 과장에 따르면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된 
중국인 게놈 관련 연구논문 중 해외 연구진이 주도한 논문의 비중이 높음
- 2010-2017년간 중국이 주도 및 참여한 인간 유전자원 관련 연구논문은 2,059편으로 

세계 2위, 총 인용 횟수는 5만 7,431회로 미국, 영국 및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기록 
- 2010년 이래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된 중국인 게놈 관련 연구논문은 306편으로 전 

세계 연구논문(446편)의 68%차지, 이중 해외 연구진이 참여한 논문은 109편으로 전
체의 35.6% 차지, 단 이중 해외 연구진이 주도한 논문은 75%의 높은 비중 기록 

○이에 중국 당국이 2019년 7월부터「중화인민공화국 인간유전자원 관리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이제 중국측 연구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없이는 유전자원 활용이 어려워짐
- 향후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관이 관련 약품과 의료기기의 중국시장 내 출시를 위해  

중국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국제협력 임상실험을 진행할 경우 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 중국측 기관이 국제협력을 위해 해외 기관(또는 개인) 또는 해외 기관이 설립(또는 

제어)한 기구에 인간유전자원 정보를 제공 또는 개방할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   
 [그림 2]] 「중화인민공화국 인간유전자원 관리조례」 중 국제협력 관련 내용 해독

출처: 孫燕榮(중국바이오기술발전센터 과장), “「중화인민공화국 인간유전자원관리조례」 출범 배경 및 해독”, 제9회 중국줄기세포학회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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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개수 유형 개수 

종합(全科) 샘플 39개 비뇨기계통 2개

종양 12개 구강 1개

심뇌혈관 5개 골과 1개

부녀․유아 3개 호흡기계통 1개

신경계통 3개 감영병 1개

내분비, 대사및면역계통 3개 혈액 및 조혈계통 1개

프로제트 명칭
중앙재정 

경비
1 심혈관질환 임상연구 빅데이터 및 바이오샘플뱅크 플랫폼 1,837만 위안

2 뇌혈관질환임상연구빅데이터및바이오샘플뱅크플랫폼구축및핵심기술연구 1,736만 위안

3 악성 종양 임상 빅데이터 플랫폼 및 바이오샘플뱅크 구축 연구 1,785만 위안

4 정신계통 및 심리질환 임상연구 빅데이터 및 바이오샘플뱅크 구축 998만 위안

5 Ⅱ형 당뇨질환 임상연구 빅데이터 및 바이오샘플뱅크 플랫폼 1,792만 위안

6 호흡기계통질환 임상연구 빅데이터 및 바이오샘플뱅크 플랫폼 1,498만 위안

7 신경변성질환 임상연구 빅데이터 및 바이오샘플뱅크 구축 및 응용연구 1,500만 위안

<참고자료>
중국의 인간유전자원 뱅크 구축 상황  

○ 2018년 말 기준 중국 내 인간유전자원 뱅크 수는 89개로 주로 베이징(26개), 상하이(14개), 광동
(10개) 3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보유기관은 대부분 의료기관(80%이상)임
- 실체 샘플은 8,700만건, 데이터 규모는 100PB초과, 최대 실체 샘플 보존규모는 1500만건 초과
-건강군층과 질환군층 유전자뱅크의 비중은 각각 8%와 92%차지, 질환군층 뱅크의 유형을 

보면 종합 뱅크(39개)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은 종양(12개)과 심뇌혈관(5개)뱅크 순임
[표 1] 중국 내 질환군층 유전자뱅크 유형별 분포 

출처: 黃云虹(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약품심사평가센터 과장), “줄기세포 치료제품 임상평가 관련 사고 요점”, 제9회 중국줄기세포학회 2019.10.20. 

○ 현재 중국은 인간 유전자원 분야 투입을 확대해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연구를 활성화함
- 2018년에 입안한 인간 유전자원 관련 프로젝트의 연구 분야는 주로 약물 임상실험, 의료기

기 임상실험 및 연구자들의 자유탐색성 실험이고, 질환 유형은 주로 종양, 심뇌혈관질환,
내분비, 대사 및 면역계통 질환 등임 

- “중대 만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제어 연구”중점 프로젝트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중
앙재정에서 1억 1,000만 위안을 투입해 국가임상의학연구센터를 주도기관으로 하여 심혈관
질환 등 7개 방향에서 빅데이터 및 바이오샘플뱅크플랫폼 연구프로젝트를 배치함 

[표 2] “중대 만성 비감염성 질환 예방제어 연구” 프로젝트의 7대 방향 

출처: 黃云虹(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약품심사평가센터 과장), “줄기세포 치료제품 임상평가 관련 사고 요점”, 제9회 중국줄기세포학회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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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기획을 통한 대형 협력사업 추진 필요  

○줄기세포 분야에서 중국은 기초연구에서,그리고 한국은 상용화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
를 보유하고 있어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함 
-중국은 우수한 기초연구능력과 다양한 질병의 임상자원, 그리고 강도 높은 지원정책

에 힘입어 임상연구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상용화에 관심이 많음
* 특히한국의줄기세포임상연구표준화와관리제도, 신약등록등의노하우공유희망

-한국은 줄기세포 제품의 상용화 경험을 토대로 중국 내 줄기세포 임상연구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 현지 시장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 
* 현재베이징, 광둥성및상하이지역의등록된줄기세포임상연구기관수가압도적으로많음

[그림 3] 중국 내 등록된 줄기세포 연구기관의 지역별 분포 상황   

출처: 搜狐新聞, “2019年上半年国内干细胞临床进展”, http://www.sohu.com/a/323162212_166261,  (2019.11.5.)

○양국은 소규모 공동연구 수준에서 벗어나 정부간 또는 기관간 전략적 협력기획을 통해 
대형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줄기세포 분야 산학연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주도로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양국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교

류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한중 줄기세포협력 세미나”를 수회 개최함
* 중국측의경우중국과학원동물연구소, 상하이생명과학연구원, 생물물리연구소, 칭화대학줄

기세포생물학ㆍ재생의학센터등의전문가들이참여함

* 한국측의경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학, 건국대학등의관련전문가들이참여함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주도로 양국 정부간 줄기세포 분야 
대형 산학연 공동연구과제를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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