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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우한발 코로나19(2019-nCoV) 중국 전역 대유행 

○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전후로 우한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대유행되

면서 현재 8만 1,003명의 감염자와 3,181명의 사망자를 배출함(3.13 기준)  

- 코로나19 바이스는 일반 인플루엔자 외에도 사스, 메르스 등 비교적 심각

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우한의 바이러스성 폐렴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견된적 

없는 신형 바이러스로서 WHO에서 “2019-nCoV”로 명명함(‘20.1)

-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발열, 기침, 목아픔 등의 증상이 있고, 중

증 감염자는 폐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급성신부전 심지어 사망을 초래함  

   

코로나19, 중국의 감염성질환 비상대응능력 시험   

○ 2003년 초 사스의 대유행으로 큰 통증(5,327명 감염, 349명 사망, 경제손실 933억 위안/당해 GDP 

0.8%)을 겪은바 있는 중국은 감염성질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움임 

- 사스 당시 바이오안전 최고등급(BSL-4)의 실험실이 없었던 중국은 바이오안전실험실

시스템계획을 추진해 우한 BSL-4 실험실(우한바이러스연구소 소재)을 구축함(2018.1) 

  * 2004년 중국과 프랑스 정부 간에“신형 감염성질환 퇴치”를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해 우한 BS-4 실험실 구축사업 정식 가동    

- 과기부에서 “감염성질환 예방제어”(2008), “중대 신약 창제”(2008), “바이오 

안전 핵심기술 연구개발”(2016) 중점 전문프로젝트를 각각 가동함 

  * 일례로 “감염성질환 예방제어”전문프로젝트의 경우 지난 10년간 28억 위안을 

투입하여 계절성 및 돌발성 역병 분야에서 총 170건의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함  

  

○ 사스 때와 달리 현재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특단

의 정책조치와 강도 높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산출 중인데, 

이는 한국 등 감염율이 높은 국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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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표적 정책   

국무원, “코로나19 제어를 위한 공동연구팀” 구성  

○ 국무원이 과기부, 위생건강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농업농촌부, 

세관총서, 임초국, 중국과학원, 중의약관리국, 약품감독관리국, 군사위원회 후근보장

부 등 관련 부처로 구성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공동연구팀”을 구성함

 -  「코로나19 집중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통지」를 발표하여 연구결과를 논문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치료에 응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코로나19 등 고위험성 바이러스미생물실험실 바이오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여 실험실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

 -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약물 임상연구를 규범화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하여 후보약물

의 임상연구 효율을 향상시키고 연구성과의 응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 

  * 연구주체 : 중국과학원, 중국의학과학원, 군사의학과학원, 중국질병제어센터 

등을 연구주체로 하고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의 광범위한 참여 독려

과기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공동연구 주도  

○ 공동연구팀 팀장기관(徐南平 과기부 차관)인 과기부가 타 부처와 공동으로 鍾南山 
원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문가팀 구성 후 아래 사업을 중점적으로 배치함  

 - (5대 연구방향) ① 병원체 및 유행병학, ② 검사기술 및 제품, ③ 약물 및 임상치료, 

④ 백신 연구개발, ⑤ 동물모형 총 5대 연구방향 확정  

   * 특히 약물 연구개발 시“안전성, 효율성 및 공급가능성”의 기본요구 확립, 일

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미 출시되었거나 임상연구 중인 약물 중에서 선별 

 - (비상대응 프로젝트) “집중개발 비상대응 전문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현재 기준 4회에 

걸쳐 총 20건의 비상대응 연구프로젝트 배치(‘20.2.15 기준)

   * 이에 앞서 “중대신약 창제”,“감염성질환 예방제어”,“바이오 안전” 등 

과기전문프로젝트의 기존 연구성과 체크 

 - (협동 메커니즘) 혈장 채집, 줄기세포 치료기술 등록, 검사기술 인허가, 바이러스 등

의 정보를 공유할데 관한 각 부처간 협동 메커니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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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품감독관리국, 임상시험 긴급 인허가사업 가동   

○ 코로나19 약물의 임상시험 비상대응 긴급 인허가 메커니즘을 구축함 

 - 약학, 약리학, 독리학, 임상 등 분야 원사급 인력이 주도하는 인허가 전문가그룹

을 형성하여 통일 지휘, 조기 개입, 상시 소통심사 및 과학 심사의 사업원칙 수립

 - 인허가 전문가그룹의 고수준의 내부 역량을 집결하여 코로나19 약물 연구개발의 기술

지도 원칙 및 안전․유효성 요구 제정 

 - 성숙도가 비교적 높은 약물과 기존 사업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약물에 대해서는 병행 

심사평가, 검사검험 및 신속 인허가 사업 추진 

     

중국과학원, 국가중의약관리국 등 비상대응 전문프로젝트 가동 

○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의약을 이용한 코로나19 퇴치 연구”(黃璐琦 원사)와 “중의와 양의를 

결합한 코로나19 임상연구”(張伯禮 원사) 2건의 전문프로젝트를 가동함 

 - 3월 2일 24시 기준, 후베이성과 우한시에서 확진자에게 중의약을 투여한 비율은 각

각 91.86%와 89.40% 기록, 특히 우한시의 경우 격리 당일 투여 비중은 96%에 육박  

○ 중국과학원, “코로나19 비상대응 퇴치” 전문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신속 검사기술제품 개

발, 항바이러스 비상대응 약물 선별, 백신 및 항체 연구개발 방향 확정

위생건강위원회와 과기부, 중화의학회와 공동으로 학술교류 플랫폼 마련  

○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해 중국 내 거의 모든 관련 연구기관이 집중적인 연구개발

에 투입되면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응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문성의 협동혁신 학

술교류플랫폼 구축이 필요해짐    

- 이에 위생건강위원회와 과기부가 중화의학회와 공동으로 중화의학학술지 “코로나19 

특간” 플랫폼 오픈(http://medjournals.cn)

http://medjournal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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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시스템       

연구주체 : 중국과학원, 중국의학과학원, 군사의학과학원, 중국질병제어센터 등

○ 중국과학원 : 우한바이러스연구소, 동물연구소, 파스테르연구소, 약물연구소 등  

 - 우한바이러스연구소(‘56)는 메르스 등 고병원성 바이러스 연구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중국 내 유일한 BSL-4(최고 바이오안전등급) 실험실을 보유한 연구소임

 - 동물연구소(‘62)는 야생동물과 모델 동물을 연구대상으로 중대 감염성 질환의 유행 기

전, 약물과 백신의 전임상 연구 등에 필요한 현대동물학 연구를 추진함

 - 상하이 파스테르연구소(‘04)는 인류 감염성 질환의 기초연구와 관련 기술응용에 종사

하는 전문성 연구기관으로서 병원체학, 면역학 및 백신학의 발전을 촉진함 

○ 중국의학과학원 : 병원생물학연구소, 약물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 등 

 - 병원미생물학연구소(‘06)는 감영성 질환의 예방퇴치를 위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 종

사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바이러스유전공학 국가중점실험실을 보유함 

 - 약물연구소(‘58)는 천연약물 활성물질․기능 국가중점실험실, 국가약물․대사물질분석연

구센터, 국가신약개발공정기술연구센터, 국가약물선별센터 등 자원을 보유함 

 - 임상의학연구소는 중국 내 최우수 종합병원인 세허(協和)병원 등 6개의 병원을 보유

하여 풍부한 임상연구자원 우위가 있음 

○ 중국질병예방제어센터 : 감염성질환예방제어연구소, 바이러스성질환 예방제어연구소 등 

 - 감염성질환예방제어연구소(‘53)는 병원체의 진화와 변이, 감염성질환 대응기술과 전

략, 중요 감염성질환의 유행추세 예측, 신형 감영성질환의 발명메커니즘 등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감염성질환 예방제어 국가중점실험실을 보유함

 - 바이러스성질환 예방제어연구소(‘64)는 바이러스 분리감정, 병원체학, 면역학, 바이

러스 구조와 기능, 숙주세포와의 상호작용 등 WHO 표준실험실 5개 보유

○ 군사의학과학원 : 독물약물연구소, 미생물유행병학연구소, 질병예방제어연구소 등

 - 독물약물연구소(‘58)는 군용 특수약물과 민용 약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중약 약리

학, 독리학, 병리학, 약물대사 및 약물합성 등의 연구에 종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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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감염성질환 비교우위가 있는 연구기관 

 - 대학병원 : 화중과기대학 퉁지(同濟)병원, 남방과기대학 부속 제2병원(선전 제3병원), 

저장대학 부속 제1병원, 광저우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중산대학 부속 제2병원, 남

방과기대학 부속 제2병원, 우안 진인탄(金銀潭)병원 등  

 - 중의약 : 중국중의과학원, 톈진중의약대학,  베이징 디탄(地壇)병원, 후베이성 중서의결합병원 등  

 

핵심연구인력 : 鍾南山, 李蘭娟 등 원사급 인력을 대표로 하는 연구진 

○ 중국은 현재 유명한 호흡기질환 전문가인 鍾南山 원사, 감염성질환 전문가인 李蘭
娟 원사와 王福生 원사 등 다수의 원사급 인력을 보유함

 - 鍾南山 원사는 현재 국무원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공동연구팀” 팀장으로 위임 

[표 1] 중국 내 감염성질환 분야 원사급 전문가 리스트  

출처: kostec 정리

성명 소속 연구 분야 및 주요 활동   

鍾南山
(Nanshan Zhong)

광저우 
호흡기질환연구소 

소장

(중국공정원 원사)  

- 2003년 사스 퇴치 리더급 인물

- 코로나19 공동연구팀 팀장

- 국가호흡기질환임상의학연구센터 주임

- 호흡기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연구에 주력  

李蘭娟(여)

(Lanjuan Li)

저장대학 부속 

제1병원 주임의사 

(중국공정원 원사)

- 감염성질환 국가중점실험실 주임

- 국가감염성질환임상의학센터 센터장

- 각종 간염 및 돌발성 감염성질환(H7N9 등) 연구에 주력 

王福生
(Fusheng Wang)

해방군감염성질환

연구소 소장 

(중국과학원 원사)

- 해방군총병원 감염성질환연구센터 주임

- 해방군 제302병원 간질환바이오치료연구센터 주임

- 만성 간염, 에이즈 등 감염성질환 연구에 주력  

 高福
(Fu Gao)

중국질병예방제어센터 

주임

(중국과학원 원사)

-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외국인 회원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부주임 

- 병원체 미생물의 서로 다른 종(種)간 전파메
커니즘 및 분자면역학 연구에 주력

候雲德
(Yunde Hou)

중국질병예방제어센터 
바이러스연구소 

소장

(중국공정원 원사) 

- 2017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수상자

- 중국 분자바이러스학 및 유전자공학약물의 선구자

- 중국 현대 감염성질환 종합예방제어기술시스템의 
총괄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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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성과     

병원체 및 유행병학 분야   

○ 바이러스 분리 성공 및 전파 경로 규명

 -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하여 WHO와 바이러스 전체 게놈 서열을 공유하는 등 

진단기술, 치료약물 및 백신 개발에 기반 제공

   * 우한바이러스연구소 등이 박쥐가 자연숙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발표

   * 화남농업대학이 천산갑이 중간 숙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발표 

   * 상하이 파스테르연구소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기 진화 메커니즘 규명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비말 및 대변 등을 통해 구강, 비강 및 눈 점막으로 

감염될 수 있음을 규명하는 등 전파경로에 대한 연구 심층적으로 추진  

   * 연구기관 : 광저우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鍾南山 연구진), 저장대학 부속 제1

병원(李蘭娟 연구진) 등 

검사기술 및 제품 분야 

○ 진단 시제, 바이오샘플 채집기, AI 진단 등 다양한 검사기술 개발   

 -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핵산 진단제품의 연구개발을 급속히 추진하여 현재 10종의 핵

산시제 외 6종의 항체 진단시제를 각각 출시함(3.11 기준)  

   * 연구기관 :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군사의학과학원 독물약물연구소, 질병예방제어센터 등  

   * 생산업체 : 華大生物科技사, 捷諾生物科技사, 博奧生物科技사 등  

 - 인후도찰물(throat swabs) 바이오샘플 채집기 로봇을 개발해 채집의 성공률을 95%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고위험군인 의료진의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제어함 

   * 연구기관 : 광저우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鍾南山 연구진), 선양(沈陽)자동화연구소 등

 - AI 등 IT 기술을 활용한 진단기술을 개발해 정확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킴  

   * 연구기관 : 알리바바사에서 20초만에 환자의 흉부 CT 사진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

러스를 검사해낼 수 있는 AI 시스템 기술 개발에 성공(정확도 9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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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및 임상치료 분야  

○ 중국 내 우수한 연구진을 동원하여 유효 후보약물 압축 선별  

 - 컴퓨터 시뮬레이션, 체외 효소활성 등의 방법으로 7만여개의 약품 또는 화합물을 대

상으로 유효 후보약물 5,000개 선별

 - 그후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세포수준에서 초벌 선별을 통해 100개 정도의 

약물을 확정한 후, 생체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성 실험 진행 

 - 여러회의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 클로로퀸(Chloroquine), 아비간((Favipiravir), 렘데시

비어(Remdesivir) 등 소수의 약물에 초점을 맞춰 진일보의 연구 추진  

  * 연구기관 :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군사의학과학원 독물약물연구소 등

○ 임상시험 : 아비간, 렘데시비어, 줄기세포 치료제 등 다양한 신약 임상시험 등록  

 - (아비간) 선전에서 항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일본)에 관한 80명의 대조실험 결과 효

과가 우수하여 확대실험을 진행할 예정 

  * 연구기관 : 저장대학 부속 제1병원 국가감염성질환임상의학연구센터, 선전 제

3병원(남방과기대학 부속 제2병원) 등   

 - (렘데시비어) 우한에서 에볼라 신약 후보 렘데시비어(미국)에 관한 중증 및 위중 확진

자 200명 이상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30명 이상이 경증 및 일반증으로 전향 

   * 연구기관 : 중국의학과학원 약물연구소, Gilead Sciences사, 우한 진인탄(金銀潭)병원 

 - (줄기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한 4명의 중증 확진자 모두 출원한 상태로 

향후 확대실험을 진행할 예정 

   * 연구기관 : 저장대학 부속 제1병원 등(줄기세포 치료는 면역시스템의 과도한 활성화

를 억제하여 내원성 복구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폐의 급성 염증 완화 가능)  

 - 그 외 에이즈, 사스 및 메르스 치료제 LPV/r(Lopinavir/ritonavir)와 에이즈 치료제 다

루나비르(Darunavir)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등록

  

○ 임상치료 : 중의약, 클로로퀸 및 회복기 혈장 등 임상치료에 투입  

 - (중의약) 확진자 6만여명(전체의 85% 이상)에게 “쌍황렌(双黃連)” 등 중의약을 투여한 결

과 총체적으로 뚜렷한 치료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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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황렌”은 개나리의 추출물로서 2,000여년 전부터 감염 치료에 사용됨  

   * 연구기관 : 중국과학원 상하이약물연구소, 우한바이러스 연구소, 상하이공동위생임

상센터, 화중과기대학 부속 퉁지(同濟)병원, 중국의학과학원, 톈진중의약대학 등 

 - (클로로퀸) 광둥, 베이징 및 후난 등지 병원에서 경증 및 일반증 확진자 130명에게 말

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을 투여한 결과 더 이상 중증으로 전향하지 않음, 또 5명의 

중증 및 위중 확진자에게 투여한 결과 4명이 출원하고 한명이 일반형으로 전향 확인  

   * 연구기관 : 중산대학 부속 제2병원, 베이징 여우안(佑安)병원 등  

   * 중국에서 이미 20여년 전에 생산이 중단된 클로로퀸은 비상대응 인허가를 통

해 현재 광둥성 내 衆生藥業사과 光華製藥사 2개 업체에서 생산 가동  

 - (회복기 혈장) 초기에 우한에서 11명의 확진자(이중 6명 바이러스혈증 보유)에게 보호

성 항체를 보유한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2~3일간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혈증이 소실되

는 등 호전 확인, 타지에서도 진행속도가 빠르거나 증증 또는 위중 확진자에게 회복기 

확진자 혈장을 투여하여 그 치료효과 확인  

   * 연구기관 : 우한시 제1인민병원, 우한시 진인탄(金銀潭)병원, 중국의약그룹 등  

   *  건강위생위원회에서 “千人獻漿救千”(인천명의 회복기 혈장으로 천명의 중증 및 위중 

환자를 살린다는 뜻)액션 가동  

  - 그 외 중증환자에게 토실리주맙(Tocilizumab)을 투여하거나 인공간을 이용한 혈액

정화의 치료법을 사용함 

백신 분야  

○ 5종 기술루트의 연구개발 병행 중 및 선진국과 기본적으로 동일 수준 유지  

 - 현재 불활화 백신, 유전자재조합 아단위백신,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백터 백신, 

약독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백신, 핵산 백신 5종 기술루트 병행 추진 중임 

   * 연구기관 :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중국질병예방제어센터, 퉁지대학 부속 동방

병원/斯微(Siveme)生物科技사, 홍콩대학 등    

 - 이중 유전자재조합 백신 등 일부 백신은 이미 동물실험단계에 진입, 안전성과 효과

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가장 빠른 백신이 4월 하순에 임상시험 등록 가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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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 기술루트  

출처: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幽蘭醫學 

동물모델 분야 

○ 생쥐 및 원숭이 모델을 구축해 약물 및 백신 개발, 바이러스 전파 기전 연구에 기반 제공 

 - 동물시험은 전임상 연구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연구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동물 모형은 여전히 미후 등 영장류 동물임을 확인

 - 연구진이 초기 동물모형의 구축과 동물 평가 과정에 영장류 동물에서 사람과 비슷한 

바이러스 양적 변화와 폐 CT 사진 결과를 확인

   * 연구기관 :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의학과학원 동물연구소, 우한바이러스연구소 등

기술루트 특징 중국 현단계 진전 해외 수준과의 비교 

[불활화 백신 ]

바이러스 체외 배양, 사멸 백신 사용, 

인체의 항체 생성 자극 

동물 독성 및 독리 연구 

단계 진입 

해외에서는 아직 

코로나19 관련 불활화 

백신 관련 보도가 없음 

[유전자재조합 아단위백신]

유전자재조합의 방법으로 체외에서 바이러스

의 S 단백체 제작, 인체의 항체 생성 자극 

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 시작 

해외 동업계와 기본적으로 동

일한 수준 또는 다소 앞선 수준 

[아데노바이러스 백터 백신]

S 단백체를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인체에 

주입함으로써 인체의 항체 생성 자극  

실험동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 단계 진입 

해외 동업계와 기본적으로 일치한 

수준 또는 다소 앞선 수준

[약독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백신]

(비강 점적) S 단백체를 약독화한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넣어 인체에 

주입함으로써 2종 바이러스 항체의 

생성을 동시에 자극  

실험동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단계 진입 

해외에서는 아직 

코로나19 관련 동류 백신 

관련 보도가 없음 

[핵산 백신]

S 단백체를 코딩한 유전자를 직접 

인체에 주입하여 항체의 생성 자극  

mRNA 백신 : 전임상의 

일부 연구사업이 추진 중  

해외에서 동류 백신의 

임상연구가 이미 진행 중 

DNA 백신 : 2개 연구진이 

실험동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단계에 진입 

1개 연구진이 현재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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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제협력 및 시사점  

감염성질환은 국제협력이 우선시 되는 중요 분야 

○ 경제 글로벌화와 더불어 인구 유동이 빈번해지면서 감염성질환은 전 세계가 공동

으로 직면하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로 부상함 

 - 인류는 이미 멀게는 천연두, 척수회백질염 등에 노출되었고 가깝게는 사스, 메르스 

등의 유행을 겪는 등 감염성질환으로 많은 생명을 잃고 큰 경제적 손실을 봄

 - 특히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으로 코로나19 등과 같이 전염성이 더욱 높아진 신형의 감염

성 바이러스가 창궐해지면서 동 분야 국제협력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 코로나19는 이미 중국 외에도 한국, 일본, 이태리 등 수많은 국가에 만연 

○ 사스의 통증을 겪은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감염성질환 예방제어”, “중대 신약 창

제” 및 “바이오안전 핵심기술 연구” 등 국가빅프로젝트와 국제협력을 통해 감염성질환 

분야 연구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는 중임 

 - H7N9 신형 인플루엔자 폭발(2013) 시 李蘭娟 원사를 대표로 하는 중국과학자들이 28

일만에 병원체 유전자구조, 분자특징 및 중증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등 최초로 “중국 

모델”의 기술시스템을 이용하여 본토의 중대 역병을 성공적으로 퇴치함으로써 국제사회

에서 돌발성 신형 감염병 퇴치 분야 “추적자”에서 “견인자”로 전향함  

 -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유행(2014) 시 중국질병예방제어센터와 군사의학과학

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핵산검사시제, JK-05 치료신약, MIL77 항체약물을 개발해 

지원하고 에볼라 백신 해외 임상시험을 추진해 CFDA 인허가를 받음 

 - 프랑스와 공동구축한 바이오안전 최고등급(BSL-4)실험실(우한바이러스연구소 소재)(2018) 

외에도 국가감염성질환임상의학센터(저장대학 부속 제1병원, 해방군총병원 제5의학센터 소

재)(2019)를 구축하는 등 연구인프라 강화에 총력을 기울임  

  * 중국은 사스 때 자체 BSL-4 실험실이 없어서 바이러스의 게놈서열과 감정방법 

등의 연구를 해외 실험실(캐나다, 독일)에 의뢰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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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관련 국제협력 적극 추진 

○ 코로나19 폭발 후 중국은 전 세계와 관련된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전문가와 

공동으로 임상진료 방안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 

- 중국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체 게놈 서열을 규명하여 WHO와 공유하고 

글로벌 데이터공유플랫폼(GISAID)에 발포함(‘20.1.12.)

- WHO 전문가들에게 중국 내 코로나19에 대한 현지 고찰과 평가를 의뢰하고 중국과 

글로벌 역병 퇴치에 관한 제안을 적극 수렴함(‘20.2.15.)    

- 鍾南山 원사 연구진이 이미 하버드대학 의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공동연구팀”을 구

성하여 신속 진단, 임상치료, 약물선별, 백신연구 및 유행병학 연구 등 다분야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20.2.19.)

- 중국은 또 파크스탄, 일본, 아프리카연합 등에 검사시제를 지원하고 국제사회와 진료

방안을 공유함

한국, 감염성질환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 강화 필요 

○ 서로 인접한 한·중 양국은 경제와 인적 교류가 활발하여 감염성질환의 상호 전파

를 막을 수 없는 공동의 운명체로서 동 분야 협력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  

 - 백신은 감염성질환을 예방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사스와 메르스 등을 

포함한 코로나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출시된바 없기 때문에 참조할만한 경험도 

없고 위험평가도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코로나19는 새로운 병원체로서 연구개발의 난이도가 크고 주기도 길 것인데,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한 중국의 의학정보와 연구 노하우가 한국에도 참고할만

한 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됨 

   * 실제 중국은 코로나19 병원체학 연구, 동물 모델 연구, 약물 연구(중의약 포함) 

및 백신 연구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잇달아 배출하고 있음   

 - 이에 한·중 양국은 정부간 협력의 방식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성질환 공동연구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제14차 한·중 과기장관공동위(2019.12)에서도 바이오 및 의료과학 분야 

협력을 확대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감염성질환 분야 협력의 좋은 시기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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