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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난산 “코로나19, 내년 봄에도 존재할 것”

중국 ‘사스 영웅’이자 호흡기 질

병 최고 권위자 중난산(钟南山) 원

사가 올 겨울, 내년 봄에도 코로나

19가 남아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북만신시각망(北晚新视觉网)은 

23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가 “올 겨울, 내년 

봄까지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

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겨울

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확진

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

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1차 유행 때

처럼 전세계적으로 폭발하지는 않

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번 베이징 신파디 수산물시장 

관련 집단 감염에 대해 그는 “이번 

베이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

러스의 최초 근원지는 아직 밝혀

지지 않았지만 우한 집단 감염보

다는 훨씬 더 명확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이어 “중국 질병당국이 환

자의 역학관계를 추적하고 임시 휴

교하고 항공편을 줄이든 등의 강

력한 방역 조치가 추가 감염 확산

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장원홍(张文宏) 화산

병원 감염학과 주임 등 10명의 의

사는 이번 베이징 집단 감염 사태

가 코로나19 2차 유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원홍은 “이번 베이징에서 발생

한 집단 감염 사태는 돌발적인 소

범위 폭발로 가을, 겨울철에 도래

할 2차 유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전세계적으로 폭발하지 않아

손씻기, 냉방 적정온도 유지중요

上海아동병원 발열환자 하루 200명

中 베이징 공용화장실서 코로나19 감염

지난 2일부터 상하이 소학교   

(초등) 1~3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맞은 가운데, 최근 들어 매일 평

균 200명의 어린이들이 발열로 

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6월 들어 발열로 병원을 찾는 

어린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로, 많게는 하루 400명이 병원

을 찾기도 했다고 21일 신문방(新

闻坊)이 전했다. 

상하이아동의학센터 호흡기

내과 인용(殷勇) 주임의사는 “개

학 전에는 150여 명이던 환자수

가 개학 후 180명, 230명으로 급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인불명, 접촉성 발열상

황은 극히 드물고 코로나 핵산 검

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온다”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어린이 환자의 발열에 대해 인용 

주임은 “기저질환이거나 만성질병

으로 면역력이 낮아진 경우와 개학 

후 어린이들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기 전염”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

목했다. 이어 “감기가 유행하는 계

절이 아닌 것만큼 최근 어린이 감

기는 유행성 독감이 아닌 일반 감

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상시기 ‘발열’ 자체만

으로도 긴장이 되는 것만큼 평

소 손을 깨끗하게 씻고 에어컨 냉

방 시에도 26~28도의 적정 온도

를 유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윤가영 기자

베이징 신파디(新发地) 수산물 

시장 관련 4차 감염자로 추정되

는 확진자가 상가 지하 공용화장

실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

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북경

일보(北京日报)에 따르면, 베이징 

하이뎬구(海淀区)에 거주하는 허

베이 5번 확진자(47세)는 집단 감

염지인 신파디 시장 방문한 이력

이 없고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도 분류되지 않았다. 

5번 확진자는 하이뎬구에 있

는 슈퍼마켓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지난 12일 용

딩루(永定路) 70번 단지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리고 

20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6

번 확진자인 남편과 함께 발열진

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그리

고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 조사 결과, 신파디 시장 

상인의 밀접 접촉자인 위취안동 

시장 상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했

고 공용 화장실에 남아있는 바이

러스로 인해 허베이 5번 확진자

가 감염됐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그녀의 남편에게까지 옮겨갔다. 

실제로 이 주소의 주변 환경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핵산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주소지는 봉쇄됐으

며 이미 방역 소독을 완료한 상

태다. 5번 확진자 주변 환경에 대

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쓰레기

통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으

나 음식점 식자재, 식기, 포장용기 

등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

인됐다. 

이민희 기자

코로나 기간 자산 증가율 TOP 5 중국이 ‘싹쓸이’
코로나19가 폭발한 4개월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산 증가율

을 보인 억만장자 5명이 모두 중국

인 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

난 23일 북만신시각망(北晚新视

觉网)은 중국판 포브스 후룬(胡

润)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발

생 4개월 후 전세계 기업가들의 자

산 변화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인

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이 폭

발한 이후 지난 5월 31일까지, 4개

월간 후룬 전세계 100대 기업가들 

10명 중 6명이 자산이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

인됐다. 반면 10명 중 4명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타격에 따라 자산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불거진 이후 가장 큰 

수익을 본 업종은 전자상거래, 제약, 

가구 산업이었다. 이 밖에도 초콜릿, 

간장, 돼지고기 생산업체도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

기 시작한 이후 두 달 간은 총 2조 

6000억 위안의 손해가 발생했다

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전세계 100대 부호 모

두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

다. 이후 2개월간 회복세를 보이면

서 4개월 동안 이들 100대 부호의 

자산은 단 2%만 감소했다고 보고

서는 밝혔다.

같은 기간 가장 빠르게 자산이 

증가한 기업가 상위 5명은 모두 중

국인 기업가

가 석권했다. 1

위는 4개월간 

총 자산 94%

가 불어난 황

징(黄峥) 중국 

SNS 전자상

거래 플랫폼 

핀둬둬(拼多

多) 대표가 차

지했다.

한편, 후룬보고서는 올해 처음으

로 중국 10대 기업 모두가 전세계 

부호 상위 50위 안에 진입했다고 밝

혔다. 중국 부호 1위는 마화텅(马化

腾) 텐센트 회장이 총 자산 3200억 

위안으로 선두 자리를 지켰다. 이

어 알리바바 마윈 가족이 총 자산 

3050억 위안으로 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 기간 자산이 크게 급증한 

핀둬둬 황징 대표는 최근 무려 6계

단 상승하면서 3위까지 올라섰다.

이민희 기자

코로나 발생 2~5월 전세계 기업가 자산 증가율 Top 10

이름
자산

변화(%)
자산
(억元)

기업명 거주국

1 황징(黄峥) 94% 2500 핀둬둬(拼多多) 중국

2 팡캉(庞康) 36% 1050 하이톈(海天)실업 중국

3 쉬항(徐航) 31% 1000 마이루이(迈瑞) 중국

4 류용하오(刘永好)가족 28% 1150 신시왕(新希望) 중국

5 장용(张勇) 부부 25% 1400 하이디라오(海底捞) 중국

5 Cyrus Poonawalla 25% 1050 Serum 인도

7 류창동(刘强东) 24% 1150 징동(京东) 중국

7 Giovanni Ferrer 24% 3000 페레로(费列罗)그룹 이탈리아

9 John Menards Jr 23% 1200 메나드(Menards) 미국

10 Jeff Bezo 20% 3750 아마존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