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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산 코로나 치료제 
하이난에 긴급 투입 

중국이 자체 개

발한 최초의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인 아즈푸(阿兹夫) 

가격이 공개됐다. 

11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복성제약

(600196.SH, 02196.HK)에 확인한 결과 

지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소분

자 복용약인 아즈푸를 긴급 투입했다고 

전했다. 이미 허난성, 하이난성, 신장 등지

에 유통된 상태다. 

복성제약은 각 지역의 의료보험 입찰 

가격에 따라 아즈푸정의 가격은 1병당 

270위안이라고 밝혔다. 한 병당 35정이 

들어가 있고 1정당 용량은 1mg이다. 아

즈푸정은 ‘코로나19 치료 방안(제9판)’에 

따르면 아즈푸정은 일반 코로나19 성인 

환자에 처방하도록 되어 있다. 복용량은 

하루 5mg씩이며 치료 과정은 최대 14일

로 정해져있다. 즉, 아즈푸정 1병이 1주일

치로 2주 치료 비용은 540위안인 셈이다. 

기존 시중에 유통된 코로나19 치료약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

이 업계의 분석이다. 

아즈푸정은 최초의 국산 코로나19 복

용약이자 전세계 특허의 1.1류 코로나19 

소분자 복용약으로 모든 소유권은 중국

에 귀속된다. 

원래 이 아즈푸정은 지난 2021년 7월 

20일 HIV환자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그

러다가 2022년 7월 25일 국가약감국에서 

아즈푸정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

인하면서 중국 유일의 치료제가 되었다. 

같은 날 복성제약이 이 아즈푸정의 개발

사인 허난 진실생물과기유한회사(河南真

实生物科技有限公司)와 협력 계약을 체

결해 복성제약이 아즈푸정을 독점 판매

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정 기자

상하이 핵산검사 결과기준 조정

상하이시는 6일부터 핵산 검사 결과 기준

을 기존 검체 체취 시간 기준에서 핵산 검

출 보고서 발급 시간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합동대응팀이 발표한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

과 전국 상호인정 추진에 관한 통지'에 따라, 

상하이시는 즉시 '수이선마(随申码)’, '장소마 

(场所码)’, 'QR 출입관리 스캐너(数字哨兵)’의 

핵산 검사 유효 시간을 핵산 검출 보고 시간

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7일부터는 ‘수이선반(随申办)’ 앱/미니프

로그램에서 전국 핵산 보고를 조회할 수 있

다. 이용자는 전국 각지의 핵산 검체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연계 기능을 개통해 ‘수이

선마’,  ‘장소마’,  ‘QR 출입관리 스캐너’와 연

계한 최근 핵산 검체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신하영 기자 

三亚 코로나19로 봉쇄로 관광객 8만명 체류

중국 하이난성 싼야(三亚)가 코로나19 확

진자 급증으로 도시 봉쇄식 관리를 선언하자 

호텔의 바가지 요금이 관광객들의 분노를 일

으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싼야에서 코로나19 감염

자가 급증하자, 6일 일련의 통제 조치가 발표됐

다. 6일 새벽 6시부터 사회 기본 운행 서비스, 코

로나19 긴급 통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일시 중단하는 정

태관리를 시작했다. 싼야에 이어 하이커우시(海

口市)도 7일 저녁 전면적인 정태관리(静态管理)

를 발표했다고 중신경위(中新经纬)는 전했다.  

허세강(何世刚) 하이난성 싼야시정부 부시

장은 약 8만여 명의 관광객이 싼야에 체류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6일 밝혔다.  

한편 7일에는 ‘한 가족 13식구 싼야 호텔 

1박에 수만 위안’이라는 검색어가 SNS에서 

화제였다.  

청두에서 온 한 관광객은 13식구가 싼야의 

한 유명 리조트호텔에서 1박에 5000위안의 

요금으로 숙박했다고 전했다. 현지 정부 규정

에 따라, 반값 할인을 적용해도 1박에 2500

위안으로 13식구의 체류 비용은 숙박비와 식

사비를 포함하면 1일 2만 6500위안(한화 약 

511만원)이 든다고 전했다. 

해당 리셉션에 문의하니 일반 빅룸의 1박 

정상가는 4000위안이니 50% 할인을 적용해

서 2000위안에 예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

지만 씨트립을 통하면 동일한 룸의 예약가는 

3300위안이며, 50% 할인을 적용하면 1650위

안이다. 이에 대해 리셉션 관계자는 “씨트립 가

격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3300위안이 50% 할

인 가격인지 씨트립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씨트립 측은 “3300위안은 호텔 파트너 우

대가격이지만 50% 할인가는 아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반값은 호텔 입장에 따른

다”고 전했다. 

싼야 정부는 봉쇄 정책으로 발이 묶인 관광

객을 위해 반값 할인을 적용토록 규정했지만, 

호텔 측은 정상가를 부풀려 반값 할인 혜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관광객 자오씨는 6일 오전 공항을 

찾았다가 비행기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공항 

근처의 한 호텔을 예약했다. 오전에 예약한 

금액은 1박에 145위안이었다. 하지만 오후 2

시경 호텔 가격이 인상됐고, 7일 저녁 씨트립

에서 동일한 호텔룸의 예약 가격은 612위안

으로 4배가 넘게 올랐다.                   신하영 기자

검체 ‘체취’ 시간 → 검출 ‘보고’ 시간

호텔 숙박비 4배 올리기도

한 통 270元

중국 7월 소비자물가 2.7% 상승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공

개되었다. 10일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은 2022년 7월 중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물

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비 식품 가격은 

1.9% 상승에 머물렀다. 의류 가격은 0.7% 

상승에 머물렀다. 올 들어 7개월 동안 평

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은 1.8%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살펴보면 그

나마 올해 1~2월에는 1% 이하를 유지하

며 선방했지만 3월부터 봉쇄가 이어지면

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

래프는 계속 상승해 4월 2.1%, 6월 2.5% 

상승했고 7월 2.7%를 기록했다. 

담배, 주류, 식품 가격은 4.7% 상승하며 

CPI 상승의 1.28%p를 기여했다.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품 가격 중 채소 가격

은 12.9%, 가금류 육류 가격은 8.4% 상승

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20.2%나 상승했고 

계란 가격도 5.9% 상승했다. 모든 식품 가

격이 상승한 가운데 수산물만 지난 해 같

은 달보다 2.9% 감소했다.이 외에도 교통 

통신비용이 6.1%나 상승해 시민들의 주머

니 사정이 더 좋지 않게 되었다. 

한편 중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PPI)

의 경우 작년 동월보다 4.2% 상승했다. 이

는 지난달 6.1%보다 낮고 시장 예상치였던 

4.9%도 하회하며 지난 해 10월 13.5% 고점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정 기자

식품가격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