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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 �코로나19�팬데믹으로�지금�전세계가�큰�혼란과�패닉에�빠져있다.�인류의�건강과�

글로벌�경제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는�코로나19를�극복하기�위한�과학계의�

움직임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가운데,�4차�산업혁명이�가져온�연구환경의�

디지털화가�코로나19�대응�연구에�한창인�과학자들의�의사소통�방식을�변화시키고�

있다.�코로나19�관련�바이러스�및�진행�중인�연구정보가�빠르게�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과학자들의�협력과�과학적�진보를�촉발시키고�있다.

• • �그러나,�오픈사이언스로�대표되는�오픈데이터,�오픈액세스,�오픈플랫폼�등의�

활약으로�최근�코로나19�대응�연구개발이�가속화�되고�있다는�큰�장점의�이면에는,�

신속성과�효율성에�가리워져�검증이�안�된�연구결과가�잘못�유포되어�정보전염병을�

낳을�수도�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높은�게�사실이다.�

• • �본�고에서는�이러한�과학계의�개방과�소통�움직임에�따라�최근의�달라진�

연구생태계를�알아보고,�장점과�단점의�양날의�검을�가진�대표적인�사전인쇄�

논문·자료�저장소인�아카이브(arXiv)�데이터를�통하여�코로나19�연구개발�동향을�

개괄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 • �코로나19�발병시점�이후�바이오아카이브(bioRxiv)�및�메드아카이브(medRxiv)에�

올라온�최근�두�달�간의�연구논문을�과학계량학적�측면과�토픽�모델링,�그리고�

알트메트릭�지수�분석을�통해�분석한�결과,�이들�저장소가�양적인�면에서�기존�

출판물에�비해�현저히�높은�증가율을�보임을�확인하였고,�개방적인�과학계�

연구생태계의�변화를�알�수�있었다.�

• • �이러한�온라인�공유플랫폼�상에서의�연구주체는�중국의�대학�및�병원�소속�

연구자들이�주를�이루고�있었고,�미국,�유럽과�우리나라�등�코로나19�확산국가들을�

중심으로�연구활동이�확대,�전개되는�양상을�보였다.

• • �연구내용에�있어서는�감염확산모델이나�역학특성�분석,�그리고�빠른�감염�확산세와�

더불어�다양하게�쏟아지는�증례�중심의�임상특성연구가�상당부분을�차지하며,�

바이러스�게놈분석이나�항원�수용체,�항체�개발�등�진단이나�치료제�개발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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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이�일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기존의�감염증과�역학�연구에서�다뤄지던�

통상적인�연구주제�이외에�최근�딥러닝�및�빅데이터를�이용한�역학특성�연구나�신약재창출�및�신약개발을�

위한�스크리닝�연구�등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 �토픽�모델링�분석을�통해�주요한�11개의�연구�토픽(주제분야)을�확인하였으며,�토픽의�구성결과는�

과학계량적�분석�결과와도�거의�일치하였다.�단어포함정도별�토픽�비중에서는�임상연구가,�문서포함정도별�

토픽�비중에서는�역학모델링연구가�높게�나타났는데,�이는�코로나19�연구의�비중�자체가�감염증례와�

임상에�치우쳐�있다는�것과�동시에�대부분의�토픽에서�감염확산모델을�다루거나�언급하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전반적으로�중국�연구자들을�중심으로,�역학과�임상�연구�위주로�이뤄지고�있으며,�현재�미충족�수요가�

높은�치료제나�백신�개발�영역�비중은�낮게�나타났다.�

• • �알트메트릭�지수�분석결과,�대중의�관심을�많이�받은�상위권�논문들은�신종바이러스�및�감염증에�대한�초기�

탐색단계의�특성이�반영되어�역학조사나�특성연구가�대부분이었고,�전반적으로는�역학�못지않게�많이�

발표된�임상논문은�비교적�적은�편이며,�상대적으로�진단�및�치료제�개발에�대한�관심이�높게�나타나�실제�

진행되고�있는�연구�경향과�대중의�관심을�받는�분야와는�차이를�보였다.

• • �신뢰성과�객관성이�충족되지�않은�아카이브�데이터의�속성을�감안할�때�분석결과�해석에�신중함을�기해야�

함은�당연한�것으로,�본�연구에서는�코로나19의�극복이라는�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

데이터�및�분석�수단으로�최근�연구개발�공유와�소통의�선단에�서있는�아카이브�데이터를�활용하여�

개략적인�연구동향을�파악했다는�데�의의를�두었다.�향후�출판전�온라인�플랫폼뿐�아니라�신뢰성을�갖춘�

출판물을�통해�축적되고�확대된�코로나19�연구논문�데이터의�밀도있는�분석연구를�통해�더�많은�시사점을�

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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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에 대해 사상 세 번째로 전염병 위험 최고단계인 팬

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2020.3.11.)

빠르고 다양한 
의사소통채널로  
협력 가속화

01CHAPTER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데이터생태계의 변화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불러온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1)은	우리의	생

활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음.	

    -  일상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실천은 그동안의 사회적 

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로의 접촉은 최소화하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해야하는 필요성은 더욱 증가함.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특성 규명과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세계 각국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해

결하고자 함(최희윤, 2020).

    -  2020년 3월 11일, 세계 12개국 과학기술정책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과학기술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의 공유·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학술출판계의 자발적 협력을 촉구하였음(최희윤, 2020).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활동이	급증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발생은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확산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오픈데이터(Open Data), 오픈액세스(Open Access), 오픈 협업(Open Collaboration)을 모두 포

함한 개념인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최희윤, 2020).

	 	코로나19는	과학기술인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음(Kupferschmidt,	2020).

    -  과학기술인들은 바이오아카이브(bioRxiv), 메드아카이브(medRxiv) 등 사전인쇄논문저장소

에 연구성과를 공개하여 빠른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깃허브(GitHub)를 통해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를 공개·공유하고, 슬랙(Slack), 트위터(Twitter) 등을 통해 전세계 연구자들과 

즉시 소통하고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시급한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빠르고 다양한 의사소통채널로  

협력을 하고 있음. 접근이 어려운 완벽한 정보보다는 정보의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

으나, 한편으로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정보 전염병(Infodemics)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Kupferschmidt, 2020).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요구 증대

코로나19, 과학기술자의 의사소통방식을 변화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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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논문	보유기관들과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코로나19	연구결과의	개방과	공유를	하

고,	연구자들은	사전인쇄	논문을	학술	저널에	투고하기	이전에	bioRxiv,	medRxiv	등

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네이처는 코로나19의 지속적 발생을 막고, 긴급한 연구 지원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컬렉션2)’을 운영하고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이언스도 코로나

19 관련 뉴스 및 연구, 분석한 결과의 신속한 공유를 위해 관련 컨텐츠를 무료로 액세스3)할 

수 있도록 함.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4), 랜싯(Lencet)5)도 코로나19 

관련 컨텐츠를 한 곳에서 모아서 제공하고 있음.

    -  세계 최대 규모의 출판사인 엘스비어(Elsevier)를 포함하여 많은 출판사들도 코로나19 관련 

연구결과를 무료 공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관련 논문을 수집하여 코로나19 

웹사이트6)에서도 논문을 검색하고, 초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음.

2)  https://www.nature.com/collections/hajgidghjb

3)  https://www.sciencemag.org/coronavirus-research-commentary-and-news?intcmp=ghd_cov

4)  https://www.nejm.org/coronavirus?query=main_nav_lg

5)  https://www.thelancet.com/coronavirus

6)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global-research-on-novel-coronavirus-

2019-ncov

학술정보기관, 
개방과 공유로 
코로나19에 대응

<그림 1>

네이처의�코로나바이러스�
컬렉션과�사이언스의�
코로나19�섹션

<그림 2>

NEJM와�랜싯�온라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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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n	Institute	for	AI의	COVID-19	Open	Research	Dataset	(CORD-19)7)

    -  Allen Institute for AI는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여 주요 연구 그룹과 협력하여 

COVID-19 공개 연구 데이터 셋(CORD-19)을 배포하고 있음. COVID-19 및 코로나 바이러

스 군(SARS, MERS 등 포함)에 대한 29,000건 이상의 학술 논문 전문을 포함하여 44,000건 

이상의 무료 공개 학술 논문을 배포함.

7)  https://pages.semanticscholar.org/coronavirus-research

코로나19
오픈데이터셋,
CORD-19

<표 1>

코로나19�관련�연구결과물�
공개�저널�및�출판사

번호 저널/출판사 웹사이트 주소

1 BMJ https://www.bmj.com/coronaviru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www.cambridge.org/core/browse-subjects/
medicine/coronavirus-free-access-collection

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4 Cochrane https://www.cochrane.org/news/special-collection-
coronavirus-2019-ncov-evidence-relevant-critical-care

5 Elsevier https://www.elsevier.com/connect/coronavirus-
information-center

6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https://www.ecdc.europa.eu/en

7 JAMA Network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ages/
coronavirus-alert

8 The Lancet https://www.thelancet.com/coronavirus

9 LITCOVID: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https://www.ncbi.nlm.nih.gov/research/coronavirus/
docsum?filters=topics.General%20Info

10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https://www.nejm.org/coronavirus

11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global.oup.com/academic/category/medicine-and-
health/coronavirus/?cc=us&lang=en&

12 PLOS https://blogs.plos.org/plos/2020/01/novel-coronavirus-
2019-ncov-outbreak/

13 Science https://www.sciencemag.org/coronavirus-research-
commentary-and-news

14 Springer Nature https://www.springernature.com/gp/researchers/
campaigns/coronavirus

15 SSRN (Preprints) https://www.ssrn.com/index.cfm/en/coronavirus/

16 Wiley https://novel-coronavirus.onlinelibrary.wi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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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원고	제출부터	출판까지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	학술	논문	출판	시간이	

코로나19	관련	연구의	경우,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음.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은 논문 제출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논문을 게재하기도 함(Kupferschmidt, 2020).

    -   네이처(Nature)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한 논문(Fan Wu et al., 2020)을 투고한 

지 2주 만에 게재 확정 후, 원고 교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시 게재함(2020.1.7.제출, 

2020.2.3.출판). 

    -  해당 네이처 논문은 4월 8일 현재, 28만회 이상 읽혀지고, 알트메트릭 지수가 1,088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음. 한편, NEJM에 1월 29일에 최초로 발표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전염 역학을 보고한 논문(Qun Li et al., 2020)은 4월 8일 현재 334회 인용됨.

    -  일부에서는 이렇게 정규 논문 출판 과정에서도 속도가 중요시 되다보니, 동료평가(Peer 

Review)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됨(Kupferschmidt, 2020).

<그림 3>

코로나19�오픈�데이터셋�
(CORD-19)�웹페이지

코로나19 관련 
학술논문 출판 
시간의 획기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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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데이터의	공개·공유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시각화	분석	결과를	보여줌.	

    -  세계 각국의 임상 데이터부터 유전체 정보도 공개하고 있어 연구 속도를 더욱 가속화함. 백신, 

진단,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전자 서열은 WHO의 세계 인플루엔자(독감) 감시망

인 「GISAID」8)에 등록되어 과학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음. 4월 6일 기준 4,274개의 코로

나19 관련 데이터가 GISAID에 등록되어 있음.

    -  코로나19의 한국 분리주 명칭은 ‘BetaCoV/Korea/KCDC03/2020’임. 

	 	존스홉킨스대학	CSSE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의	COVID-19	데이터	레포지토리9)

    -  GitHub를 통해 CSSE COVID-19 데이터셋과 국제보건기구(WHO)의 COVID-19 상황 보고

서(Situation Reports)에서 확정된 사례를 종합하여 매일 업데이트함.

8)  https://www.gisaid.org/

9)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그림 4>

hCoV-19게놈�3,486개의�
계통�발생도,�전파�양상,�
다양성�(2020.4.6.기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와 분석결과 공유 활동

연구데이터 공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

존스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데이터
레포지토리

[자료] https://www.gisaid.org/epiflu-applications/next-hcov-19-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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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Open	Research	Map10)

    -  CORD-19 데이터 셋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arXiv, medRxiv, PubMed에서 제공하는 사전

인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술 논문 초록 구성 단어의 유사도 기반 클러스터링 결과를 가시화하

여 제공하고 있음.

10)   http://covid-19.kenedict.com/

<그림 5>

존스홉킨스대학�CSSE에서�
제공하는�코로나19�데이터�
레포지토리

[자료]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그림 6>

전세계�코로나19�현황�데이터
시각화�(2020.4.6.기준)

[자료] https://systems.jhu.edu/research/public-health/ncov/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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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S의	COVID-19	데이터	셋11)

    -  LENS는 과학기술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재로서 글로벌 특허와 학술논문

을 서비스하고 있음.

    -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COVID-19 관련 전세계 특허와 학술논문 데이터, 특허에서 추출

한 시퀀스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연구자들에게 활용하도록 함.

<그림 7>

COVID-19�오픈�연구�맵�:�
4,062건�가시화�
(2020.4.3.기준)

[자료] https://www.covid-19.kenedict.com/

11)  https://about.lens.or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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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ENS의�코로나19�데이터셋�
오픈�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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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KOAR

    -  KISTI는 국가 오픈액세스 플랫폼(KOAR)을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오픈액세스 학술정보 접근 및 

공유기반을 마련하고 오픈액세스 논문 검색부터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

KISTI,
국가 오픈액세스
플랫폼(KOAR) 구축

<그림 9>

KISTI KOAR의�코로나19 
데이터셋�오픈�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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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인쇄 논문 저장소, 
아카이브

	 	사전인쇄	논문	저장소,	아카이브(arXiv)는	연구자들이	작성한	원고의	심사,	수정,	보완,	

편집을	거쳐	해당	분야의	저널에	출판하기	이전에	연구	자료와	결과를	관련	분야	연구

자들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픈액세스	플랫폼임.

    -  arXiv는 물리, 수학, 컴퓨터 과학, 정량 생물학, 정량 금융, 통계, 전기 공학 및 시스템 과학 및 경

제 분야의 학술 기사를 위한 무료 배포 및 공개 서비스로 1991년 폴 긴스파그(Paul Ginsparg)

에 의해 처음 개설됨.

    -  코넬 대학교와 시몬스 재단(Simons Foundation), 기부자들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코넬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미러 사이트가 있음. 아카이브 과학 자문 위원회(arXiv 

Scientific Advisory Board) 및 아카이브 회원 자문 위원회(arXiv Member Advisory Board)

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전인쇄	논문·자료	저장소는	각	연구분야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명과학분야의	바이오아카이브(bioRxiv),	의학분야의	메드아카이브(medRxiv),	공학분

야의	엔지아카이브(engRxiv),	화학분야의	켐아카이브(chemRxiv)	등이	있음.

02CHAPTER

개방과 공유의 
대표주자, 아카이브

아카이브, 연구의 최전선

분야별 아카이브 
현황

<표 2>

분야별�아카이브�현황
번호 분야 저장소명 웹사이트

1 물리학,	계산과학 arXiv https://arxiv.org/

2 생명과학 bioRXiv https://www.biorxiv.org/

3 의료,	임상,	보건학 medRxiv https://www.medrxiv.org/

4 공학 engRxiv https://engrxiv.org/

5 화학 ChemRxiv https://chemrxiv.org/

6 지구과학 EarthArXiv https://eartharxiv.org/

7 해양기후과학 MarXiv https://marxiv.org/

8 사회과학 SocArXiv https://www.library.ucsb.edu/socarxiv

9 사회과학 SSRN https://www.ssrn.com/index.cfm/en/

10 심리학 PsyArXiv https://psyarxiv.com/

11 교육학 EdArXiv https://edarxiv.org/

12 과학철학 PhilSci-Archive http://philsci-archive.pit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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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연구	결과	공유가	가장	활발한	채널은	생명과학/의약학	분야	사전인쇄	논문	

저장소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와	메드아카이브(medRxiv)로,	매일	수십	건의	논

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공개하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Flier,	

2020).	

	 	바이오아카이브(bioRxiv)는	생명과학	분야의	미공개	사전	인쇄본(unpublished	

preprints)의	무료	온라인	저장	및	배포	서비스

    -  비영리 연구 및 교육 기관인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CSHL)

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 최초 개설되었음.

    -  연구자들은 bioRxiv에 사전 인쇄본을 게시하여 연구 결과를 과학계에 즉시 제공하고 저널에 투

고하기 전에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메드아카이브(medRxiv)는	의료,	임상	및	보건학	분야의	미공개	사전	인쇄본	무료	온

라인	저장	및	배포	서비스로	연구논문,	메타	분석,	임상	연구	설계	프로토콜	및	데이터	

등이	게시될	수	있음.

    -  medRxiv는 비영리 단체인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CSHL)와 예

일 대학교 및 글로벌 의료 지식 제공업체인 BMJ에 의해 개설되었고, CSHL에서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사전인쇄	논문(Preprints)을	다양한	매체에	공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연구자들도	다수	있음.

    -   <그림 10>과 <그림 11>은 코로나19 사전인쇄 논문의 발표 현황을 보여주며, 해당 분석 결과 및 

기반 데이터가 깃허브에 공개되고 있음.

생명과학분야의 
bioRxiv

코로나19 연구결과 공유가 가장 활발한 오픈 플랫폼, bioRxiv와 medRxiv 

의료, 임상 및 
보건학 분야의 
medRxiv

<그림 10>

코로나19�사전인쇄�논문�발표�
현황�(일별)

[자료] https://github.com/nicholasmfraser/covid19_prepr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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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인쇄	논문	저장소,	아카이브의	장점

    -  언급했듯이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정식으로 논문이 채택되기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의 시간이 소

요되나, 아카이브를 통하면 최신 연구 논문의 원고와 관련 연구 자료를 학계에 빠르게 배포할 

수 있음(오철우, 2016). 

    -  또한, 다수의 연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긍정적, 부정

적인 측면이 모두 공개되어 궁극적으로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오철

우, 2016).

	 	사전인쇄	논문	저장소의	위험성

    -  그러나 아카이브에 공개되는 자료는 심사, 수정, 보완 등의 과정을 거치기 이전의 연구 결과로 

지나치게 맹신하여 의존하거나, 뉴스 매체 등에 정립된 정보로 보고되면 안 되며, 이러한 사항

은 medRxiv 웹사이트에 경고문으로 표기되기도 함.

	 	코로나19	연구	논문은	NEJM이나	네이처,	랜싯	등	저명한	학술지에	실려도	무조건	신

뢰하기는	어려움(동아사이언스,	2020).

    -  네이처(Nature)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한 논문을 투고한 지 2주 만에 게재 확정하기

도 하였으나, 

    -  일부에서는 이렇게 정규논문 출판과정에서도 속도가 중요시 되다보니,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다른 연구에 비해 연구 기간과 검증 기간이 매우 단축되어 신뢰성과 객관성이 낮을 수 있

음이 경고되고 있음(동아사이언스, 2020).

학술적 기여와 
인포팬데믹

저명한 학술지에 
실리더라도 따져봐야

양날의 검, 아카이브의 장점과 단점

<그림 11>

코로나19�사전인쇄�논문�발표�
현황�(주간)

[자료] https://github.com/nicholasmfraser/covid19_preprints



16

KISTI DATA INSIGHT

아카이브 데이터를 통해 본 
코로나19 연구동향 

	 	앞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정보	공유	활동에서도	살펴본	바

와	같이	최근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의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	가장	활발한	오픈	플랫폼은	메드아카이브(medRxiv)	및	바이오아카이브

(bioRxiv)임.

    -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코로나19 관련 연구활동을 동일 검색조건(검색어 및 시기(주간))으로 

생명과학분야 온오프라인의 저명한 출판계의 발표현황과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메드아카이브

에 공개되는 사전인쇄 논문(Preprints)의 양이 가파르게 증가함.

	 	본	보고서에서는	의·생명과학분야의	대표적인	온라인	연구논문	플랫폼인	bioRxiv	

및	medRxiv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논문	74312)건을	수집하여	과학계량학적	분석

(Scientometric	Analysis)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및	알트메트릭	지수

(Altmetric	Index)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살펴봄.

    -  코로나19 관련 임상 논문이 최근 medRxiv로 이전 및 축적됨에 따라 bioRxiv 및 medRxiv 두 

개 플랫폼13)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함.

    -  검색 키워드는 코로나1914)를 나타내는 “2019-nCoV”, “Covid-19”, “SARS-CoV-2”로 한정함.

12)  2020년 3월 25일 현재(검색시점)

13)  bioRxiv(https://www.biorxiv.org) 및 medRxiv(https://www.medrxiv.org)

14)  2020년 2월 11일 명명된 WHO의 국제공인명 “Covid-19” 포함

03CHAPTER

코로나19 연구
공유의 핫플레이스
에서 데이터를 분석  

아카이브, 과학계량학, 토픽모델링, 그리고 알트메트릭스

<그림 12>

의·생명과학분야�
주요�출판물의�코로나19 
관련�논문�발표�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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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 시간적 범위는 2020년 1월 1일 ~ 3월 25일(최종 검색시점)로 설정함.

    -  데이터의 전처리와 계량과학적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 정보분석시스템 KnowledgeMatrix 

Plus15)및 클러스터와 가시화 도구인 VOSviewer16)가 사용됨.

    -  토픽 모델링 분석에는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모델이 적용되었으며, 결과에 대한 시

각화를 위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LDAvis 패키지가 활용됨.

	 	알트메트릭스(Altmetrics)는	저널	영향력	지표인	Impact	factor(IF)	등과	같은	인용	기

반의	전통적인	영향력	측정	지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지표로	학술문헌	관

련	온라인	활동을	분석하는데	활용됨.

    -  알트메트릭 지수는 논문 페이지뷰 횟수, 다운로드 수,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에 언급된 횟수, 언론 보도 횟수 등 다양한 지식확산 경로를 포괄적으로 반영함.

    -  온라인 출판물의 인용이 발생하자마자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인용 기반 측정 기존 

지표보다 측정 속도가 빠르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매체별 가중치를 두어 산출됨.

	 	 한편,	아카이브는	전문가들에	의한	피어리뷰	검증을	거치지	않은	논문이므로	과학적인	

완결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분석정보를	취할	경우,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주목도를 측정하는 대안지표로서 논문별 알트메트릭 지수

를 활용, 최선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토픽별 알트메트릭 지수 상위 논문

을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자체개발한 과학기술 정보분석시스템(http://mirian.kisti.re.kr/km/)

16)  네덜란드 CWTS 연구소에서 개발한 서지분석 및 가시화 소프트웨어 툴(https://www.vosviewer.com)

17)  https://www.altmetric.com/top100/2019/

연구의 주목도를 
측정하는 알트메트릭스

<그림 13>

논문의�알트메트릭�지수�
예시17)



	 	중국	우한으로부터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한	시점으로부터	최근	3개월간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의	주간별	발표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두	달간	논문수는	약	39%,	누적논문

수로는	약	64%의	평균증가율에	이르는	빠른	성장세를	나타냄.

    -  논문 심사과정 없이 오픈 액세스가 가능하며, 동료과학자들에 의한 피드백, 연구선점의 효과 등

을 지니는 출판전 공유사이트인 아카이브 속성이 최근 급속히 전파되는 코로나19 연구주제의 

수요 및 활동확산과 맞물려 관련 축적되는 연구성과가 급증하는 추세임.

	 	코로나19	발병초기	바이러스의	분리와	동정,	유전체	정보	등	기초미생물학(Microbiology)

이나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분야	비중이	높았으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급속히	확

산되면서	임상연구를	다루는	감염증(Infectious	Disease)과	역학(Epidemiology)	연구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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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누적논문 
증가율 64% 

코로나19 거시 연구동향 

<그림 14>

바이오아카이브�및�
메드아카이브의�코로나19 
관련�논문�발표�추이

<그림 15>

코로나19�관련�논문의�
연구분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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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브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논문들의	연구주체를	국가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

과,	중국이	414건으로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미국이	15%(114

건),	영국이	5%(39건)로	그	뒤를	잇고,	일본,	이탈리아,	한국,	프랑스	등이	10~20건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하여 폭발적 전염력으로 많은 희생과 경험을 낳은 중국이 의학논문 공유

플랫폼을 통해 왕성한 연구활동을 보임.

    -  중국 이외에는 코로나19 발생국인 과학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차츰 축적되고 있

는 추세임.

    -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이러한 국가적 양상은 최근 국내의학신문이 전세계 코로나19 관련 파이

프라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18)와는 중국과 미국의 비중서열이 바뀌어있다는 점에서 차이

를 보임.

	 	아카이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연구자들의	소속기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학들과	중국과학원이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8)  2020년 3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파이프라인 개수 분석결과, 미국(95개), 중국(39개), 캐나다(13개), 이스라엘
(10개), 영국(8개), 한국(8개), 일본(7개)의 순임(일간보사·의학신문, 2020.03.31.)

중국 56%, 
미국 15%, 프랑스 10%, 
영국 5%, 한국 2%

<그림 16>

코로나19�관련�논문의�
국가별�점유율�및�동향

<그림 17>

아카이브에�나타난�
코로나19�관련�논문의�
주요�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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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지점인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화중과학기술대학교, 우한대학인민병원을 

비롯해 푸단대학교, 중국과학원 등 중국의 대학과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발표와 공유

활동이 두드러짐. 

    -  우리나라는 분석시점까지 13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화학연구원 CEVI 융

합연구단,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등의 관민 연구기관과 일부 대학에서 관련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아카이브에	축적된	최근	코로나19	관련	연구들의	서지정보로부터	키워드를	추출19)하고,	

단어	동시발생분석(Co-occurrence	Analysis)을	통해	클러스터링	및	맵핑	수행

    -  3개의 주요 연구영역(역학조사 및 예측모델링, 임상연구, 진단/치료제 및 백신 개발연구)으로 

구분됨을 확인함.

	 	보다	세부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	발표논문의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클러스터링과	시

각화	맵을	통해	분석한	결과,	키워드	중심의	거시적인	지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네트워크 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97개의 세부 연구주제는 상기 자연어 처리를 통한 추출 키

워드의 클러스터링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크게 3개의 주제영역으로 구분됨.

19)  발표논문의 제목과 초록 정보로부터 자연어처리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데이터 정제작업을 거쳐 5회 이상 출현한 키워
드를 대상으로 분석

<그림 18> 코로나19�관련�논문의�연구분야를�보여주는�네트워크�맵

네트워크맵 : 임상, 
역학/예측, 그리고 
진단/치료/백신의 
연구분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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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학 조사 및 제반 특성분석, 모델링을 통한 전염병 발생예측 연구가 가장 핵심적인 연구영

역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특성연구, 게놈이나 단백질 등 바이러스 자체 

구조와 기능 규명연구를 통한 진단 및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또하나의 중요한 연구영역으

로 나타남.

    -   네트워크 맵의 노드 크기는 연구주제의 출현빈도를 나타내므로, 역학조사 및 특성분석, 역학

모델링, 임상특성 연구, 그리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ACE2 발현연구, 게놈 변이나 진화 분석

이 주요한 연구주제임을 알 수 있음.

	 	아카이브	데이터의	오버레이	맵핑	기법20)을	활용하여	연구주체	국가들의	주력	연구영

역을	분석함.

    -  과반수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중국은 전체 지형과 큰 차이없이 역학특성분석 및 임상연

구, 진단/치료제 개발에 연구분포를 보이는 반면, 미국은 중국에 비해 임상연구는 거의 없고, 유

전체 등 바이러스 연구를 통한 진단/치료제 개발연구에 주력하는 양상이 뚜렷함.

    -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이루어지는 역학분석연구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진단기술개발, 신약개발 및 신약재창출(Drug Repositioning)을 위한 약물후보군 스크리닝 기

술이 대부분 

20)  전체 논문 데이터셋의 단어 동시발생 분류 기준 밀도 맵에 각 국가의 발생 논문 수 정보를 덧씌워(오버레이) 맵으로 시각화
한 분석 기법

<그림 19> 코로나19�관련�논문의�세부�연구주제를�보여주는�네트워크�맵

중국, 역학/임상/
진단/치료에 고르게 
분포. 미국, 진단/치료, 
한국 진단/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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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코로나19�관련�논문의�국가별�연구분야를�보여주는�오버레이�밀도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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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픽 및 
주목받는 연구결과

	 	아카이브에서	수집한	분석대상	논문의	초록	데이터를	전처리한	후,	LDA	모델을	적용

한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코로나19	연구동향을	분석함.

    -  적절한 토픽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1부터 30까지 토픽 개수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c_v 

coherence 수치21)를 측정하여 11개의 토픽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어 분석에 활용

	 	LDA가	적용된	토픽	모델링	결과	도출된	11개의	주요	토픽들과	구성	키워드는	아래	표

와	같으며,	각	토픽들이	해당하는	연구군을	나타내고	있음.

    -  앞서 과학계량적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 연구가 크게 임상연구, 역학, 진단 및 

치료제 개발로 크게 나뉘어 진행되고 있음이 토픽 분포를 나타낸 가시화 맵에서도 확인됨.

    -  구체적으로 6개의 토픽이 역학연구, 2개의 토픽이 임상연구, 3개의 토픽이 진단/치료제 개발연

구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음.

    -  이는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있어서 장기간의 노력과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진단/치료제 개발연

구 보다는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연구과제인 역학적, 임상적 특성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러

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데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음.

21)  토픽 개수를 결정하는 기준치인 perplexity는 일종의 로그 우도(log likelihood) 값으로, 이 값이 낮을수록 도출된 토픽들
이 군집화 측면에서 명확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군집화 측면에서 명확하게 나눠진다는 것이 의미적으로 균
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최근에는 도출된 토픽 내 단어간 점별상호정보량(pointwise mutual information)등을 고려한 
coherence를 활용한 방법을 활용하는 추세임. Coherence 수치의 경우, 측정 방식에 따라 여러 개의 버전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c_v coherence 가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음(Röder et al., 2015). 이 수치가 높을수록 형성된 토픽들
이 의미적으로 균일하다고 볼 수 있음. 

아직은 진단/치료
보다는 역학/임상에 
토픽 치중

역학, 임상, 진단으로 구성된 11개의 토픽 생성

04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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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7
항체 및 진단법 개발

[진단/치료제 개발]

토픽 8
지역역학특성-4

[역학]

토픽 9
ACE2 관련 

치료제 개발

[진단/치료제 개발]

토픽 10
전파모델연구

(중간숙주포함)

[역학]

토픽 11
변이연구 및 백신개발

[진단/치료제 개발]

detection case cell coronavirus vaccine

assay china virus study drug

sample country coronavirus infection protein

antibody outbreak drug number epitope

sars-cov-2 risk structure people coronavirus

diagnosis iran ace2 virus mutation

trial data antibody research study

rna number case protein analysis analysis

patient model infection outbreak strain

infection time receptor time infection

virus covid-19 sars-cov model mpro

covid-19 world vaccine distribution stability

study number expression pangolin sars-cov-2

test trend host traveller virus

coronavirus wuhan outbreak screening compound

<표 3>

코로나19�관련�논문의�
주요�토픽과�구성�키워드�및�
해당�연구군

토픽 1
감염증례연구

[임상연구]

토픽 2
임상특성연구

[임상연구]

토픽 3
감염확산모델

[역학]

토픽 4
지역역학특성-1

[역학]

토픽 5
지역역학특성-2

[역학]

토픽 6
지역역학특성-3

[역학]

patient patient case case case covid-19

case covid-19 transmission data wuhan outbreak

study case model outbreak covid-19 model

infection hospital infection covid-19 model china

symptom characteristic china day outbreak data

covid-19 level outbreak china data coronavirus

group disease covid-19 time contact disease

day treatment data transmission population spread

characteristic infection epidemic infection infection city

disease pneumonia disease study intervention transmission

pneumonia admission population analysis transmission epidemic

data study reproduction 
number model china analysis

treatment data coronavirus death time number

admission ct rate italy impact case

level motality virus number number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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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코로나19�관련�논문의�
주요�토픽별�분포�현황

<임상연구>

토픽 1. 감염증례연구

<임상연구>

토픽 2. 임상특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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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토픽 3. 감염확산모델

<역학>

토픽 4. 지역역학특성-1

<역학>

토픽 5. 지역역학특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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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토픽 6. 지역역학특성-3

<진단/치료제 개발>

토픽 7. 항체�및�진단법�개발

<역학>

토픽 8. 지역역학특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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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치료제 개발>

토픽 9. ACE2�관련�치료제�개발

<역학>

토픽 10. 전파모델연구
(중간숙주포함)

<진단/치료제 개발>

토픽 11. 변이연구�및�백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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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의	코로나19	관련	논문	데이터가	앞서	도출된	11개의	토픽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어포함정도별	토픽	비중22)과	문서포함정도별	토픽	비중23)을	분석24)

    -  단어포함정도별 토픽 비중은 감염증례연구(15.06%) → 임상특성연구(13.57%) → 감염확산모

델(12.62%) → 지역역학특성-1(11.6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이는 코로나19 연구의 비중자체가 감염증례와 임상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문서포함정도별 토픽 비중은 감염확산모델(95.97%) → 감염증례연구(86.85%) → 지역역학특

성-1(85.43%) → 임상특성연구(85.27%)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22>).

    -  이는 코로나19 연구의 대부분이 감염확산모델과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 대부분의 토픽

에서 감염확산모델을 다루거나 언급하고 있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학
특성이나 감염예측을 
위한 모델링 연구

22)  단어포함정도별 토픽 비중은 전체 단어 중 해당 토픽에 속한 단어들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토픽

이 많은 단어에 할당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3)  문서포함정도별 토픽 비중은 전체 문서들 중 해당 토픽에 속한 문서들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토

픽이 많은 문서에 의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4)  단어포함정도별 토픽 비중은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토픽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따라서 토픽 분포 값의 합이 

1이 됨) 양적인 측면에서 토픽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면, 문서포함정도별 토픽 비중은 하나의 문서를 여러 토픽에 할당될 

수 있도록 계산하기 때문에(따라서 토픽 분포 값의 합산이 1을 넘음) 의미적 측면에서 토픽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파

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그림 22>

토픽�비중�분석�결과



	 	많은	주목을	받는	주요	연구	논문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에서	고려한	논문들의	알트메

트릭	지수를	활용

    -  분석에 활용된 논문들의 알트메트릭 지수 평균은 170.743으로 일반적인 논문들이 갖는 알트메

트릭 지수를 고려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최대값과 중간값을 고려해볼 때, 대부분의 논문이 낮은 수치에 모여 있고, 소수의 논문

이 높은 수치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그림 23>).

    -  이처럼 소수의 논문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있는 알트메트릭 지수의 분포 모양은 지수(Exponential) 

또는 멱급수(Power-law) 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으며, Alstott & Bullmore (2014)에 의

해 제시된 방법을 통해 분포를 검증한 결과, 논문들의 알트메트릭 지수는 지수 분포보다는 멱급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p-value < 0.001).

	 	언론이나	대중적	영향력이	반영된	알트스코어(Alt-score,	알트메트릭	지수)를	이용하

여	점수	랭킹	30위까지의	논문을	분석해	코로나19의	주요	과학적	이슈를	살펴봄.

    -  상위 30위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역학이 17편(56%)으로 가장 많고, 진단/치료제 개발이 7

편, 임상특성연구가 6편으로, 역학조사나 특성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임상연구에 비해 신종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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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논문에 치우쳐
있는 알트메트릭 지수

전세계가 주목하는 알트메트릭 지수 상위 33대 연구결과

<표 4>

알트메트릭�지수에�대한�
기초�통계치�

통계치 값

평균 170.743

표준편차 635.537

최소 0

최대 11127

1/4	분위 3

2/4	분위(중위) 14

3/4	분위 75

<그림 23>

알트메트릭�지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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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 및 그 감염증에 대한 역학적 특성에 대해 1차적인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실질적으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백신의 개발연구는 그 역사가 짧아 조사된 30위

권에는 아직 진입되지 못한 상태로, 여기서는 백신 개발을 위한 유전체나 수용체 연구, 항체 분

리 등 기초연구 단계의 알트스코어 상위논문 3편을 추가로 소개함. 

    -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역학분야에서는 전염병 확산모델을 이용한 기초적 역학특성 연구가 

대부분이며, 기원 및 전파경로, 바이러스의 안정성, 공기전염, 비약물적 중재(NPI), 예측·전망

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상분야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연구 이외에도 혈액형에 따른 감수성, 특히 생식기나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이 많이 쏠림.

    -   진단/치료제 개발분야에서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한 바이러스 유전체 구조 및 기능 분석, 

ACE2 발현 프로파일, 단클론 항체, 표적 약물 및 신약 재창출을 위한 후보약물, 말라리아치료

제 활용, 혈장치료 등에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바이러스 생존
기간에 대한 논문,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목도

1

제목

SARS-CoV-1과	SARS-CoV-2의	에어로졸	및	표면	안정성	비교

Aerosol	and	surface	stability	of	HCoV-19	(SARS-CoV-2)	compared	to	SARS-

CoV-1

1저자	소속기관(국가)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H	(USA)

주요내용

SARS-CoV-2의	에어로졸과	표면	안정성을	SARS-CoV-1와	비교함.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가	에어로졸에서	최대	3시간,	구리에서	

최대	4시간,	골판지에서	최대	24시간,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최대	2~3일간	

발견될	수	있음을	보고함.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13.	/	11127

스파이크 단백질
에서 파생된 재조합 
항원 사용

2

제목
인간	SARS-CoV-2	혈청전환을	감지하기	위한	혈청	분석

A	serological	assay	to	detect	SARS-CoV-2	seroconversion	in	humans

1저자	소속기관(국가)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USA)

주요내용

인간에게서	SARS-CoV-2의	혈청변환을	감지하기	위한	혈청	분석	방법을	

보고하였으며,	SARS-CoV-2의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파생된	재조합	항원을	사용하여	

개발한	효소면역측정법(ELISA)를	기술함.

분류 진단/치료제	개발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18.	/	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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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형이 더 안전? 3

제목
ABO	혈액군과	COVID-19	감수성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ABO	Blood	Group	and	the	COVID-19	Susceptibility

1저자	소속기관(국가) Souther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주요내용

ABO혈액형과	SARS-CoV-2의	상관성을	관찰한	연구로	우한,	심천	등	지역의	정상	

인구에서	혈액형	분포를	조사하고,	각	지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	샘플을	비교하여	

A형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이	높고,	O형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함.	

저자는	연구에	활용된	샘플	수가	적고,	불완전한	정보	등의	한계점이	있음을	명시함.

분류 임상특성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16.	/	3771

박쥐기원의 가능성

ACE2 발현이 II형 
폐포세포 소집단에 
집중

4

제목

최근	폐렴발병과	관련된	신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견과	박쥐기원의	가능성

Discovery	of	a	novel	coronavirus	associated	with	the	recent	pneumonia	outbreak	

in	humans	and	its	potential	bat	origin

1저자	소속기관(국가)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주요내용

급성	호흡기	증후군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연구로	2019-nCoV의	

유전자가	SARS-CoV-1와는	서열이	79.6%로	동일하고,	전체	게놈	수준에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96%	동일하다고	밝힘.	특히,			2019-nCoV가	SARS-CoV와	

동일한	세포진입	수용체인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I(ACE2)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함.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bioRxiv	/	2020.01.23.	/	3554

*Nature	579,	270-273	(2020)

「A	pneumonia	outbreak	associated	with	a	new	coronavirus	of	probable	bat	origin」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0-2012-7

5

제목

우한	2019-nCoV의	추정	수용체인	ACE2의	단세포	RNA	발현	프로파일링

Single-cell	RNA	expression	profiling	of	ACE2,	the	putative	receptor	of	Wuhan	

2019-nCoV

1저자	소속기관(국가) Shanghai	East	Hospital,	School	of	Medicine,	Tongji	University	(China)

주요내용

공공	데이터베이스(GEO:	GSE122960)와	단일세포	RNA-seq	기술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인간의	폐에서		ACE2	RNA	발현	프로파일을	분석함.	그	결과	ACE2	바이러스	

수용체	발현이	II형	폐포	세포(AT2)의	소집단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힘.	

분류 진단/치료제	개발

DB	/	등록일	/	Altscore bioRxiv	/	2020.01.26.	/	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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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인과 
비슷한 감염 위험

사스, 메르스보다 
병원체 격리와 
통제가 어려움

발열 87.9%, 
기침 67.7%

6

제목

중국	심천에서	발생한	COVID-19의	역학	및	전염:	391사례	및	1,286명의	밀접접촉자	

분석

Epidemiology	and	Transmission	of	COVID-19	in	Shenzhen	China:	Analysis	of	

391	cases	and	1,286	of	their	close	contacts

1저자	소속기관(국가)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USA)

주요내용

중국	심천에서	발생한	2020.1.14.부터	2.12.까지	SARS-CoV-2	사례	391건과	

1,286명의	밀접	접촉을	확인하여	증상	발병부터	확인,	격리,	입원까지의	시간을	추정하여	

질병	전파	지표를	추정하고	전파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어린이는	심각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은	적지만	성인과	비슷한	감염	위험에	있음을	보고함.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19.	/	3445	

7

제목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역학	파라메터	및	역학	예측	조기	추정

Novel	coronavirus	2019-nCoV:	early	estimation	of	epidemiological	parameters	

and	epidemic	predictions

1저자	소속기관(국가) Lancaster	University	(UK)

주요내용

전염병	확산	모델에	기초하여	2019-nCoV의	기초감염재생산수를	3.11(95%	신뢰구간,	

2.39-4.13)로	추정하고	SARS나	MERS-CoV보다	병원체의	격리와	통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함.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1.28.	/	3324

8

제목
중국에서	발생한	2019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적	특성

Clinical	characteristics	of	2019	novel	coronavirus	infection	in	China

1저자	소속기관(국가) Guangzhou	Institute	of	Respiratory	Health	(China)

주요내용

2020.1.29.까지	중국의	31개주/지방자치단체의	552개	병원	실험실에서	확인한	

코로나19	환자	1,099명에	대한	임상적	특성을	보고함.	평균	연령	47세,	41.9%는	

여성이며,	1.18%만	야생동물과	직접	접촉함.	31.30%는	우한에	다녀왔고,	71.80%는	

우한	사람과	접촉했음.	발열(87.9%),	기침(67.7%)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설사는	

흔하지	않았고,	림프구	감소증이	환자의	82.1%에서	관찰됨.	흉부	CT	50%에서	

전형적인	방사선학적	소견이	관찰됨.

분류 임상특성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2.09.	/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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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물적 
중재의 필요성

9

제목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의	역학조사	및	비약물적	중재의	영향

Evolving	Epidemiology	and	Impact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on	the	

Outbreak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Wuhan,	China

1저자	소속기관(국가)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주요내용

2020년	2월까지	나타난	코로나바이러스	전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음.	

감염자의	나이,	성별,	지역	등에	대한	통계치와	함께	의료계	종사자,	고연령대일수록	

치사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감염을	막기	위한	여러	방지책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06.	/	2876

일본, 보다 적극적 
조치 필요

10

제목
일본에서의	COVID-19:	향후	전망은?

COVID-19	in	Japan:	What	could	happen	in	the	future?

1저자	소속기관(국가) Fudan	University	(China)

주요내용

일본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확산	모델이	초기	우한에서의	감염자	확산	양상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임.	또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초기	

격리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일본이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2.28.	/	2719

증상전 1주일 동안 
주로 감염

11

제목

여행관련	전염군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임상특징과	바이러스학적	평가	

Clinical	presentation	and	virological	assessment	of	hospitalized	case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a	travel-associated	transmission	cluster

1저자	소속기관(국가) Bundeswehr	Institute	of	Microbiology,	Munich	(Germany)	

주요내용

9명의	독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역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감염은	주로	

감기와	유사한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감염은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1주일	동안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함.

분류 역학/임상	특성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08.	/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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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목

신규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당초	평가보다	감염	및	전파력	높다

The	Novel	Coronavirus,	2019-nCoV,	is	Highly	Contagious	and	More	Infectious	

Than	Initially	Estimated

1저자	소속기관(국가)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USA)

주요내용

환자	확산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모델	파라미터를	새롭게	

추정한	결과,	처음	추정하였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특히,	초기	확산	과정에서는	환자의	감염	속도가	당초	예상한	속도의	

두	배가	될	수	있으며,	개별환자에	대한	증상	추적보다는	강력한	초기	통제	조치가	확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2.11.	/	2570

강력한 초기통제 
조치가 효과적

47D11 항체, 
코로나에 작용?

13

제목
SARS-CoV-2	감염을	막는	인간	단클론	항체

A	human	monoclonal	antibody	blocking	SARS-CoV-2	infection

1저자	소속기관(국가) Utrecht	University	(Netherlands)

주요내용

47D11	이라고	알려진	항체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작용할	수	있음을	보임.	그러나	

구체적인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함.

분류 진단/치료제	개발

DB	/	등록일	/	Altscore bioRxiv	/	2020.03.12.	/	2529

332개의 유의한 
코로나바이러스 
단백질 상호작용, 
신약재창출 후보

14

제목

SARS-CoV-2-인간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맵이	약물	표적과	신약재창출	후보를	

알려준다

A	SARS-CoV-2-Human	Protein-Protein	Interaction	Map	Reveals	Drug	Targets	

and	Potential	Drug-Repurposing

1저자	소속기관(국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SA)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	병원체	약물	표적	식별을	위해	인간	세포선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	상호작용을	파악하였음.	구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HEK293	세포선에	있는	바이러스성	단백질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32개의	유의한	코로나바이러스	단백질	상호작용을	파악하였음.	또한	파악한	단백질	

상호작용	맵과	함께	FDA에서	승인한	약품들	중	이와	관련	있는	것들을	제시하였음.	

분류 치료제	개발

DB	/	등록일	/	Altscore bioRxiv	/	2020.03.23.	/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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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목

COVID-19	바이러스	역가	추정	및	이란으로부터의	국제감염확산	가능성

Estimation	of	COVID-2019	burden	and	potential	for	international	dissemination	

of	infection	from	Iran

1저자	소속기관(국가)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주요내용

항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란과	다른	나라	사이의	연결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란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규모에	대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음.	또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러스	감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주변	이웃국으로의	확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음.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2.25.	/	2444

중국의 비약물적 
중재 효과

16

제목

중국의	COVID-19	발생에	있어서	비약물적	중재(NPI)	조치의	효과

Effect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for	containing	the	COVID-19	

outbreak	in	China

1저자	소속기관(국가) University	of	Southampton	(UK)

주요내용

중국의	COVID-19	발생	114,325사례를	대상으로	바이두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얻은	실시간	인간이동데이터를	사용해	이동	네트워크	기반	SEIR	모델을	구축하고,	

비약물중재(NPI)의	시기와	효과에	대해	감염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NPI에	기반한	중국의	

COVID-19	발생	억제전략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며,	조기에	통합적	NPI를	실시하는	

것이	추가확산을	막는데	중요함을	강조.	조기진단	및	격리가	이동제한	및	접촉감소보다	

예방효과가	크다고	추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NPI	조치를	계속할	것을	제안함.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13.	/	2116

감염후, 신장과 
고환손상 가능성

이란, 주변국으로 
확산전파 우려

17

제목

신장과	고환에서의	ACE2	발현이	2019-nCoV	감염후	신장과	고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ACE2	Expression	in	Kidney	and	Testis	May	Cause	Kidney	and	Testis	Damage	

After	2019-nCoV	Infection

1저자	소속기관(국가) The	Affiliated	Suzhou	Hospital	of	Nanjing	Medical	University	(China)

주요내용

온라인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여러	장기에서의	ACE2	발현을	분석한	결과,	세뇨관세포,	

고환의	라이디히세포	및	정세포에서	ACE2가	높게	발현함을	발견함으로써	바이러스가	

ACE2	세포에	직접	결합해	환자의	신장과	고환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봄.	고환에	대한	바이러스의	잠재적	병원성으로	인해	환자	

치료시	신독성을	지닌	항바이러스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장기능	평가,	생식력	평가	및	

적절한	치료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분류 임상특성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2.13.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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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목
증상	발현	데이터	기반	COVID-19	세대기간	측정

Estimating	the	generation	interval	for	COVID-19	based	on	symptom	onset	data

1저자	소속기관(국가) Hasselt	University	(Belgium)

주요내용

싱가포르와	중국	텐진의	COVIX-19	발병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대기간을	측정함으로써	

증상발생	이전감염과	재생산수의	비율을	구함.	평균세대기간은	싱가포르가	5.2일,	중국	

텐진이	3.95일,	증상발생	이전감염	비율은	싱가포르에서는	48%,	텐진은	62%로	나타남.	

세대간격분포기반	재생산수는	연속감염기간분포기반	값에	비해	약간	높게	나와	세대	및	

연속감염	기간분포	측정시	진행되는	전염망을	주의깊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08.	/	1918

19

제목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폐렴의	시간변동	전염력

Time-varying	transmission	dynamics	of	Novel	Coronavirus	Pneumonia	in	

China

1저자	소속기관(국가) Guangdong	Provincial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hina)

주요내용

중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폐렴(NCP)의	시간변동	전염력을	측정하여	사스와	비교한	

논문임.	2020년	2월	7일까지	모은	NCP	34,598사례와	과거	사스	데이터를	이용해	

배가시간,	기초감염재생산수(R0),	시간변동	재생산수(Rt)를	산출함.	NCP의	배가시간은	

2.4일로	사스보다	짧고,	R0는	전국적으로는	4.4,	우한은	4.5로	사스보다	높음.	NCP의	

Rt는	1월	16일	이후	특히	계속	감소.	2차	NCP의	R0는	광동에서	0.6,	Rt는	1보다	적게	

나옴으로써	NCP가	사스보다	전염력이	크다는	점을	발견.	정부	통제방법이	효과적이며,	

시간변동	감염재생산수를	1이하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bioRxiv	/	2020.02.13.	/	1875

예상치 못한 
전파속도로 논문이 
철회되기도

시간변동 감염
재생산수, 
1이하로 줄여야

증상발생이전 
감염비율, 
싱가포르 48%, 
텐진 62%

20

제목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의	역학	및	임상적	특성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features	of	the	2019	novel	coronavirus	outbreak	in	

China

1저자	소속기관(국가) University	of	Florida	(USA)

주요내용

2020년	1월	26일	이전에	확인된	COVID-19	사례조사에	기초한	논문임.	2020년	2월	

20일	현재	중국의	확진자	수가	논문의	18배에	달함으로써	원래	분석방법과	주요	결론은	

유지되었지만	당시	논문을	철회하고	곧	최신버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힘.

분류 역학	및	임상특성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2.21.	/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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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목

2019-2020년	중국	발병	2019-nCoV의	기초감염재생산수의	예비측정:	발병초기	

데이터	기반	분석

Preliminary	estimation	of	the	basic	reproduction	number	of	novel	coronavirus	

(2019-nCoV)	in	China,	from	2019	to	2020:	A	data-driven	analysis	in	the	early	

phase	of	the	outbreak

1저자	소속기관(국가)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주요내용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중국에서	발병한	2019-nCoV의	역학커브를	

모델링함.	알려져	있는	메르스나	사스의	연속감염기간을	이용해	기초감염재생산수(R0)를	

측정한	결과,	조기발병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평균	R0	범위가	보고율의	

8배에서	2배로	증가한	2.24~3.58로	1보다	많이	커	2019-nCoV	발생	잠재성을	

지적하였으며,	보고율의	변화가	R0	측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함.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bioRxiv	/	2020.01.29.	/	1624

코로나, 4℃에서 
매우 안정, 손비누로 
제거 

중증환자, 
신경학적 증상발현

조기발병에서 
기초감염재생산수 
기하급수적 증가

22

제목
다른	환경조건에서	SARS-CoV-2의	안정성

Stability	of	SARS-CoV-2	in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1저자	소속기관(국가)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주요내용

다른	온도,	표면,	소독제에서	SARS-CoV-2의	안정성을	시험한	논문임.	4℃에서	매우	

안정하나	열에	민감함을	보였고,	14일째	역가가	약	0.7로그단위로	감소.	배양온도를	70℃까지	

올리면	바이러스	불활성화	시간이	5분으로	감소.	다양한	표면에서	시험	결과,	매끄러운	

표면에서	더	안정함.	수술마스크	외부층은	7일째에도	유의한	정도의	감염바이러스가	검출됨.	

여러	소독제의	방역효과	시험	결과,	손비누로	5분	배양	이외에	실온에서	5분	배양후	바이러스	

검출이	없었고,	광범위한	pH에서(pH3~10)	상당히	안정함을	알아냄.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18.	/	1503

23

제목

중국	우한에서	COVID-19	입원환자의	신경학적	증상발현:	후향	연속	증례보고

Neurological	Manifestations	of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VID-19	in	Wuhan,	

China:	a	retrospective	case	series	study

1저자	소속기관(국가)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주요내용

COVID-19	확진환자	214명을	대상으로	한	증례연구.	214명	환자	중	88명이	중증,	

126명이	비중증환자로,	비중증환자에	비해	중증환자가	고령이며,	특히	고혈압이	많고,	

열과	기침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은	덜함.	78명(6.4%)	환자가	신경학적	증상을	보임.	

비중증환자에	비해	중증환자가	급성	뇌혈관질환,	의식장애,	골격근상해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냄.

분류 임상특성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2.25.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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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의 44%는 
첫증상 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추정

남성 성호르몬에 
영향

방호복, 바닥표면도 
잠재적 전파경로

24

제목
COVID-19의	바이러스	배출과	전염력에	있어서	시간	역학

Temporal	dynamics	in	viral	shedding	and	transmissibility	of	COVID-19

1저자	소속기관(국가) Guangzhou	Eighth	People's	Hospital,	Guangzhou	Medical	University	(China)

주요내용

COVID-19	확진자	94명에	대해	바이러스	배출의	시간적	패턴을	보고한	논문임.	

77건의	감염-피감염	전염쌍	분리	검체로부터	감염	프로파일을	모델링함.	증상	발생시	

인후면봉에서	가장	높은	바이러스	양(viral	load)을	관찰함.	증상	발생	이전이나	시작되기	

전에	전파력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감염의	44%는	첫증상	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추정함.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18.	/	1093

25

제목

SARS-CoV-2가	남성	생식	기능에	미치는	영향:	단일기관	기반	연구

Effect	of	SARS-CoV-2	infection	upon	male	gonadal	function:	A	single	center-

based	study

1저자	소속기관(국가) Zhongnan	Hospital,	Wuhan	University	(China)

주요내용

SARS-CoV-2	감염증이	있는	생식연령	남성	81명과	동일연령대	건강한	남성	

100명의	성관련	호르몬을	비교한	결과,	혈청황체호르몬(LH)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아냄.	LH에	대한	테스토스테론(T)	비율	및	여포자극호르몬(FSH)의	비율은	크게	

감소함.	다변수회귀분석에서	C-반응	단백질(CRP)	수치가	혈청	T:LH	비율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COVIC-19이	남성	성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첫번째	

직접적	증거를	제공함.	SARS-CoV-2	감염회복환자,	특히	생식연령남자의	생식기능	

평가에	주의를	알림.

분류 임상특성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24.	/	1030

26

제목

COVID-19	발병시기에	우한병원에서의	SARS-CoV-2	에어로졸의	공기역학	특성과	

RNA	농도

Aerodynamic	Characteristics	and	RNA	Concentration	of	SARS-CoV-2	Aerosol	

in	Wuhan	Hospitals	during	COVID-19	Outbreak

1저자	소속기관(국가) Wuhan	University	(China)

주요내용

COVID-19	발병기간동안	병원내부,	선실병원,	공공장소의	환자	및	의료진	영역에서	

3가지	유형의	에어로졸	35개	검체를	모아	ddPCR	방법으로	바이러스	RNA	유전체를	

정량하여	RNA	농도를	측정함.	실내환기,	개방공간,	화장실의	적절한	사용과	소독이	

SARS-CoV-2의	공기전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결론짓고,	방호복이나	

바닥표면의	바이러스	에어로졸	침착	및	연속적	재부유가	잠재적	전파경로이며,	효과적인	

살균이	공기감염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함.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bioRxiv	/	2020.03.10.	/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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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147-스파이크 
단백질(SP)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숙주세포로 진입

무증상감염 
확산 위험성

27

제목
SARS-CoV-2가	새로운	경로로	숙주세포	침입:	CD147-스파이크	단백질

SARS-CoV-2	invades	host	cells	via	a	novel	route:	CD147-spike	protein

1저자	소속기관(국가) Fourth	Military	Medical	University	(China)

주요내용

SARS-CoV-2가	CD147-스파이크	단백질(SP)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숙주세포로	

진입한다는	연구결과임.	SP는	숙주세포의	수용체인	CD147에	결합하여	바이러스	침입을	

중재하는데,	첫째	항바이러스실험에서	항-C147	인간화	항체인	Meplazumab이	바이러스	

침입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며,	둘째,	CD147과	SP	간의	친화성을	공면역침강법과	ELISA	

법으로	검증하였고,	셋째,	면역전자형광법으로	감염세포에서	CD147과	SP가	관찰된	점을	

들어	새로운	경로를	밝히며,	특이적	항바이러스제	개발	표적을	제공함.

분류 진단/치료제	개발

DB	/	등록일	/	Altscore bioRxiv	/	2020.03.14.	/	955

28

제목
전파간격	추정으로	COVID-19의	증상발생전	확산	제시

Transmission	interval	estimates	suggest	pre-symptomatic	spread	of	COVID-19

1저자	소속기관(국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주요내용

싱가포르	및	중국	텐진에서	발병정보를	수집해	잠복기와	연속감염기간을	측정함.	

기초감염재생산수를	추론하고	증상발생전	감염정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	잠복기는	

싱가포르에서	7.1일,	텐진에서는	9일로	초기발생	경우에	더	짧았음.	평균	연속감염기간은	

싱가포르에서	4.56일,	텐진은	4.22일로,	증상발생	이전	평균	2.55일	및	2.89일에	

전염이	일어난다고	추론함.	싱가포르의	기초감염재생산수는	1.97,	텐진은	1.87이었음.	

연속감염기간이	잠복기보다	짧아	증상발생전	감염이	일어난다고	추정하고,	연속감염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R0	값을	낮추어	전체	2차감염의	절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함.

분류 역학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06.	/	908

9개의 숙주 
miRNA가 사스, 
메르스 유전체에는 
없는, SARS-CoV-2 
유전자를 표적화할 수
있음

29

제목

지리적	위치	및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계열과의	SARS-CoV-2	유전체	비교분석은	숙주-

바이러스	상호작용과	병원성에	따르는	고유특성을	나타낸다

Comparative	analyses	of	SAR-CoV2	genomes	from	different	geographical	

locations	and	other	coronavirus	family	genomes	reveals	unique	features	

potentially	consequential	to	host-virus	interaction	and	pathogenesis

1저자	소속기관(국가)
International	Centre	for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ICGEB)	and	

Jamia	Hamdard	(India)

주요내용

SARS-CoV	및	기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계열	유전체에는	없는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지리적	위치로부터	SARS-CoV2	유전체	통합	서열기반	분석으로	고유의	감염성,	

전염력,	독력	및	면역원성	특성을	밝힌	논문임.	유전체의	계통	분석으로	다른	균주에는	없는	

스파이크	표면	당단백질의	고유	변이를	확인.	컴퓨터를	이용해	스파이크	당단백질의	기능과	

안정성에서	변이의	영향을	예측하고,	항바이러스성	숙주-miRNA가	바이러스	병원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봄.	9개의	숙주	miRNA가	사스	및	메르스	유전체에는	없는,	SARS-

CoV-2	유전자를	표적화할	수	있음을	알아냄.	hsa-miR-27b가	인디언	SARS-CoV-2	

유전체의	표적유전자를	지니는	유일한	miRNA로	유전체내	면역에피토프를	예측함.

분류 항체	및	진단법	개발

DB	/	등록일	/	Altscore bioRxiv	/	2020.03.21.	/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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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로서 
Hydroxychloroquine 
및 Azithromycin

30

제목

COVID-19	치료제로서	Hydroxychloroquine	및	Azithromycin

Hydroxychloroquine	and	Azithromycin	as	a	treatment	of	COVID-19:	preliminary	

results	of	an	open-label	non-randomized	clinical	trial

1저자	소속기관(국가) Aix	Marseille	University	IHU	Mediterranee	Infection	(France)

주요내용

호흡기	바이러스	부하에	대한	hydroxychloroquine의	역할을	평가한	논문임.	

Single	arm	protocol로	환자에게	매일	hydroxychloroquine	600mg을	투여하고	

비강면봉법으로	바이러스	역가를	측정.	임상결과에	따라	azithromycin을	추가투여한	

결과,	처치된	20례에서	6일째	바이러스	운반이	유의하게	감소.	이는	문헌에	보고된	

미처치	환자의	평균운반기간보다	훨씬	낮은	것이며,	azithromycin	추가는	바이러스	

방역에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음.

분류 치료제	개발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20.	/	879

2019-nCoV 
스파이크 당단백질(S)의 
삼량체(trimer) 
구조를 결정

31

제목
융합전	형태에	있어서	2019-nCoV	스파이크의	초저온전자현미경(Cryo-EM)	구조

Cryo-EM	Structure	of	the	2019-nCoV	Spike	in	the	Prefusion	Conformation

1저자	소속기관(국가)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SA)

주요내용

백신,	치료항체,	진단제	개발의	핵심	표적인	2019-nCoV	스파이크	당단백질(S)의	

삼량체(trimer)	구조를	결정함.	3가지	수용체	결합	도메인(RBD)	중	하나가	수용체	

접근가능형태로	회전한다고	밝히고,	2019-nCoV	S가	SARS-CoV의	S보다	ACE2와	

친화성이	높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규명함.	또한	기존에	알려진	SARS-CoV	RBD-

특이항체가	nCoV-2019	S	단백질에는	적절히	결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기	두	개의	

바이러스	RBD	간에	항체	교차반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제시함.

분류 변이연구	및	백신개발

DB	/	등록일	/	Altscore bioRxiv	/	2020.02.15.	/	660

8배 고친화도(HBA) 
CD4 T-세포 에피토프 
확인

32

제목

신규	인간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의	교차	종	진화	고찰	및	백신	개발을	위한	

면역결정기	규명

Insights	into	Cross-species	Evolution	of	Novel	Human	Coronavirus	2019-nCoV	

and	Defining	Immune	Determinants	for	Vaccine	Development

1저자	소속기관(국가)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SA)

주요내용

백신개발을	위해	2019-nCoV	유전체	진화와	펩타이드	후보	잠재성을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임.	구조단백질	스파이크(S),	막(M)은	광범위한	돌연변이를	보인	반면,	외피(E)와	

뉴클레오캡시드(N)	단백질은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2019-nCoV	스파이크	

단백질은	SARS-유사	박쥐-SL-CoVZC45/2017에	비해	39개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삽입을	가진다고	밝힘.	8배	고친화도(HBA)	CD4	T-세포	에피토프를	확인하고,	

이	면역우세	에피토프가	서브유닛	CoV	백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봄.	인체	숙주로의	

바이러스	진입과	새로운	병원성	CoV	균주	출현을	막기	위해서도	생육동물시장에서	CoV	

균주의	지속적	감시가	필요함을	강조함.

분류 변이연구	및	백신개발

DB	/	등록일	/	Altscore bioRxiv	/	2020.02.04.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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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치료의 가능성 33

제목

중증	COVID-19	환자에	있어서	회복기	환자의	혈장치료	가능성:	파일럿	시험

The	feasibility	of	convalescent	plasma	therapy	in	severe	COVID-19	patients:	a	

pilot	study

1저자	소속기관(국가) 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Ltd	(China)

주요내용

실시간	바이러스	RNA	테스트로	확진된	COVID-19	중증환자	10명에	대해	최근	

회복된	공여자로부터	받은	회복환자의	혈장(CP)	200ml를	항바이러스제에	추가해	

1:640	이상의	중화항체가로	주입한	연구내용임.	CP	주입후	중화항체	레벨은	5명에서	

1:640까지	빠르게	증가하였고,	나머지	4명도	고농도	유지.	임상증상은	3일	이내	

산화헤모글로빈	포화도	증가와	함께	유의하게	개선.	백혈구	증가,	C-반응성단백질	

감소	등	수혈전에	비해	파라메터	개선을	보였고,	방사선시험에서는	7일	이내	폐병변	

흡수도가	다양하게	나타남.	이전	바이러스감염이	있던	7명	환자에서	주입후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음.	CP치료가	중증	COVID-19	

경우에		바이러스혈증을	중화함으로써	비교적	안전하게	임상개선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CP치료의	임상적	장점	이외에	적정량과	주입시간에	대해	보다	큰	규모의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	제시함.

분류 치료제	개발

DB	/	등록일	/	Altscore medRxiv	/	2020.03.23.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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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연구환경의	디지털화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생

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실시간	개방과	공유,	협력과	소통으로	연구생태

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전	세계	연구자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펼치

는	많은	연구	활동에는	이러한	달라진	연구문화와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에서도	최근	한	출연연25)이	바이오아카이브(bioRxiv)에	공개된	코로나19	스

파이크	단백질의	구조정보	파일을	저자로부터	전달받아	중화항체	개발에	성공한	

바	있음.

▶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맞물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움직임

이	아카이브라는	온라인	연구논문	공유플랫폼을	통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

운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는	연구생태계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린	아카

이브의	코로나19	논문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개괄적으로	분석

하였음.

▶  아카이브에서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연구들은	주로	중국	연구자들을	중

심으로,	특히	역학과	임상	연구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미충족	수요가	높은	

치료제나	백신	개발	영역은	비중은	아직	낮은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러스	유전체나	역학특성	연구,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연구에도	빅데이터,	딥러

닝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첨단기술의	접목이	증가하는	추세임.	

▶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알트메트릭	분석에서는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과

학탐구적	니즈가	반영돼	역학특성	연구주제가	과반수가	넘는	높은	비율의	관심도

를	보임.	앞서	과학계량학적	분석에서	많이	나타난	임상특성연구에	비해	알트메트

릭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남으

로써	실제	진행되는	연구	현상과	대중의	관심분야의	차이를	알	수	있었음.

25)  한국화학연구원 CEVI(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 bioRxiv에 공개된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정보 파일을 저자로부터 전

달받아 생물정보학 분석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화항체 2개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

후군) 중화항체 1개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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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브는	전문가들에	의한	피어리뷰	검증을	거치지	않은	논문이므로	과학적인	

완결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인용	등	정보를	취하는	데에는	분명	주

의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더불어,	코로나19의	발병	기간이	짧고	따라서	축적된	관련	논문이	아직	많지	않은	

만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반적인	질환대응	연구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신뢰성이	답보되지	않은	아카이브	데이터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분명	한

계를	지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현재	가장	뜨겁게	움

직이고	있는	온라인	연구현장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역학분

야	초기연구들에	대한	개략적인	R&D	동향을	요즘	가장	핫한	개방된	연구	환경에

서	빠르게	파악해	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봄.	

▶  향후	보다	축적된	코로나19	관련	논문	데이터를	가지고	아카이브의	속성에	따른	

기존	출판	데이터와	비교	등	확장된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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