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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스-CoV-2 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연 진화 혹은 

실험실에서의 연구개발이다. 우리가 앞서 발표했던 ‘자연진화보다 실험실에서 정교한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이한 성질 그리고 묘사되는 

합성방법’ 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검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의 연구논리는 여전히 약화되거나 희석되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연기원 이론이 여전히 대유행 발병 후 발표된 몇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바이러스(RaTG13 박쥐코로나바이러스, 

일련의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 RmYN02 박쥐코로나바이러스)의 서열은 사스-CoV-2 와 높은 

기원 동일성을 갖고 있어 사스-CoV-2 자연진화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로를 구축했다. 

이러한 바이러스 구조의 폭로는 자연 유래 이론을 근거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또한 

SARS-CoV-2 가 실험실 개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시켰는데, 이는 우리가 앞서 제기한 

인민해방군(PLA) 실험실이 보유한 바이러스 틀을 이용해 약 6 개월 안에 

(코로나바이러스를)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검증되었다. 사스-CoV-2 의 진실한 기원을 

데이터 조작으로 덮는 것은 실험실 개조가 단순한 기능 증강 연구가 아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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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과학적인 사기의 규모와 조화성은 학술연구와 공중위생 분야의 부패 정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부패의 결과는 과학계의 평판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의 복지에도 피해를 

입혔다. 

중요한 것은 사스-CoV-2 가 PLA 가 정한 생물무기 기준에 부합하지만, 그것의 영향은 

일반적인 생물무기에 대한 구상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런 무기화된 병원체를 누출한 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스-

CoV-2 를 무제한 생물무기로 정의했고, 현재의 대유행은 무제한 생화학무기전쟁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또한 혐의가 있는 정부와 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이 세계에 잔인한 공격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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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스-CoV-2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자 COVID-19 대유행 병원체이다. 그것의 큰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사스-CoV-2 의 기원은 그동안 큰 논란이 돼 왔다. 우리 앞서 

발표했던 ‘자연진화보다 실험실에서 정교한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이한 성질 그리고 묘사되는 합성방법’이란 첫번째 논문에서 우리의 

생물학적 증거와 심층 분석을 통해 사스-CoV-2 는 중국 공산당(CCP) 정부가 통제하는 

군사연구실험실이 보유한 바이러스(ZC45/ZXC21)를 이용해 개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이전의 분석에서 아직 완전히 묘사되지 않은 것은 전염병이 발생한 후에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는 실험실이 발표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부 내용
1
이다. 

2020 년 이전에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CoV-22,3
와 90% 이상의 서열이 동일하지 

않지만, 최근 발표된 신종 동물 코로나바이러스(RaTG13 박쥐코로나바이러스
4, 일련의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
5-8, RmYN02 박쥐코로나바이러스

9)는 모두 사스-CoV-2 와 90% 이상의 

서열을 동일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스-CoV-2 바이러스는 진화의 공백을 메우고 사스-CoV-

2 의 자연 기원
10-12 이론을 뒷받침하는 기초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전자 및 기타 분석을 제공하며, 이 분석은 최근의 연구 결과
13-21

과 결합하면 이러한 신종 

동물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며 유전자 서열은 조작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한다. 

 

1. RaTG13 바이러스는 사기성이 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 

2020 년 2 월 3 일 스정리 박사와 동료가 네이처 메디컬 저널에 '박쥐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폐렴 발생(1 월 20 일 제출한 원고) 4 '이란 

제목의 논문은 사스-CoV-2 가 현재 알려진 COVID-19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하나로 

최초로 확인됐다. 이 논문은 또 사스-CoV2 의 게놈 서열 96.2%와 같은 RaTG132
라는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도했다. RaTG13 과 SARS-CoV-2 의 진화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은 

서열상 높은 동일성이 사스-CoV-2 의 자연적인 기원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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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발견으로 인해 이 논문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출판물 중의 하나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장용전 박사(Dr.Yong-Zhen Zhan Zhang)와 그의 

동료가 같은 네이처 찹치에 게재한 논문에서 사스-CoV-2 가 COVID-19 를 일으키는 중요한 

병원체라고 보도했지만 인용된 횟수는 훨씬 적다는 점이다
2. 나중에 발표한 글에서는 

RaTG132 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장용전 및 동료들은 진화적으로 보면 사스-CoV-

2 가 ZC45 및 ZXC21 라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장 가깝다고 밝혔다. 이 두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산당이 통제하는 군사연구실험실에서 발견해 감정한 것이다
3. 이 논문이 

발표되자 장 박사의 실험실은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폐쇄됐다
22. 

RaTG13 바이러스 발표 이후
4, RaTG13 바이러스는 이미 사스-CoV-2 가 자연 기원라는 

이론의 기초 증거가 되었다
10. 그러나 생체 바이러스나 RaTG13 의 완전한 게놈이 

분리되거나 복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계에 RaTG13 이 존재하는 유일한 증거는 

게놈뱅크에 발표된 게놈 서열뿐이다. 

1.1 GenBank 에 올린된 RaTG13 의 서열은 조작된 가능성이 있다 

바이러스 게놈 서열을 GenBank 에 성공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제출자가 작성된 

게놈서열(문자 전용)과 원시서열 판독치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후자는 품질 관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원시 게놈 판독치를 완전하게 조립하기 위해 많은 작업을 

필요하기 때문에 업로드된 바이러스 게놈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관리 수단이 없다. 따라서 게놈(GenBank 유전자저장고)에 있는 항목 중 하나가 제대로 

조립된 바이러스 게놈의 서열 및 관련 시퀀싱 판독의 존재와 같지만, 이 바이러스 게놈의 

정확성 또는 실제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바이러스 RNA 게놈을 측정하는 첫 단계는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RT-PCR)을 사용해 

증폭시켜야 한다. 이중 가닥 DNA 인 RT-PCR 의 산물은 이후 염기서열 분석을 위해 보내질 

것이다. 각각 게놈의 한 부분의 순서를 이상적으로 드러내는 결과 순서 판독은 연구 중인 

바이러스의 게놈을 조립하는 데 사용된다(그림 1A). 일반적으로, 게놈의 일부 부분은 초기 

배열 순서에 의해 덮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간극을 메워 부족한 부분을 특이성을 

증폭시킨 뒤 DNA 산물을 측정한다.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해 완전한 게놈을 조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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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까지는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심도 있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잠재적 사기의 여지가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GenBank 에서 RNA 

바이러스 게놈을 조작하려고 한다면, 그는 아래의 단계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컴퓨터에 

게놈 염기서열을 만들고, 그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합성된 게놈 분열을 가지고 PCR 을 통해 

각 DNA 분열을 증폭시킨 다음, PCR 산물(진정한 염기서열 표본을 모방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숙주로부터 파생된 유전물질과 혼합될 수도 있음)을 보내 염기서열을 

분석한다(그림 1B). 획득한 원시 판독치는 만들어진 게놈 서열과 함께 게놈 

라이브러리(GenBank)에 한 조목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 항목이 완성되면 해당 

바이러스의 자연적 존재 증거로 인정받게 된다. 분명히 계획이 잘 되면 바이러스 게놈 

서열과 그 GenBank 항목은  조작될 수 있다. 

 

 

 

그림 1. 코로나바이러스 게놈의 측정 절차와 조립 절차에 대해 설명. A. 정상적인 절차. B. 

바이러스의 게놈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한 경로. 먼저 게놈 서열을 만들고 그의 지도에 따라 

원시적인 서열 판도치를 얻다.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RaTG13 의 완전한 게놈 서열이 먼저 2020 년 1 월 27 일 젠뱅크에 제출됐다. 원시 시퀀싱 

판독치는 2020 년 2 월 13 일에 공개되었다(NCBI SRA: SRP249482). 그러나 완전한 유전자 

조합의 조립에 필수적인 갭을 메우기 위한 측정 데이터는 2020 년 5 월 19 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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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됐다(NCBI SRA:SRX8357956). 공개하는 시기와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이상하고 

의심스럽다. 

RaTG13 의 원시 시퀀싱 판독치는 여러 가지의 비정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6,21. 

샘플은 분뇨의 면봉으로 묘사되지만 다른 면봉 샘플이 시험될 때, 특히 세균의 농도가 

70~90%인 경우
16,21. 원시적인 시험편중 0.7%만이 세균부분이다. 또한, 식별 가능한 구역의 

어떤 측정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읽기는 진핵 서열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분뇨 교차 파생 

샘플의 측정 순서에서도 매우 예사롭지 않다
16. 이들 진핵 조각 중 30%의 서열이 박쥐가 

아닌 여우, 과일박쥐, 다람쥐 등 다양한 동물에서 나왔다. 이러한 이상한 특징들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원시적인 측정 순서가 비정상적인(정상 경로와 다른) 경로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보여준다(그림 1). 

스정리 박사의 말에 따르면 원본 샘플은 다 썼고 샘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돌려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RaTG13 서열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정보는 초기에 바이러스학자들의 핵심 서클에 알려졌고 이들이 

분명히 받아들여졌다. 불과 몇 달 뒤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 소장 왕옌이(王延轶) 

박사가 2020 년 5 월 23 일 한 TV 인터뷰에서 이 정보를 공개했다
23. 스정리 박사는 2020 년 

7 월 Science 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24. 

그러나 스정리가 발표했던 조작절차 준칙
25

을 보면 분뇨 교차 샘플이 다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다. 이 조작절차 준칙에 따르면, 분뇨 면봉 샘플은 바이러스 운반체 

매체 1ml 와 와 섞은 뒤 채취한 청액을 수거한다. 청액의 140 ul 마다 60 ul 의 RNA25 를 

추출할 수 있다
25. 후속 절차인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T-PCR)의 경우 반응당 5ul 이라는 

핵산(RNA)이 함유된 용액만 필요하다
25. 따라서, 한 개의 분뇨 면봉 샘플에서 최소 80 번의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을 수행할 수 있다 ([1000/140] x 60/5=86). 이는 1 차 시험과 

후속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의 추가 누락 테스트에 필요한 양에 충분한다. 스정리 박사가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양은 일정 횟수의 생체 

바이러스 분리는 충분히 가능한다. 24 

그러므로 RaTG13 바이러스와 그것의 공개된 순서는 의심스럽고 조작의 흔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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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aTG13 과 관련된 다른 의혹 

RaTG13 은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 출신인 스정리 박사가 올렸기 때문이며
4 스정리 

박사는 미국 미생물학회의 연구원이자 중국공산당에서 가장 성공한 바이러스학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녀가 집필하고 최고의 저널 네이처에 게재하여 동행평가를 거친 논문은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인들이 RaTG13 이 진짜로 자연계에서 생겨난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이론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RaTG13 은 발표 직후부터 사스-CoV-

2 가 자연 유래 이론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그러나 1.1 절에 밝혀진 것처럼 올린된 RaTG13 서열이 이 바이러스가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로 이 서열에 문제가 있고 조작된 흔적이 보인다. 

흥미롭게도 RaTG13 이 사스-CoV-2 의 기원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적고 특히 결정적인 정보(샘플채취 

위치와 날짜, 과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발표 등)가 부족한다:“이후 

박쥐코로나바이러스인 RaTG13(BatCoV RaTG13)이 RNA 에 의존하는 RNA 중합효소(RdRp)의 한 

단편은 2019-nCoV 의 서열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단편은 이미 

윈난성(雲南省)에서 발견된 중간관박쥐(Rhinolophus affinis)에서 검출되었다. 우리는 이 

RNA 샘플(GISAID 접근 번호 EPI_)에 대해 full-length sequencing 했다. ISL_402131). 

Simplot 분석 결과, 2019-nCoV 는 게놈 전체에서 RaTG13(그림 1c)과 매우 유사했으며, 총 

게놈 서열 유사성이 96.2%에 이른다.” 4
국가생물기술정보센터(NCBI)가 제공하는 RaTG13 의 

출처(GenBank 등록번호 MN996532.1)에서만 원본 샘플이"2013 년 7 월 24 일에 수집된 분뇨 

면봉에서 나온다" 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이 서열을 살펴보면 RaTG13 이 박쥐코로나바이러스(RaBtCoV/4991) 440 bp(염기쌍) 

위점의 중합효소유전자(RdRp) 단편에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동일성이 100%에 이른다. 

RaBtCoV/4991 은 스정리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해 2016 년에 발표했던 것이다
26. 2016 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당시 RaBtCoV/4991 바이러스의 중합효소(RdRp)인 440 bp(염기쌍) 

위점의 단편만 검측했다. 업계에서는 RaBtCoV/4991 과 RaTG13 사이의 유전자 단편이 100% 

동일성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두 명칭이 동일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것인지 규명할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스정리 박사는 몇 달동안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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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지도 않고 있었다. 결국 생태건강연맹 회장 겸 스정리의 장기 파트너인 Peter 

Daszak 씨가 RaBtCoV/4991 을 RaTG1327 이라고 주장했다. 

RaBtCoV/4991 은 중국 윈난성(云南省)에서 발견된 것이다. 2012 년 윈난(云南) 

무장(墨江)의 한 갱에서 광부 6 명이 박쥐 분뇨를 치운 뒤 심각한 폐렴에 걸려 , 이후 

광부 3 명이 숨졌다
28,29. 당시에 사스와 유사한 박쥐코로나바이러스가 사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됐지만 임상 샘플에서 분리되거나 검출되지는 않았다
30. 마찬가지로 

생체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상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 황금 표준이다
30. 따라서 광부 사망 원인에 대한 여전히 

답이 없다
31 . (제 1.6 절에 제공된 광부 사례, 무장 광부 사망 원인 가설의 상세한 분석.) 

비록 진단 실패했지만 이런 미지의 병인이 중국공산당 바이러스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3 개의 독립적인 팀은, 석정리 박사의 팀을 포함하여, 이 갱도를 총 6 차례 

조사했다
26,28,31. 특히 스정리 팀은 440 bp(염기쌍)의 식별 유전자 서열(RdRp)의 단편적 

측정을 통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찾았다. 이것은 스정리 팀이 관찰 연구에서 

늘 따랐던 일반적인 절차다. (우리의 첫 번째 논문 2.1 절에 제시했듯이, 이 식별 유전자 

서열(RdRp) 단편은 시스템의 진화 분석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 약물 

연구에도 매력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이 독특한 식별 유전자 서열(RdRp)은 아마도 일부러 

사스-CoV-2 게놈에 통합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검출된 수많은 코로나바이러스 중 

RaBtCoV/4991 만 사스와 관련된 B 속인 β 코로나바이러스인것 같다. 

RaTG13 보고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혹이 있다. 

 

우선 RaBtCoV 4991 의 전체 게놈 측정을 2020 년까지 미루지 말아야 한다. 스정리 팀이 

사스와 같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음을 감안하여 RaBtCoV / 4991 은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또 광부의 사망은 이 유전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스정리 팀은 RdRp 의 440bp (염기쌍)부분만 염기서열화하는 것에 만족하고 돌기 유전자의 

수용체 결합 모티브(RBM) 인코딩 영역의 염기서열을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실제로 440 bp(염기쌍) 지점을 식별하는 유전자 서열(RdRp) 단편 계측을 통해 사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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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스정리 팀은 돌기 유전자를 측정하는 

등 시도는 했지만
25,32 그러한 노력의 성공은 샘플의 품질 저하로 인해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2020 년 네이처에서 스정리와 동료들은 짧은 식별 유전자 

서열(RdRp) 단편에서 RaTG13 과 사스-CoV-2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하고나서 2020 년에 전체 

유전자 서열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4. 만약 정말 그렇다면, 샘플의 

질이 나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RaBtCoV/4991 의 전체 게놈에 대한 테스트의 

기술적 장애가 없다. 스정리 팀이 이 같은 RaBtCoV/4991 바이러스를 연구한 명백한 동기 

및 7 년(2013220 년) 동안 게놈을 측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쉽게 설면 수가 없다. 

그러나 2020 년 6 월 흥미로운 폭로가 벌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된 

RaTG13 의 원시 시퀀싱 리드의 파일 이름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시퀀싱 실험이 

2017 년과 2018 년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33. 이 폭로에 대한 반응으로, 스 박사는 

Science24
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네이처

4 에서의 그녀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며, RaTG13 의 

완전한 게놈의 염기서열이 2018 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림 2. 스정리 박사는 2013 년부터 2018 년 사이에 저명한 저널에서 SARS 의 

수용체결합기서(RBM)(위 사진)와 RaTG13(빨간색 화살표)을 박쥐관상바이러스의 

수용체결합기서(RBM)와의 시퀀스를 비교한다
25,32,34.

. 스정리는 위쪽에 아미노산의 위치를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 ACE2(hACE2) 수용체와 결합하는 데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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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32

. MultAlin 웹서버(http://multalin.toulouse.inra.fr/multalin/)를 

이용해 비교한다. 

둘째, RaTG13 은 보고된 순서에 의해 제안된 바와 같이 주목할 만한 

수용체결합기서(RBM)을 갖고 있으며, 스정리 팀은 이를 발표하는 것을 2020 년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사스와 유사한 β 코로나바이러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돌기 단백질 내 

수용체결합기서(RBM)입니다. 숙주인 ACE2 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전담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잠재력이 결정된다. 수용체결합기서(RBM) 역시 가장 가변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로 건너갔을 때 강한 선택성이 갖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수용체결합기서(RBM)에 대한 서열비교를 통해 RaTG13 바이러스가 사스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박쥐 코로나비루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2). RaTG13 수용체결합기서(RBM)는 사스를 완전하게 참조할 뿐만 아니라 

5 개의 스정리 박사가 인간 ACE2(hACE2)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핵심 잔기를 

훌륭하게 보존하고 있다
32.(그림 2: 잔여물을 붉은 글씨로 표시된다) 

 

472 절점에서 RaTG13 은 유일하게 사스와 마찬가지로 루신(L) 잔류물을 공유하는 유일한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이며, 나머지 4 개의 주요 잔류물은 두 바이러스 사이에서도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Rs3367 과 SHC014 와 관련된 유사한 보존 

모드가 2013 년에 이들은 네이처에 발표한 글에서 이미 밝혔다
32. 또 수용체결합기서열 

'포착력'이 적은 바이러스도(갭이 크고 주요 잔류물 보존 상태가 불량한 경우, 그림 2 의 

서열의 하부) 스정리 박사에게 2013~2018 년 다른 최고급 바이러스 간행물에 발표했다
25,34. 

따라서 RaTG13 의 게놈 서열이 2018 년 이후 발견되면 2012 년 광부 사망과 연관성이 

있고 사스(SARS)와 같은 우려되는 RBM 바이러스가 2 년 동안 발표 없이 방치된 가능성은이 

낮다. 최근 이와 일치된 연구은 RaTG13 수용체결합역(RBD)이 인간 ACE2 수용체와 (공개된 

서열에 유전자 합성을 하여서 생겨나다) 결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35. 

셋째, 스정리 팀은 RaTG13 에 대한 후속 작업을 보고한 바가 없다. SARS 와 유사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획득한 후 스정리 팀은 이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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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런 연구 활동의 패턴은 이미 

흔히 볼 수 있다
25,32,36-39. 그러나 RaTG13 이 흥미로운 RBM 을 보유하고 있고 SARS-CoV-2 와 

진화적으로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패턴은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정상적인 연구 활동과 논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조정이나 해석이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것들은 아마도 RaTG13 보고에서 고의로 핵심 정보를 누락시킨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4. 

생물학 연구 출판물의 경우, 저자들이 아무런 예고나 설명 없이 이전에 발표된 

바이러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작가들이 자기 출판물을 인용하지 않고 이 

출판물에서 같은 바이러스를 묘사하고 보고하는 것도 비윤리적이다. RaTG13 의 발견이 

SARS-CoV-2 의 출처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RaTG13 의 보고에 대해서 

스정리와 동료들의 규범위반은 특히 심각한다고 본다. 연구발표 당시 사스-CoV-2 는 우한 

시에서 이미 많은 사망자를 냈고,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스 박사는 2020 년 7 월 31 일 사이언스에서 스박사는 오래 지연된 대답을 했으며 명칭 

변경에 대해 논평을 내고 명칭을 RaTG13 으로 변경하는 것은 샘플 수집 시간과 장소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TG=동관 通关；13=2013.）그러나 그러한 의도는 왜 

RaBtCoV/4991 의 이전 이름이 2020 년 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지
4, 그리고 왜 

RaBtCoV/4991 이 처음 보도된 2016 년 자체 간행물을 인용하지 않았는지를 증명하지는 못할 

것 같다
26. 스정리 박사 최근의 해명은 이들이 생물연구보고 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므로 RaTG13 의 보도에 일련의 의문점이 있다. 과학출판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퀀싱 날짜 설명의 불일치, 2018 년 발표된 게놈의 계측과 2020 년 발표된 게놈 

시퀀싱 간의 모순 등, 2020 년 이 바이러스가 뚜렷한 RBM 을 갖고 있으며 폐렴 관련 사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문점 외에 절묘한 발표 시기, 보고된 서열과 원시 염기서열 

판독에 대한 논쟁성, 그리고 독립적인 검증을 위한 샘플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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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은 자연에 RaTG13 바이러스의 실제 존재와 보고된 유전체 

서열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는 정당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RaBtCoV/4991 바이러스와 

RaTG13 이 동일하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1.3 RaTG13 가 사기성이 있다는 유전적인 증거 

관련한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 특히 돌기 유전자의 서열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이 

증거를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각 유전자의 동의어와 비동의 돌연변이에 대해 두 개의 

바이러스를 비교했고, 두 쌍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비교했다. 첫 번째는 

박쥐코로나바이러스 ZC45 와 ZXC21 이다. 두 번째는 사스-CoV-2 와 RaTG13 이다. 두 

바이러스를 비교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ZC45 와 ZXC21 은 사스-CoV-2 의 게놈 서열 

일치성이 각각 89%로 나타나며 사스-CoV-2 및 RaTG13 과 가장 비슷하다. 둘째, ZC45 와 

ZXC21 은 97%가 동일하고, SARS-CoV-2 와 RaTG13 은 96%가 동일한다. 

각 사례의 시퀀스 서열 일치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서열 일치성이 높다는 것은 각 

쌍의 바이러스에서 서열 차이가 진화 과정에서 무작위 돌연변이의 결과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동의와 불의분석이 적절하고, 우발적 진화 사건(재구성)으로 인해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실제로 서열비교는 그러한 경우를 확인한다.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곡선이 매끄러우며 또한 항상 높은 서열의 일치성을 유지한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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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순화 분석에 따르면 두 쌍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높은 일치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A. RaTG13 의 게놈 염기서열은 사스-CoV-2 와의 게놈 서열과의 비교. B. 

ZXC21 의 게놈 서열과 ZC45 의 게놈 서열과의 비교. 

상세한 동의성(녹색곡선)과 비동의성(적색곡선) 분석은 그림 4 와 같다. 각 유전자에 

대해, 코돈을 순차적으로 분석할 때 동의성 돌연변이와 비동의성 돌연변이의 축적 상태가 

설명된다. 돌기 유전자에 대해서는 ZC45 와 ZXC21 사이에 동의성/비동의성의 비율이 

5.5:1 이다(그림 4A 좌쪽, 94 개 동의성돌변, 17 개비동의성돌변). 특히 두 곡선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이들 도형은 이 B 시리즈의 베타코로나 바이러스 아군의 

진화 과정에서의 무작위 돌연변이에 따른 진화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스-CoV-2 와 RaTG13 의 돌기 유전자에 대한 같은 분석은 다른 결과가 드러냈다. 

(그림 4B 오른쪽). 전체적인 동의성/비동의성 비율은 비슷한 5.4:1(221 개의 동의성 

돌변과 41 개의 비동의 돌변)이지만, 두 곡선 사이의 동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열의 

후반부에서, 즉 너비가 700 여 개의 코돈(2,100 개의 뉴클레오티드)를 넘어 동의성 곡선이 

계속 크게 올라갈 때 비동의성 곡선은 평탄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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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구역의 동의성 및 비동의성 돌연변이(SARS-CoV-2 돌기 유전자의 잔류물 684-1273 에 

대응)를 계산하면 ZC45 와 ZXC21 사이에 총 27 개의 동의성 돌연변이와 5 개의 비동의성 

돌연변이가 있어 5.4:1 의 동의성/비동의성 비율을 나타났다. 반면, 같은 S2 구역의 경우, 

사스-CoV-2 와 RaTG13 사이에 총 88 개의 동의성 돌연변이와 2 개의 비동의성 돌연변이가 

있어,동의성/비동의성 비율이 44 대 1 로 나타났다. 표 1 은 S2, 전체 돌기 유전자 및 기타 

대형 바이러스 단백질(Orf1a, Orf1b 와 핵물질 Nucleocapsid)의 동의성/비동의성의 비율을 

요약했다. 두 그룹 간의 다른 모든 단백질에 대해 비교가 될 수 있지만, S2 단백질에 대한 

비율은 현저하게 다르다. 

 



 

 15 / 56 

 

 



 

 16 / 56 

 

그림 4. 비교를 통해 RaTG13 과 사스-CoV-2 돌기 단백질에서 동의성 및 비동의성의 돌연변이의  

비정상적인 분포가 밝혀졌다. 대형 바이러스 단백질에 밀접하게 연관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의 

동의성와 비동의성의 돌연변이를 분석했어: A. 돌기 단백질(Spike), B.Orf1a 단백질, 

C.Orf1b 단백질과 D. 핵단백질(N 단백질)이다. 각 패널에서 왼쪽 그림은 두 개의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ZC45(MG772933)와 ZXC21(MG772934)의 비교인 반면 오른쪽 그림은 사스-CoV-

2(NC_045512)와 RaTG13(MN996532)의 비교인 것이다. 각 그림에서는 동의성 돌연변이(녹색 곡선), 

비동의성 돌연변이(빨간 곡선), 누적 증가 삭제가 (파란 곡선). 각 그림에서는 동의성 

돌연변이(녹색 곡선), 비동의성 돌연변이(빨간 곡선),및  프레임 내 누적 증가 삭제가 (파란 곡선) 

표시된다. EMBOSS Needle 을 사용하여 초기 시퀀스 기준을 완료하고, www.hiv.lanl.gov 에서 

코돈의 비교를 진행한다. 동의성 및 비동의성 분석은 역시 www.hiv.lanl.gov40
에서 SNAP 를 사용해 

이뤄졌다. 

표 1. 서로 다른 바이러스 단백질에서 관찰된 동의성/비동의성 돌연변이의 비율 

Protein  ZC45 vs. ZXC21  SARS-CoV-2 vs. RaTG13  

S2  5.4:1  44.0:1  

Spike  5.5:1  5.4:1  

Orf1a  2.7:1  5.0:1  

Orf1b  7.1:1  10.8:1  

N  4.3:1  6.8:1  

 

상세한 Orf1a, Orf1b 와 N 단백질에 대해 상세한 동의성과 비동의성의 분석은 그림 4B-D 와 

같다. 특히 돌기 단백질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하게 ZC45 와 ZXC21 비교에서 Orf1a 단백의 

두 곡선 사이의 대략적인 동기화가(4B 좌측 그림) 관찰되지만, 사스-CoV-2 와 RaTG13 

비교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4B 오른쪽 그림) 

S2 단백질은 돌기 단백질의 트리머 형성을 유지하며 연속적인 분열을 통해 

융합펩타이드가 드러내 매개도막 융합과 세포진입이 이루어진다. S2 단백질이 S1 보다 

진화적으로 더 보존되어 있지만, 매우 높은 동의성/비동의성 비율에 의해 이루어진 S2 의 

극도로 높은 정화 압력은 비정상적이다. 실제로 Orf1b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가장 

보수적인 단백질이지만 사스-CoV-2 와 RaTG13 을 비교할 때 동의성/비이성의 비율은 

10.8:1 에 불과해 S2 단백에서 관측된 44:1 비율보다 훨씬 낮다.(표 1) 게다가, RaTG13 과 

http://www.hiv.lanl.gov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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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CoV-2 는 감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두 바이러스를 비교할 때 S2 단백질의 정제 

선택은 예기치 않다. 

 

 

그림 5. 무작위로 선택된 20 개의 사스-CoV-2 시퀀스에서 정제 선택을 대신에 돌기 

단백질의 양성 선택이 관찰되었다. GenBank 등록번호는 그림 6 과 같다.바이러스 수집 

날짜는 2019 년 12 월부터 2020 년 7 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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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작위로 선택된 20 개의 사스-CoV-2 서열의 S2 단백질(684-1273)에서 5 개의 아미노산 

돌연변이가 관찰된다. 그들은 829, 1020, 1101, 1176, 1191 위치에 있다. 분리된 주의 GenBank 

등록번호는 국가명 뒤에 시퀀스 이름을 붙인다. 

이와 같이 무작위로 선택된 20 개의 사스-CoV-2 시퀀스의 돌기 단백질에 대한 

동의성/비동의성에 대한 분석은 지난 8 개월간의 감염병 중 S2 단백질이 정제 선택이 아닌 

양성선택에 처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5）. 이들 20 개의 사스-CoV-2 분리주에 대해 

S2 단백질 5 개의 다른 위치에서 아미노산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또한, 최근 한 연구에서 

사스-CoV-2 게놈 2954 개를 분석한 결과에서 S2 단백질의 25 개 위치에서 돌연변이가
41 

관찰돼 S2 단백질이 아미노산 돌연변이에 견디고 S2 단백질이 고순화 압력을 관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사스-CoV-2 와 RaTG13 이 S2 단백 분야에서 발견한 

동의성/비동의성 비율이 44: 1 에 달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표 1) 분명히 자연진화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찰 결과에 대한 논리적 해석은 사스-CoV-2 와 RaTG13 은 자연진화를 통해 

서로 결합할 수 없으며 최소한 하나는 인공적으로 합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개가 

자연진화의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아닐 것이다. 혹은 모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RaTG13 이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라면 사스-CoV-2 는 인공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스-CoV-2 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RaTG13 의 보고에 앞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현실이다
4. 이 같은 결론은 RaTG13 이 인공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하며, 이는 

대다수가 보유한 이 바이러스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서열이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회의론과 일치한다. 

물론, 나머지 가능성은 사스-CoV-2 와 RaTG13 둘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조작된 서열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전체 서열 96.2%의 동일성을 달성하기 위해 RaTG13 게놈의 서열은 사스-CoV-2 서열을 

약간 수정하여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 동안 인코딩된 RBM 은 ACE2 와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S1/돌기 단백의 R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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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대해 많은 편집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스-CoV-2 와 너무 유사한 RBM 은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 하면: 1）RaTG13 은 기능 증강 연구의 산물로 여겨질 수 있다. 돌기 

단백/RBM 는 ACE2 수용체와 hACE2 수용체와의 동질성이 있는 환경에서 먼저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숙주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은 것이다. 또 RBM 의 서열을 수정하는 것도 

유익하며 그렇지 않으면 RaTG13 이 사스-CoV-2 처럼 효과적으로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어 

실험실 유출 우려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RBM 구역에 많은 

비동의성 돌연변이가 도입되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ORF/단백질 측면에서 항상 동의성/비동의성 분석을 사용하여 

바이러스의 진화사를 표징하는 것이다
42-44. RBM 을 편집하는 동안 이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는 전체 돌기 단백질에 대해 적절한 동의성/비동의성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려면 전문가가 돌기 단백의 S2 부분에서 비동의성 

돌연변이의 수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곡선을 서로 맞히게 

만들었다(그림 4A 오른쪽). 

 

1.4  RaTG13 의 수용체 결합 구역(RBD)은 관박쥐의 ACE2 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RaTG13 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서열이 조작됐다는 결론과 일치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RaTG13 수용체 결합 구역에는 두 종류의 관박쥐, 즉 

큰귀박쥐(Rhinolophus macrotis)와 꼬마관박쥐(Rhinolophus pusillus) 45
의 ACE2 수용체가 

결합되지 않는다. 관박쥐(Rhinolophus afffinis, RaTG13 숙주로 알려져 있음)의 ACE2 

수용체가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지만, 관박쥐의 ACE2 와 근친박쥐의 ACE2 의 차이가 

크지 않아, RaTG13 수용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결과는 RaTG13 이 관박쥐를 감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이 바이러스가 관박쥐에서 검출되고 발견되었다는 스정리와 동료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것도 위의 결론과 일치되며 즉, RaTG13 의 게놈 염기서열은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컴퓨터로 편집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유전자 서열로 시사된 RBM/R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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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체 결합 서열이나 수용체 결합구역이 숙주라는 ACE2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결론 및 위조 과정의 가설 

결론적으로 본문과 최근 문헌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RaTG13 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서열도 조작됐다는 것이다. 

만약 RaBtCov/4991 바이러스가 RaTG13 과 동일하다면, RaBtCoV/4991 역시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열을 조작하는 실제 과정에서 RaTG13 은 이미 발표된 RaBtCoV/4991 의 짧은 RdRp 

단편들의 서열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2013 년
26
에 

발견된 RaTG13 이 RaBtCoV/4991 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만약 RaTG13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한 직후에 발견되었다고 묘사되었다면, 더 큰 의혹을 받을 것이며, 

왜냐하면 인수공통 바이러스의 진화 기원을 추적하기가 어렵고 보통 수년이나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발표한 보고서
1
의 2.1 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RaTG13 의 조작 및 

사스-CoV-2 의 실험실 제작은 함께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것이다 

440-bp(염기쌍)의 RdRp 세그먼트를 제외하고 RaBtCoV/4991 의 나머지 게놈에 대해 다른 

정보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안전하다. 

1.2 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RaTG13 의 역사를 덮게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예상되는 것은 논문 발표 규범을 

어기면 의문이 제기되거나 해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횟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관리가 쉽다는 것이다. 또한 RaBtCoV/4991 은 그러한 질문 및/또는 요청에 

직면할 때 그들에게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할 것이다. 

RaBtCoV/4991 에서 물려받은 440bp RdRp 서열을 기반으로 구축된 나머지 RaTG13 게놈은 

사스-CoV-2 의 시퀀스를 가볍게 편집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놈 시퀀스가 완성되면 

조작 및 편집된 서열에 따라 DNA 단편을 따로 합성해 중합효소연쇄반응(PCR) 템플릿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증폭된 DNA 를 특정 원재료와 혼합하여 샘플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했다(실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T-PCR 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모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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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 과정은 배설물 면봉에서 추출한 RNA 를 템플릿으로 사용함으로써 진행된 

것이다). 그 후에, 이 샘플은 시퀀싱을 위해 보내질 것이다. 그 후 획득한 원시측정치 

서열을 조작된 게놈 서열과 함께 GenBank 에 올려 RaTG13 게놈의 조목을 만든 것이다. 

1.6 무장 광부 전염경로(MMP) 가설의 치명적인 결함 

최근, 사스-CoV-2 가 2012 년 감염된 무장 광부들의 폐에서 있는 바이러스를 인해 

발생했다는 설이 나왔다
46.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RaBtCoV/4991 바이러스가 실제로 

RaTG13 이며 2012 년 광부들에게 폐렴을 유발한 바이러스였다고 생각한다. 광부들의 

폐에서는 RaTG13 이 바이러스의 대물림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대규모 진화를 일으켰고 결국 

사스-CoV-2 로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수용체 결합역은 강력한 선택을 거쳐 인간 

ACE2 수용체와 잘 결합하게 되었다. 이 밖에 돌기 세포의 S1 과 S2 연결고리에 있는  

'퓨린분절부위'에서 바이러스인 돌기 단백질 유전자와 코리더인 ENaC 단백질의 유전자 간 

재조합을 통해 얻은 것이며, 후자의 유전자는 사스-CoV-2 와 매우 유사한  

'퓨린분절부위'의 서열을 갖고 있다. 이번 대물림의 최종 산물은 사스-CoV-2 이며, 

연구진은 광부의 샘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해 우한바이러스연구소로 가져갔다. 저자들은 

이 가설을 '무장 광부 감염 경로(MMP)' 가설이라고 명명했다
46. 

그러나 이 MMP 가설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첫째, 광부들에게 질병을 일으킨 바이러스성 병원체는 발견되거나 확인될 수 없었다. 

담당의사가 작성한 석사논문에 따르면 2012 년 5 월 15 일부터 5 월 20 일까지 청두 군구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환자 2 명(흉곽과 혈액)의 샘플을 검사했으나 아직 사스 등 의심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30.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를 유발한 폐렴의 임상 진단에 

대해서는 황금기준은 조직검사 및/또는 부검이며 이어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T-

PCR 이나 바이러스 분리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3 차례의 조직검사는 모두 

실패했다
30. 부검을 해 달라는 요청은 사망한 광부들의 가족들에게 거절됐다

30.이런 실패로 

인해, 이 석사 논문은, 또한 나중에 같은 문제를 연구한 박사 학위 논문과 같이(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 할지라도), 모두 이 폐렴의 원인을 미해결 사례로 묘사하였다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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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광부들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는 사스나 사스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지원하지 않는다. 석사 논문에 따르면 광부 2 명의 샘플에 대해 사스 항체 검사를 실시했
30. 

광부 1 명(사례 3, 사망)의 증상 발생 날짜는 2012 년 4 월 13 일 전후였다. 또 다른 

광부(사례 4, 증상이 심하여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2012 년 4 월 16 일경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중난산(钟南山) 박사의 조언에 따라 2012 년 6 월 19 일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항체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험한 두 샘플은 IgM 항체에 대해서만 

양성
30 반응이 나왔으며 양성 IgG 나 총항체

30
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폐렴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라면 2012 년 6 월 19 일 항체검사 했을때 

IgM 과 IgG/전체 항체를 동시에 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IgG/총항체는 훨씬 

풍부하고 더 쉽게 검출될 수 있어야 한다
47. 한편, IgM 의 검사는 종종 가양성 결과를 

초래한다
48..따라서 IgG 가 아닌 IgM 항체만 양성으로 검출됐다는 사실을 (석사 및 박사 

논문에서) 묘사한 결과는 가양성이라는 가능성이 있으며 사스나 사스 같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일으킨 감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나중에 발표한 박사논문과 석사논문이 동일 임상검사에 대한 묘사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핵산 검사를 위해 광부 4 명(인후 면봉과 혈액)의 

샘플을 청두 군구 질병예방통제센터로 보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석사학위 

논문에는 두 명의 광부에게서만 샘플을 채취했다고 기술했다
30. 

 

2. 박사논문은 광부 4 명의 샘플이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실시한 SARS 

항체검사에서 모두 IgG 양성반응을 보인 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석사 논문에는 

2 명의 광부로부터 채취한 샘플만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검사되었으며 두 샘플 

모두 IgM 양성반응 나왔다고 기술했다. 

 

중요한 것은 석사 논문이 6 명의 입원한 광부들의 담당의사가 2013 년 윈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30. 그러나 박사논문은 2016 년 베이징에서 임상기록만에 의하면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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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박사 논문의 저자는 광부의 치료나 묘사된 어떤 검사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31. 

따라서 박사논문의 저자가 자신이 제시한 임상자료를 검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박사논문은 무장 광부 사건에 관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셋째, 만약 2012 년에 이미 사스-CoV-2 가 광부의 몸에 존재했다면, 그때는 전염병이나 

심지어 대유행을 일으켰을 것이다. 사스-CoV-2 의 전염성이 극도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 간호사, 광부 가족 등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 없으면 바이러스에 감염을 피할 수 

없다. 만약 2012 년에 실제로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치사성(집중적 치료를 제공했는데도 폐렴 환자 6 명 중의 3 명이 사망)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다. 

넷째, 1.1~1.5 절에서 제시한 듯이 RaTG13 의 서열은 분명히 조작된 것이며 이 

바이러스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013 년 검출된 RaBtCoV/4991 바이러스는 

보고된 게놈 서열로 정의된 RaTG13 바이러스가 아니다. 샘플의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아직 RaBtCoV/4991 완전한 게놈 서열과 관련된 어떠한 보도도 없다. RNA 의 게놈은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RaBtCoV/4991 바이러스와 사스-CoV-2 는 

높은 동조성이 없다는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20 년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연구에도 불구하고 2020 년 이전에 보고된 바이러스가 사스-CoV-2 와 90% 이상 사열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따라서 RaBtCoV/4991 가 광부의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였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폐에서 사스-CoV-2 로 진화했다는 이론은 

타당성을 훨씬 넘어선다. 

다섯째,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은 숙주세포의 ENaC 단백질을 인코딩하는 유전자와의 

재조합을 통해 S1/S2 연결 고리에서 독특한 퓨린분절부위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ENAC 가 지니고 있는 퓨린분절부위는 사스-CoV-2 와 유사함）. 왜냐하면 

재결합은 두 개의 참여 유전자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염기서열 유사성을 필요하며, 

코로나바이러스 돌기 단백질과 인간 ENAC 사이에는 그러한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조합에 필요한 분자 조건의 기초가 존재하지 않는다. (ENAC 와 

코로나바이러스 돌기 단백질 사이에 재조합은 불가능하지만, 바이러스성 단백질과 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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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의 퓨린분절부위는 동일한 서열을 갖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 그러나 1997 년부터 

알려진
50 ENAC 의 퓨린분절부위

49
의 서열이 사스-CoV-2 돌기 단백에 있는 퓨린분절부위의 

설계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설계는 많은 다른 유형의 세포에서 ACE2 와 

함께 ENAC 가 공동 추출하는 것처럼 정교한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여섯째, 만약 SARS-CoV-2 가 정말로 광부의 폐에서 RaBtCoV/4991 로부터 진화했다면, 

모든 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처럼 보일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사스-CoV-

2 의 자연 유래를 위조하기 위해 RaTG13 과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제 2 부와 제 3 부) 

서열이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가 앞서 보고했듯이, SARS-CoV-2 

게놈중에 존재한 증거는 유전자 조작이 사스-CoV-2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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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발표된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기성이 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비록 RaTG13 이 사스-CoV-2 와의 서열이 높은 동일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사스-CoV-

2 의 자연적 기원을 시사했지만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치기 전에 바이러스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중간 숙주가 

있다고 믿었지만 중간 숙주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두 바이러스의 전반적인 유전학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RaTG13 의 RBD(특히 그 

안에 있는 RBM)는 사스-CoV-2 의 RBD 과 상당히 다르다. 사스-CoV-2 의 RBD 는 

인간 ACE2 수용체(hACE2)를 결합하는 데 이상적이며 진화의 기원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사스-CoV-2 돌기 단백질 중 S1/S2 연결 고리에 중요한 퓨린분절부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이러스 감염성 및 병원성의 증진을 담당하는 것이다
51-57. 이 

퓨린분절부위는 RaTG13 에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알려진 B 계  β 

코로나바이러스에서도
58) 이퓨린분절부위의 진화의 기원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여러 연구소는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되어 

중국 세관에 압수된 말레이 천산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58.이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CoV-2 의 전체 서열과 유사한 정도(약 90%)가 

RaTG13(SARS-CoV-2 의 96.2%와 유사한 정도)보다 낮지만 이들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의 

RBD 는 사스-CoV-2 의 RBD 수와 매우 유사하다 (97.4%와 동일). 가장 중요한 RBM 

부위에서는 1 개를 제외하여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 와 사스-CoV-25-8
의 모든 아미노산이 

동일한다. 이러한 관찰으로 저자들이 결론을 내리게 했다: 1) 천산갑은 SARS-CoV-2 

인수공통감염병의 가능한 중간 숙주이다
5，7; 2）RaTG13 과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 조상이 

재조합을 통해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에서 RBD 를 획득해 사스-CoV-2 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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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2 부에서 우리는 문헌 증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가 

조작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도 제공한다. 

2.1 모든 연구에서 단일 배치의 판골린 샘플이 사용되었고, 축적된 시퀀싱 데

이터는 심각한 오염과 제조 징후를 보여주었다. 

2019년 10월 두 기관(광둥성 생물자원응용연구소와 광저우 동물원)의 연구진 3명

이 말레이시아에서 201959
년 3월 밀반입해 광둥성에서 압수한 것으로 알려진 천산

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검출됐다고 처음 보도했다2019년 10월 2개 기관

(광저우 동물원, 관동응용생물자원연구소) 소속 연구원 3명으로 구성된 연구팀

이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돼 2019년 3월 광둥성에서 압수된 것으로 알려진 천산

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검출됐다고 처음으로 보고했다. 센다이 바이러

스 감염도 보고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21개의 천산갑 샘플

이 염기서열 처리되었고 5개가 양성이었다(표 2: 폐 2, 7, 8, 9, 11). 그러

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순서나 원시 염기서열 데이터는 3개월 동안 대중에게 공개

되지 않았다. 원시자료(NCBI Bio Project PRJNA573298)는 COVID-.19 발생이 대중

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원시자료(NCBI Bio Project PRJNA573298)는 COVID-19 발생

이 2019년 10월 24일이었다
59 . 

 

2020년 3월과 5월 사이에 4개의 독립적으로 보이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모

두 신종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와 조립된 게놈 서열
5-.8

을 보고했다. 그러나 자세

히 살펴본 결과 4개 연구 모두 2019년 10월 간행물
59
에 처음 보고된 동일한 천

산갑 샘플 세트에서 바이러스 시퀀스를 파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 샘플

은 최근 제13조에 의해 확인되었다. 

 

한 연구에서
6 Liu등 (2019년 10월 출간된 동일팀의 저자

59 )는 2019년 원초연구

에서 나온 샘플 2개와 2019년 7월 다른 말레이 천산갑에서 얻은 샘플2개와 샘

플 1개를 모아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스의 게놈 서열을 재조립했다. 그리나 저자

들은 새로운 원시 시퀀싱 데이터가 NCBI데이터베이스6 이미 저장됐다고 밝혔지

만, 그들이 제공된 등록번호(2312773)로 이 데이터들을 찾을수 없었다, 다른 사

람들도 같은 문제를 보고하였다
13, 2019년 7월 데이터 집합이 실제 존재하는

지, 보고된 게놈 조립에 기여했는지 검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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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 연구에서는 Lam 등
5 와 Zhang 등 사람

8 각각  2019년 10월 발표

한 연구
59 데이터 집합만 사용해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의 게놈을 서열을 재조립

했다. Lam 등은 광시성에서 압수한 말레이 천산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5
검출됐

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바이러스는 전체 게놈 수준(약 86%)과 중요 RBD 영

역에서 SARS-CoV-2에 비해 염기서열 정체성이 낮았다. 주목할 점은 이 연구

가 박사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홍콩 대학 출신의 이관 일행

과 박사 일행. 중국 베이징의학술원(AMMS)의 우춘조 일행
5 , 어찌된 일인지, AMMS

에 소속된 모든 작가들은, 비록 그들의 이름이 결국 출판물의 최종본에 등장했

지만
5, 이 기사가 처음 제출되었을 때, 작가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5. 

 

네번째 연구에서 Xiao등연구진은 감염된 천산갑으로부터 보존된 조직 샘플을 검

사했다고 발표해 후속 조립에대한 원시염기서열 데이터 7
을 확보했다고 밝혔

다, 하지만 그들은 샘플을 어떻게 획득되었는지 결코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

의 확장 데이터 표 3에서 그들이 연구에 사용된 큰 게놈 서열  데이터
7 열거

한 걸 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데이터 베이스에 업로드한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

지 않는다 (표 2) 이들이 올린 데이터는 샘플 M1, M5, M6, M10, Z1을 찾

을 수 있었지만 M2, M3, M4, M8은 찾을 수 없었다.Xiao 등은 이러한 원시 시

퀀싱    서열 그래프에 대해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 M1, M6, 천산갑3, 천산갑5에 대해 실제 서열화된 DNA 조각 수를 라이브러

리에 반영하는 쌍체끝수를세었다.나머지 샘플에 대해서는,저자는 테스트 순서 부

분 데이터로 대신했습니다,(일루미나에서 측정된 DNA 부분 두 줄기의 순서를 측

정한 부분이다.)  뒤에 있는 세트 7
의 샘플 M2, M3, M4 및 M8에 대해, 테스

트 번호가 쌍으로 된 끝 번호로 변화될 때(2로 나누어 진 경우), 각각 2019

년 10월에 연구한 폐07, 폐02, 폐08, 폐11과 완전히 일치한다(표2)59.Xiao 등

이 기존 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이들의 출판물에는 이 같

은 필수 정보 7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실 이들은 '동일한 데이

터 집합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간관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

른 형식으로 “읽기 횟수:를 제시했다.  

 

특히 Xiao 등의 연구도 군사의학과학원(AMMS)과 협력해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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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다.이 연구는 기고문 발표에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61,62 다.이

번 발표회에서 주요 연구자 4명이 이 연구에 기여했으며 그중 한 명이 AMMS에

서 온 양루이푸 박사라고 밝혔다.램 외 연구5의 조박사와 AMMS 동료들에게 일어

난 일처럼, 샤오 외 연구진 63의 제출 원고에서는 양 박사의 이름이 제외되었

다. 그러나 다른 경우와 달리, AMMS 연구자의 이름은 최종 간행물에서 다시 나

타나지 않았다7. 7.특히 AMMS의 주요 연구자인 양 박사와 조 박사가 오랜 협력

자로 활동해 온 사스-CoV의 유전자 분석에 관한 협력 작업의 대부분이 관련

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64-67. 

 

4개 연구 중 PCR 6,7을 이용한 갭 메우기를 실시하여 완전한 게놈을 조립

한 것은 단 2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 갭 채우기 시퀀스를 사용

할 수 없게 하여 독립적인 검증이 불가능했다. 특히 원시 염기서열의 발행 지

연은 Genomic sequence의 발행 이후 RaTG13의 보고에서도 오래 전에 읽힌다. 

 

위의 문제에 덧붙여 말하자면, 최근 13,14,20년에 기술된 원시 염기서열 데이

터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퇴적된 도서관의 순서 읽기 구

성도 분석했다. NCBI SR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분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읽기에 양성인 류 외 알.6의 샘플이 인간 게놈에 대

한 지도 읽기에 모두 양성임을 알아냈다(표 2).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이러스 판

독에 음성인 나머지 샘플도 인간 판독이 검출되지 않았다. 샤오 외 al7이 제시

한 데이터에서도 동일한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검체 M5(천산갑6)와 M6(천산갑2)

는 인간 판독에 음성적이지만 이 두 검체는 바이러스 판독이 거의 없어 바이러

스 게놈 조립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이와 유사하게 취급해야 하는 코로나바

이러스 음성 검체 중 어떤 것도 이러한 오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인체 오염

이 샘플 취급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 바이러스 독서와 인간 독서의 일관된 공

존은 매우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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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찰은 조립된 시퀀스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이 신종 천산갑 코로나바이

러스의 진위에도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4개 연구 모두에 대한 원고 제출일

이 2월 7일부터 18일5-8 사이여서 이들의 출판이 조율됐을 가능성도 주목할 만하

다. 

  

 

2.2 말레이시아 천산갑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연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검출되

지 않았다 

이러한 사스-CoV-2형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수입된 말레이 천산갑에서 검출

된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59, 최근 한 연구는 자연에 그러한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

스가 존재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다작 박사팀은 2009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

지 말레이시아와 사바에서 채취한 334개의 천산갑 샘플을 검사했다. 놀랍게

도, 이 샘플들 중 어느 하나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 계열(필로비

르과, 플라비비비르과, 정형근xovirae, paramyxovirae)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는 2019년 10월 밀반입된 말레이 천산갑에서
5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센다이 바

이러스 감염이 모두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신형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

스5-8이  발견돼 출간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리 외 연구진의 발견은

68 기존의 의심을 크게 더하고, 이러한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에 존재

하지 않으며 그 결과들이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2.3 보고된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스의 RBD 는 천산갑 ACE2 에 잘 결합되지 않는다 

만약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존재하고 최근에 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해 엎질러

진 것이라면, 그들의 스파이크 단백질, 특히 스파이크 내 RBD는 hACE2보다 더 효율적으

로 천산갑 ACE2(pACE2)에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 이론과 모순

된다. 실리코 연구에서 Piplani 외 연구진은 호몰로지 구조 모델링에 따라 인간 또

는 다양한 동물 중 하나에서 SARSCoV-2 Spike와 ACE2 사이의 연관성에 관련된 결합 에

너지를 계산했다. 흥미롭게도, SARS-CoV-2 Spike가 가장 우호적인 상호 작용은 hACE2

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천산갑이나 다른 의심스러운 중간 호스트들의 ACE2와

는 관련이 없었다. 또한, 또 다른 연구는 강력한 시험관내 결합 측정법을 사용하여 사

스-CoV-2의 RBD가 PCE245 
보다 hACE2에 훨씬 더 단단하게(9배 이상) 결합한다는 것을 밝

혀냈다.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스의 RBD가 SARSCoV-2와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ACE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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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담당하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인 두 바이러스의 RBM은 1개의 아미노산
5-8
에 의해

서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SARS-CoV-2의 RBD와 pACE2
45
 사이에 관찰된 낮은 결합 효율성

은 보고된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의 RBD가 pACE2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매우 최근의 연구는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 RBD가 pACE270
보

다 10배 더 약한 pACE2를 결합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관측은 천산갑 사스-

CoV-2의 유력한 중간 숙주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한다. 더 중요한 것은, 후자

의 두 연구는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천산갑에 감염을 일으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표된 순서가 조작되

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크

게 더하고 있다. 

 

 

2.4 판골린 코로나바이러스의 사기성을 증명하는 유전적 증거 

진화론적으로 스파이크의 RBD는 바이러스가 종 장벽을 넘어 새로운 숙주에 들

어갈 때마다 새로운 수용체를 결합하기 위해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

한 양성 선택하에 있다. 계통 B β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수용체 인식에 가

장 필수적인 부분은 RBM으로 ACE2와의 결합을 완전히 결정한다. 놀랍게도, 천산

갑 바이러스 MP7896
의 RBM 염기서열을 사스-CoV-2의 RBM 염기서열과 비교

할 때, 양성 선택은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7A). 대신 24개의 동기 돌연변이

와 단 한 개의 비동기 돌연변이로 매우 강력한 선택 정화 현상이 나타났다

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BM48-3171
과 BtKY7272

라는 두 개의 관

련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를 비슷한 방식으로 비교할 때, 예상대로 강한 양의 선

택이 관찰된다(그림 7B). 여기서, MP789와 SARS-CoV-2 사이의 그것과 비슷한 25

개의 동기 돌연변이가 있는 반면, 비동기 돌연변이는 30이다(그림 7B). 분명

히, 판골린과 인간의 종 차이는 BM48-31과 BtKY72의 호스트들 사이의 종 차이보

다 더 크다. 따라서 MP789와 SARS-CoV-2 사이에 BM4831과 BtKY72 사이의 선택보

다 더 큰 양의 선택이 기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MP789와 SARS-CoV-2 사이

에 관찰된 강력한 정화 선택은 자연 진화의 원리와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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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스 MP789와 사스-CoV-2의 비교에서 RBM에 대해 관측

된 극히 높은 정화 압력은 자연진화의 원리와 모순된다. RBM 부위의 동의어와 비동

기 돌연변이는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A.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 MP789(MT121216.1)와 SARS-

CoV-2(NC_045512.2), B.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BM48-31(NC_014470.1)과 BTKY72 간에 분석된

다. D. 6가지 바이러스 모두에서 RBM 서열 정렬. RBM의 시작과 끝에는 사스-CoV-2 스

파이크 순서에 따라 라벨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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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삼구성 비교 중 RBM에서의 동의 / 불의의 돌연변이 요약 

 

Viruses being 

compared 

Genomic  

sequence identity 

# of syn 

mutations in the 

RBM 

# of non-syn 

mutations in the 

RBM 

Syn/nonsyn 

ratio 

MP789 vs. 

SARS-CoV-2 

90.1% 24 1 24:1 

BM48-31 vs. 

BtKY72 

82.4% 25 30 0.8:1 

ZC45 vs. 

ZXC21 

97.5% 12 3 4:1 

우리는 또한 같은 종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RBM에 대한 동기

화 및 비동기 돌연변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동일한 종의 박쥐3를 감염시키

는 밀접하게 연관된 Coronavirus ZC45와 ZXC21을 RBM 세그먼트에 비교했다(그

림 7C). 여기서 12개의 동의어 돌연변이와 3개의 비동기 돌연변이가 관찰되

어 4:1의 동기/비동기 비율을 산출한다. 그러한 값은 그러한 코로나바이러스

가 경험할 수 있는 RBM의 정화 선택에 대한 대략적인 상한을 나타낸다

(표 3). 또한 무작위로 선택한 20개의 SARS-CoV-2 시퀀스에 대한 RBM에서 정

화 선택은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5, 코돈 범위 437-507). 

  

따라서 MP789 RBM과 SARSCoV-2 RBM 사이에서 관측된 극도로 높은 동기/비동

기 비율(24:1)은 두 바이러스 중 적어도 하나가 인공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타낸

다. 

  

SARS-CoV-2의 고유 RBD/RBM의 자연적 존재를 위조하기 위해 천산갑 코로나바이러

스 RBD/RBM의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SARS-CoV-2의 아미노산 염기서열과 밀접하

게 유사하도록 조작된 것으로 본다. 이와 동시에, 이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

도 뉴클레오티드 수준에서 천산갑 바이러스와 사스-CoV-2 사이에 적절한 수준

의 분열을 만들어 RBM에 상당한 양의 동기 돌연변이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

림 7A와 표 3에 나타난 이상은 이러한 부정 조작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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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스파이크에서 동의어와 비동의 돌연변이의 비정

상적인 분포. A. MP789와 P4L의 비교(MT040333.1). B. BM48-31과 BtKY72의 두 박쥐 코

로나바이러스의 비교. 

 

  

표 3. 천산갑과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쌍방향 비교에 의해 밝혀진 서로 다

른 바이러스 단백질에서 관찰된 동기/비동기 돌연변이의 비율 

 

蛋白 MP789 vs. P4L  BM48-31 vs. BtKY72  

S2  23.0:1  4.7:1  

Spike  2.1:1  2.0:1  

Orf1a  2.4:1  1.8:1  

Orf1b  7.6:1  5.8:1  

N  2.1:1  2.1:1  

 

전체 급상승에 대한 유사한 동기/비동기 분석은 이러한 신종 천산갑 코로나바

이러스의 사기성을 더욱 드러냈다. 여기서는 격리된 각 그룹 내의 게놈 서열

이 매우 높은 서열 ID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두 개의 천산갑 코로나바이

러스 MP7896(광둥 격리)과 P4L5(광시 격리)를 비교했다13. 그림 8A와 같

이, RaTG13과 SARS-CoV-2 (그림 4A 오른쪽) 사이에 관찰된 이상 패턴과 유사하

게, 동기 및 비동기 곡선은 궤적이 현저히 다르며, 비동기 곡선은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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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2 절반에서 갑자기 평탄해진다. 

 

비교를 위해 두 개의 사스 유사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유전자

인 BM48-31과 BtKY72도 분석했다. MP789와 P4L 두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체 게놈에서 85.2%가 동일하고,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BM48-31과 BTKY72는 82.4%

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비교는 적절하다. 두 박쥐 바이러스를 분석

한 결과, 관찰된 빨간색 곡선의 과도한 편평화가 없이 두 곡선이 비교적 일치

된 방식으로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B). 

 

각 비교 쌍에서 동기 돌연변이와 비동기 돌연변이의 수를 세는 것은 천산

갑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부자연스러운 특성을 더욱 잘 보여 주었다

(표 4). S2 단백질이 Orf1b보다 더 보존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지만 MP789

와 P4L의 비교에서 관측된 S2의 동기/비동기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동기 돌

연변이와 9개의 비동기 돌연변이; 동기/비동기 = 23:1) 이는 Orf1b(7.6:1)에

서 관측된 것보다 훨씬 높다. 

 

여기서 두 개의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외의 연구 그룹에 의해 독립적으

로 자연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그림 8B에 표시된 특징은 이 전체적 차이 수준에

서 두 코로나바이러스의 대략적인 진화적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앞에

서 설명한 논리에 따르면, 그림 8A와 8B의 큰 대비와 23:1의 비정상적인 동기/

비동기 비율(표4)은 MP789와 P4L 사이에 각각 MP789와 P4L로 대표되는 두 그룹

의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두 자연적이지 않고 조작되었다고 믿지만, 적어

도 하나는 인공적인 것임을 더욱 증명한다. 

 

2.5 결론 

샘플의 단일 출처는 보고 소설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를 보고하는 모든 연구

(일부 의욕적으로 독립적인 연구7)에 사용되었다. 시퀀싱 읽기 형식은 동일한 데

이터 집합이 서로 다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분명한 의도

를 가지고 조작되었다. 원시 염기서열 데이터는 특정 중요 부품에 대해 누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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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품질이 저하되며 존재하는 오염의 양과 유형에 대해 의심스럽다. 보고된 천

산갑 코로나 바이러스의 순서에 의해 암호화된 RBD는 pACE2를 효율적으로 바인딩

할 수 없었다. 동기/비동기 분석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러한 천산갑 코

로나바이러스의 RBM 및 S2 영역의 시퀀스는 자연적 진화와 일치하지 않는 특징

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말레이 천산갑에 대한 10년간에 걸친 대규모의 감

시 연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찰과 증거는 최근 보

고된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순서가 조작된 것

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렴된다. 

 

MB789와 P4L(그림 8A)의 비교에서 S2에 대해 나타난 비정상적인 동기/비동기 기

능이 RaTG13과 SARS-CoV-2(그림 4A 오른쪽)의 비교에서 나타난 것과 크게 닮았다

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재발 패턴에 근거하여 판단하건대, 두 경우

(RaTG13과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의 서열 조작은 동일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

해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스파이크 유전자 진화에 대한 잘못된 인

식이 그러한 여러 가지 관행에 지속되어, 싱/비동기 곡선과 숫자의 부자연스러

운 외관을 초래했다고 본다.s (그림 4, 표 1, 그림 8 및 표 4) 

  

 

3.신종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Rm 의 위조증거 YN02 

조작된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의 간행물은 사스-CoV-2의 인간축공 바이러스 중

간 숙주뿐만 아니라 그것의 RBD의 진화적 기원에 대한 중간 숙주에 대한 과학

적 탐구를 겉으로는 충족시켰을 수 있지만, 사스-CoV-2가 어떻게 S에서 후두부(-

PRAR/VS-)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사스-

CoV-가 어떻게 자연 진화를 통한 접합. S1/2 접합부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의 특정 라인에서 퓨린-클레아비지 부위가 발견되었지만, 혈통 B β 코로나바이

러스는 이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이 모티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부

족하다. 

 

6월 초에는 또 다른 새로운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인 RmYN02가 보고되었는데, 이

는 사스-CoV-2와 93.3%의 시퀀스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사스-CoV-2와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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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가까운 박쥐 코로나바이러스(가장 가까운 것은 RaTG13이라고 한다)로 보인

다. 이번 발견으로 사스-CoV-2와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그림 9)의 하위 계통으

로 급성장하고 있는 사스-CoV-2형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형 코로나바이러스)

의 하위 계통에는 또 다른 구성원이 추가됐다. 또한, 중요한 것은 RmYN02

는 S1/S2 접속점에서 고유한 시퀀스 -PAA-를 전달하는데, 이는 SARS-CoV-2 Spike

의 동일한 위치에서 삽입된 -PRA- 시퀀스와 원격으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RmYN02

의 -PAA-는 SARS-CoV-2의 -PRA- 삽입과 부분적으로만 유사하고 적절히 정렬된 경

우 실제 삽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RmYN02의 -PAA-의 자

연 발생은 -PRA- 시퀀스가 획득되어 자연 진화를 통한 사스-CoV-2가 "삽입"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그림 9. SARS-CoV-2 및 하위 유전자 사르베코로나바이러스의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계통

발생학적 분석.그림은 Jou et al9에서 다시 나사로 표시한다. 컬러 바이러스는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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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후 모두 보고되었다. 

 

퍼즐의 마지막에 빠진 조각으로 보이는 후랭-효소절단점의 진화적 기원에 대

한 불균형하고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서투른 정렬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의

심스럽다. 더욱이, 논문의 핵심인 결론을 뒷받침하는 RmYN02의 스파이크 시퀀스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제9조에서 달리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크에 대한 원시 시퀀싱 판독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것은 유전자 서열이 먼

저 발표되고 몇 달 후에 원시 염기서열 판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RaTG13

과 판골린 코로나바이러스의 보고에서 나타난 패턴의 또 다른 반복이다. 

 

중국공산당(CCP)이 통제하는 실험실이 퍼즐을 위해 사라진 조각들을 채우기 위

해 코로나바이러스 제작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위의 의혹은 RmYN02 바이러스

도 조작됐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사스-CoV-2에 대한 시퀀스 일치성(93.3%)

가 RaTG13과 SARS-CoV-2(96.2%) 사이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 RmYN02의 시퀀스

가 RaTG13의 시퀀스를 수정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한 접근방식

은 RmYN02와 SARS-CoV-2 사이의 진화 거리가 RaTG13과 SARS-CoV-2 사이의 진

화 거리보다 크다는 것을 쉽게 보장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RmYN02와 RaTG13

이 진화적으로 가까운 것처럼 보이도록 보장하며, 서로 다른 종이지만 박쥐

를 감염시킨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RmYN02와 RaTG13의 스파이크 유전자를 동기 돌연변이와 비동

기 돌연변이의 양과 분포에 비교했다. 두 바이러스 시퀀스 사이의 S1 부분

의 심한 차이 때문에 S1 시퀀스가 적절하게 코드 정렬되지 않았다. 따라

서 S2 절반만 분석하였다(그림 10). S2의 초기 200 코드의 경우, 두 종류

의 돌연변이는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축적된다. 그러나 마지막 378 코드

의 경우 다시 한번 비동기 곡선이 평평해지고 두 곡선의 동반 성장이 사라졌

다. 이 지역에서는 57개의 동기 돌연변이가 있으며 단 한 개의 비동기 돌연변

이만 존재한다. 378개의 코돈(1,344개의 뉴클레오티드)만큼 넓은 지역에 대

한 57:1의 동기화/비동기 비율은 자연적으로 관찰되는 것과 심각하게 일치하

지 않는다(그림 4A 왼쪽 및 그림 8B)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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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mYN02와 RaTG13 사이의 S2에서 동의어와 비동의 돌연변이의 분석. 비동

기 돌연변이(빨간색) 곡선의 급격한 궤적 변화 및 그에 따른 평탄화가 관찰된다. 

 

논리적으로, RaTG13과 Rm 사이YN02, 적어도 하나는 인공적인 것이어야 한

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바이러스 모두 인공적인 것이라고 확신한다. 파

트 1에서 보듯이, RaTG13의 순서는 조작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RmYN02의 S2

의 마지막 378개 코드이 RaTG13의 코드과 하나를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사실

은 RmYN02 시퀀스 역시 인공적이어야 함을 증명한다. 이것은 또한 RmYN02 시퀀

스 제작의 템플릿으로 RaTG13 시퀀스가 사용되었어야 했다는 우리의 이전의 의심

을 증명한다. RaTG13은 1월 말
4, RmYN02는 6월 초 발행(4월 설명서 제출) 9. 따

라서 시퀀스 제작이 수행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그 사이에 있다. 

 

두 바이러스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 뉴클레오티드 변화를 도입하

는 동안, 전문가는 스파이크의 이 부분에서 아미노산 변화를 지나치게 제한했

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비동기 곡선의 갑작스러운 궤적 변경과 시퀀스 후

반부의 과도한 평탄화는 S2에 대한 순화 선택 압력의 과대평가를 반영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패턴이 세 가지 사례 모두에서 관찰되었다는 사실

(그림 4A 오른쪽, 8A 및 10)은 제2.5절에서 제기된 점을 반복하여 모든 시퀀

스 조작이 동일한 사람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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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최종 논술 및 주석 

4.1 가공된 모든 코로나바이러스는 E 단백질에서 100% 아미노산 시퀀스 아이덴티티인 ZC45

와 ZXC21 과 일치하다. 

여기서의 증거는 중국공산당이 통제한 실험실에서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사기성이 있고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러한 결론에 대한 한 가지 최종 증거는 이러한 모든 바이러스가 박

쥐 코로나바이러스 ZC45 및 ZXC21과 E단백질에서 100% 아미노산 염기서열 아이덴

티티를 공유한다는 사실인데, 이 사실은 앞서의 보고서1에서 밝혀진 바와 같

이 사스-CoV-2(그림 11)의 생성에 사용된 템플릿/백본이어야 한다. 바이러스 복

제 주기에서 E 단백질은 보존된 기능에도 불구하고 아미노산 돌연변이를 내성적

이고 허용할 수 있다1. 따라서 바이러스가 종 장벽(박쥐에서 천산갑, 그리고 천

산갑에서 사람으로 다른 박쥐 종 사이)을 여러 번 건넜다고 주장될 때 E 단백

질의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변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 관찰

된 100% 정체성은 최근 발표된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게놈 서열이 조작

된 것임을 더욱 증명한다. 

 

 

그림 11. 최근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실험실에서 발표한 모든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는 E단백질에서 100% 아미노산 염기서열 정체성을 ZC45와 ZXC21과 공유하고 있다. 추

가 바이러스 접근 번호: SARSCoV-2(NC_045512.2), 천산갑- 

  

이러한 허위 바이러스 발표의 주요 목표는 사스-CoV-2와 ZC45/ZXC21 사이의 연

결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에서 조작된 바이러스는 ZC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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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ZXC21보다 사스-CoV-2와 더 닮아야 한다. ZC45와 ZXC21은 이미 E단백질에

서 SARSCoV-2와 100%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된 바이러스

도 이 순서를 완전히 채택하도록 만들어졌다. 

 

4.2 대규모로 조직화된 과학 사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 

만약 사스-CoV-2가 자연적인 기원이라면, 그렇게 제안할 어떠한 조작도 필요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보고서는 우리의 이전의 보고서를 확증하

고 더 나아가 사스-CoV-2가 실험실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밝혀진 바와 같

이, SARS-CoV-2의 창조는 확립된 개념과 기술을 따름으로써 편리하다. 그 중 일

부(예를 들어 제한 효소 소화)는 고전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필드
35,73.의 전문가

들에 의해 여전히 널리 선호되고 있다. 생성의 핵심 요소인 템플릿 바이러

스 ZC45/ZXC21은 군사 연구소가 소유하고 있다
3.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러난 것처럼 다수의 연구소와 기관이 조작과 은폐에 관여

했다는 점이다
4-9,59. 이것은 중국공산당 정부에 의해 조직된 작전임이 분명하다. 

또 제작의 핵심 부품이었던 RaTG13의 원시 시퀀싱 판독치는 2017년과 2018년에
24,33

의 원본 서열을 확보했다. 나아가 말레이시아 천산갑의 위장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 사실을 보고한 원고가 2019년 9월 출간을 위해 제출되었다. 명백히, 은폐

는 COVID-19가 발생하기 전에 계획되고 시작되었었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풀어주

는 것은 사고라기 보다는 계획적인 실행이 되어야 한다. 

 

4.3 SARS-CoV-2 는 무제한 생물학 무기이다.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낮아 일반인이 사스-CoV-2를 생물학 무기로 받아들이기

가 쉽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는 양루이푸 박사가 설명한 생물학 무기의 기준

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공산당 군사과학원의 군사의학연구소에 재직하

는 것 외에도 중국 공산당 국가 및 군사생물테러대응 전문가팀의 핵심 멤버

로 유엔특별위원회(UNSCOM) 일원으로 1998년 이라크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

한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양 박사는 2005년 한 병원체가 생물학 무기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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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소
74 : 

1.그것은 상당히 치명적이고 대규모의 사상자를 일으킬 수 있다. 

2.그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종종 에어로졸 형태의 호흡 경로를 통해 쉽

게 전염된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파가 되는 것 

이다. 

3.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저항성이 있으며 운송을 지속할 수 있으고, 맞

춤형 방출을 지원할 수 있다. 

 

위의 모든 것들은 SARS-CoV-2에 의해 충족되었다: 그것은 수십만 명의 생명

을 앗아갔고, 수많은 입원으로 이어졌으며, 많은 수의 후유증와 다양한 합병증

을 남겼다; 그것은 호흡 경로를 통해 접촉, 물방울, 에어로졸에 의해 쉽게 퍼

지고, 인간으로부터
75-77

로 전달될 수 있다. 이 중 후자는 처음에 다루어졌다. 중

국공산당 정부와 WHO에 의해 그리고 Li-Meng Yan 박사에 의해 2020년 1월 19

일 Lude Press78에 의해 처음 폭로 되었다; 그것은 (계절 독감과 달리) 온도

에 민감하지 않고 많은 표면과 4°C (예: 얼음/물 혼합물) 79,80.
에서 오랫동

안 생존할 수 있다. 

 

위의 특징에 더하는 것은 높은 무증상 감염률로 사스-CoV-2의 통제가 매우 까

다롭다는 것이다. 또 사스-CoV-2의 전염성, 발병성, 사망률도 전 세계적으로 공

포심을 유발과 사회질서의 붕괴, 세계 경제의 침체을 초래했다. 사스-CoV-2의 사

정거리와 파괴력은 둘 다 전례가 없다. 

  

분명히, 사스-CoV-2는 전통적인 생화무기의 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능가한

다. 따라서 무제한 생화 무기로 정의해야 한다. 

 

4.4 현재의 역병이 크게 유행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공격이다 

과학적인 증거와 기록에 따르면 현재의 역학 유행은 기능 증강 제품이 의도

치 않게 누출된 것이 아니라 무제한 생물무기를 사용한 계획적인 공격이었다.따

라서 현재의 역학 대유행을 무한 생물전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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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감염인구는 무의식적으로 전염원이 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질병의 벡

터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공격의 첫 번째 희생자는 중국인들, 특히 우한성에 있는 사

람들이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우한에 숨겨져 있던 확산도 또 다른 목적으로 작용했

을 수 있었는데, 생물학적 무기의 기능성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이며, 그 중요한 측면

은 인간 대 인간 전송 효율이다. 이 마지막 단계가 성공했을 때, 병원체의 표적 방출

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사스-CoV-2의 세계적 존재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번 공격은 인

류 전체에 대한 것이며, 그 운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5 현재의 전염병을 퇴치하고 인류의 미래를 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cj여기서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감안할 때 중국공산당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세계는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실험실에 존재하는 다

른 변종의 사스-CoV-2 또는 그 변종이 여전히 활발하게 방출되고 있는지 여

부, 사스-CoV-2의 재감염 여부가 비효율적인 면역력 및/또는 항체 의존적 강화

(ADE) 81-83
로 인한 결과 악화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다른 무

기화된 병원균들은 새로운 동물 병원균을 수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연구하기 위

해 과도하게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소유된다. 3,25,26,28,32,3

6,37,84-114 

 

사스-CoV-2에 대한 모든 숨겨진 지식을 가능한 한 빨리 내놓는 것도 무엇보

다 중요하다. 앞서 보고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록 템플릿 바이러스가 사용되었

지만, SARS-CoV-2의 생성은 DNA 합성을 통한 템플릿 순서의 변경(이전 보고서

의 2부 스텝 1 과 스텝 4)1 
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

행은 사용 가능한 사스와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 시퀀스의 다중 시퀀스 정렬

에 의해 안전하게 안내될 수 있다. 이 방법으
115 

로 설명되었으며, 위치/지역에

서 동기 돌연변이와 아미노산(비동기) 돌연변이가 모두 도입 될 것이다. 책임 있

는 과학자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의 공학적 특

성과 그것의 템플릿과의 연관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은 도입된 변경으로 인해 다양한 바이러스 구성요소의 기능도 변경되었을 수 있

으며, 이는 설계상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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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변화가 많은 COVID-19 환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지속적 합병증의 원인

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효과적

인 백신과 다른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개발에 어떤 장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여전히 답해야 한다. 중앙청 산하에 있는 책임 있는 연구소가 오랫동

안 이 연구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사스-CoV-2에 대한 상당한 양의 은닉된 지식

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지식은 COVID-19와의 글로벌 전

투에서 긴급하게 다뤄져야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숨

겨진 지식은 즉시 세상에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것은 공공 보건 및 학술 연구 분야의 특정 조

직과 기관 내의 개인과 단체인데, 이들은 알고 협력적으로 중국공산당(CCP)의 허

위 캠페인을 촉진하고 세계를 오도했다. 당시 익명으로 활동하던 리멍옌 박사

는 2020년 1월 18일과 19일 사스-CoV-2가 실험실 기원 78,116
이라고 처음 밝혔

다. 직후인 1월 20일 스정리 박사는 네이처에 원고를 제출하고 최초의 조작

된 바이러스인 RaTG134.를 보고했다. 이후 많은 바이러스 조작이 일어났으며, 이

들 모두가 상위 과학 학술지에 동료 검토 기사로 게재되었다
4-9. 그 후, 그러

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연 기원 이론을 홍보하는 영향력 있는 의견 기사

가 저명한 과학자들과 국제 기구들에 의해 그와 같은 그리고 다른 유명한 플랫

폼에 대해 발표되었다
10,117-120. 

 

자연 유래 이론의 엄격한 추진과 대조적으로, 사스-CoV-218,121
의 가능한 실험

실 기원을 논하는 원고들에 대해 이들과 다른 저널들에 의해 엄격한 검열이 내

려졌다. 그러한 원고 중 하나였고 인쇄 전 기사로 발표된 우리의 이전의 보고

서
1 또한, DRS가 이끄는 두 그룹의 과학자들로부터 편견 없는 동료 평론 같

은 복장을 한 근거 없는 비판에 직면했다. 로버트 갈로와 낸시 코넬은 각

각 122,123 (우리의 포인트 투 포인트 대응은 준비 중이며 곧 발표될 것이다). 이

러한 협력적 노력의 결과, 대중은 COVID-19와 사스-CoV-2에 대한 진실로부터 크

게 멀어져 오판, 행동 지연, 지구촌의 더 큰 고통으로 이어졌다. SARS-CoV-2

의 생성과 제작/복구 작업을 담당하는 과학자, 실험실, 기관 및 관련 협력자들

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또한 WHO, 관련 과학 저널, 관련 기금 기관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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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운영의 성격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SARSCoV-2의 생성

과 그 진원지의 과학적 은폐를 촉진시킨 관련 개인들을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

다. 마지막으로 자연 유래 이론의 추진에 종사하는 과학자 중 누가 순수하

게 과학적인 사기에 현혹되었고 중국공산당 정부와 공모했는지도 조사할 필요

가 있다. 

 

 세계가 COVID-19의 진실에 직면하고 인류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

야 할 때가 왔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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