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R INDUSTRY ALLIANCE PRESS RELEASE – Under embargo until 0:00 CET 16 January 2020 

 

AMR 생명과학 업계 2020 년도 보고서: '슈퍼버그'와의 전쟁에서 거둔 실적 서술 

 

AMR 산업연합, 항생제에 대한 책임 있는 제조관행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환자들의 항생제 액세스 및 사용 현황도 크게 개선됐다고 보고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 분야 R&D 투자가 우려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도 경고 

 

• 연합, 길항미생물저항성(AMR) 분야 R&D 에서 16 억달러(2018 년)에 달하는 투자를 

기록. 투자가 특히 부족한 부문은 후기 단계 R&D 투자로서 이는 글로벌 의료분야의 

필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조기 파이프라인 R&D 투자와 진단 분야의 발전 지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항생제 개발에 새로운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AMR 관련 제품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수 있을 것 

• 연합, 책임성 높은 항생제 생산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항생제 생산에 따른 환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업계 표준을 제정하는데 원래 

일정보다 2 년 먼저 목표를 달성 

• 차기 목표는 R&D 정보와 감시 데이터에 대한 공유를 통해 저항성 추적을 보다 

효율화하고 항생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진단 및 백신 분야를 강화하며 항생제 

부족에 대응하여 정부 보건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 

 

제네바--(Business Wire)-- 길항미생물저항성(AMR) 사례의 급증에 대응하여 생명과학 

업계가 어떤 집단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AMR 산업연합(AMR Industry Alliance) 

보고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연합이 공개한 바이오테크, 진단, 일반약, 연구 중심의 대규모 바이오제약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발견된다. 긍정적인 

결과로는 AMR 관련 제품(항생제, 항진균제, 백신 등)에 대한 조기 R&D 및 진단 분야에 높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항생제에 대한 책임 있는 제조 관행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후자 분야에 대한 투자 수준이 아직도 낮고 AMR 관련 제품에 대한 

R&D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은 정부가 항생제 개발에 새로운 

https://cts.businesswire.com/ct/CT?id=smartlink&url=https%3A%2F%2Fwww.amrindustryalliance.org%2Four-members%2F&esheet=52156507&newsitemid=20200112005060&lan=en-US&anchor=biotech%2C+diagnostics%2C+generic+and+large+research-based+biopharmaceutical+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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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도입하지 않는 한 다수의 유망한 조기단계 물질들이 특허 단계까지 

이르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합 산하의 바이오테크, 일반약, 대규모 연구 중심 바이오제약 업체들이 

생산하는 항생제는 전세계 생산량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임상개발 단계에 있는 

길항미생물질 가운데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AMR 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진단 

분야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연구 및 과학 부문에서의 주요 발견내역에 따르면 생명과학 업계가 2018 년 16 억달러로 

AMR 관련 R&D 에서 단연 가장 높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에 비해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AMR 관련 R&D 에서 5 억달러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은 임상연구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후기 단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추세에 대해 경고를 했다. 이런 추세는 진단전문 기업들이 유망한 임상 전 

파이프라인과 신속 감염탐지 테스트 분야에서 높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물질이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 보고서에서 설문조사를 한 기업들 중 74%는 상업적 모델이 향상될 

경우 AMR 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연합 회원사들은 환자들의 액세스를 

높여주고 AMR 방지를 위한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민간투자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비용상환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실험할 수 있는 파트너 회사를 찾는데 높은 관심을 

보였다. 

 

AMR 산업연합의 토마스 쿠에니(Thomas Cueni) 회장은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바이오테크, 진단, 일반약, 대규모 연구 중심 바이오제약 회사들이 AMR 

확산을 막기 위해 벌이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018 년 16 억달러에 달했던 AMR 관련 R&D 가 파이프라인을 충분하게 지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유망한 임상 전 

파이프라인 결과를 근거로 다수 업체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여 

후기 길항미생물 약물 발견과 개발 작업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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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이 그간 제조 분야에 높은 투자를 지원해온 것과 함께 전세계에 걸쳐 치명적 

감염환자들의 항생제 액세스를 향상하는데 있어 상당한 진척을 보여 왔음을 강조하면서 

쿠에니 회장은 "이러한 실적은 집단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는 방법이 변화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연합이 AMR 과 관련해서 계속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 향후 결과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데는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날 연간 570 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생제 부족으로 인해 얼마든지 치료 가능한 

박테리아 감염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항생제 내성 감염으로 인해 연간 사망하는 

70 만명의 사람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이다. 액세스 부문에서의 주요 발견내역에서는 

연합 회원사들이 약물내성 감염 사례를 줄이고 이를 조기 탐지, 치료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고품질 항생제, 백신, 진단 방법 등에 대한 환자 액세스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갖고 잇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적정 사용 부문에서 언급된 결과는 회원사들이 길항미생물 스튜어드십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계속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회원사들은 

저항의 발생을 늦추고 길항미생물의 효과를 연장하며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항생제의 적정한 사용방법을 교육 홍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항생제 제조과정은 환경에 대한 항생제 배출에서 미소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제조사의 경우 생산시설 주변 지역에 항생제 잔여물이 남아 

AMR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제조 부문에서 연합 보고서는 회원사들이 업계 

표준(프레임워크)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원래 일정보다 2 년 앞서서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항생제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리스크를 머지않아 제로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연합은 또한 보다 책임성 높은 항생제 제조과정에 대한 공통의 

프레임워크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발견내역에 따르면 참여회사들의 항생제 생산설비들 

가운데 80% 이상이 이 프레임워크의 기준을 100%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이 표준을 400 개에 달하는 공급업체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생산업체들에게 이 프레임워크에 가입하거나 이 업계 표준을 준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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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보다 책임성 높은 항생제 생산 및 공급 관행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합은 회원사들과 생명과학 업계 소속 업체들이 장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R&D 정보와 감시 데이터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유가 

포함되어 있다. 연합은 정부와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회사들과 새롭거나 보다 심층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는 분야(예를 들어 R&D)를 제시하고 약물저항성 감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의료 및 실험실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연합 회원사들은 이 보고서가 생명과학 분야 다른 업체들도 추후 이 조직에 가입하고 미래를 

위한 제안을 통해 AMR 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 간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연합은 2020 년 3 월 AMR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의사결정자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2020 년도 보고서 전문은 2020 년 1 월 16 일 0 시부터 

웹사이트(http://bit.ly/2NmVKKA)에서 입수 가능하다. 

 

 

언론 연락처 

AMR 산업연합(AMR Industry Alliance) 

막달레나 바빈스카(Magdalena Babinska) 

+41 79 309 4998 

M.babinska@AMRIndustryAlliance.org 

 

아큐멘 퍼블릭 어페어즈(Acumen public affairs) 

+32 475 41 09 76 

abigail@acumen-publicaffairs.com 

 

유럽 제네릭 의약품협회(Medicines for Europe) 

mailto:M.babinska@AMRIndustryAlliance.org
mailto:abigail@acumen-publicaffa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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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트 오리건(Kate O’Regan) 

+32 2 239 2019 

koregan@medicinesforeurope.com 

 

IFPMA  

운젤라 칼렘(Unjela Kaleem) 

+41 22 338 32 00 

u.kaleem@ifpma.org 

 

생명공학산업협회(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BIO)) 

앤드류 세지먼(Andrew Segerman) 

+1 202 747 1281 

asegerman@bio.org 

 

애드바메드(AdvaMed) 

Jon Dobson 

+1 202 434 7272 

jdobson@advamed.org 

 

 

AMR 산업연합 개요 

 

AMR 산업연합은 2017 년에 결성되었다. 연합은 100 여개 생명과학 기업과 업계 단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전세계 생명과학 기업들 가운데 매출 기준으로 30%를 차지하고 거의 

모든 신약 제품들을 대표하고 있다. 회원사들은 R&D 와 과학기술 개발 활동과 항생제 

액세스 및 그 적정한 사용, 길항미생물저항성의 확산에 대응한 보다 책임성 있는 제조관행 

등 모든 활동 내역을 연합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AMR 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간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의 70 만명에서 2050 년에 1000 만명 수준으로 

급증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2008 년 금융위기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AMR 산업연합은 AMR 관련 업계 선언과 로드맵에서 서명 기업들이 약속한 

mailto:koregan@medicinesforeurope.com
mailto:u.kaleem@ifpma.org
mailto:asegerman@bio.org
mailto:jdobson@advam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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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길항미생물저항성에 대항한 전쟁에서 진척이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측정하는 책임을 질 것이다. 

 

www.amrindustryalliance.org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개요 

 

이 보고서는 컨설팅 업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의해 작성되었다. 서스테이너빌리티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는 컨설팅 및 싱크탱크 

업체이다. 

 

www.sustainability.com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https://cts.businesswire.com/ct/CT?id=smartlink&url=http%3A%2F%2Fwww.amrindustryalliance.org&esheet=52156507&newsitemid=20200112005060&lan=en-US&anchor=www.amrindustryalliance.org&index=5&md5=59c6edabf8a5510319e1645fa2c2d8ae
https://cts.businesswire.com/ct/CT?id=smartlink&url=http%3A%2F%2Fwww.sustainability.com&esheet=52156507&newsitemid=20200112005060&lan=en-US&anchor=www.sustainability.com&index=7&md5=4933e6bf3bd90deba81528acd29d1ee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