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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2010년 12월 지정감염병으로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일부기관에서만 감시하다가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시하는 제2급 감염병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2019년 질병관리청의 신고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27,323건[2018년 11,954건(723개 의료기관), 2019년 15,369건(831개 의료기관)]의 전수감시 신고사례를
대상으로 연도별, 분리균명별, 의료기관 종별, 연령별, 카바페넴분해효소별로 국내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CRE 감염증은 2018년 11,954건에서 2019년
15,369건으로 25.8% 증가하였으며, 분리균명 중 K. pneumoniae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전체 신고 중 요양병원에서의
신고 비율이 2018년 4%(517건)에서 2019년 7%(1,077건)로 증가하였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CRE 중 CPE
비율은 2018년 49.8%에서 2019년 57.8%로 증가[5,962건 → 8,887건(49.0% 증가)]하였다.
국내 CRE 감염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CRE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검색어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들어가는 말

보 고된 2 7,323건(2018년 723개 의료기관, 2019년 8 31개
의료기관)의 연도별, 분리균명별, 의료기관 종별, 연령별, 카바페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 균 종 (Carbapenem-resistant

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Enterobacteriaceae, CPE)별 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전수감시 전환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을 말한다. CRE 감염증은 2010년 12월

이후 국내 CRE 발생 현황을 파악하였다.

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운영하다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의 수립에 따라 국내 CRE 감염증
관리 강화를 위해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C R E 감 염증의 병원체 는 각 의료 기관, 수탁검사기관,

몸말
CRE 감염증의 연도별 분석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 가능하며, 동일한
진단·신고기준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 신고하고 있다. 본

각 의료기관의 신고일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보고서에서는 최근 2년(2018∼2019년) 동안 CRE 감염증으로

www.kdca.go.kr 413

주간 건강과 질병•제14권 제8호(2021. 2. 18.)

12월까지 전국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CRE 감염증

통해 분리균명 분포를 확인하였고, 분리균명 상위 4가지는 K.

신고의 총 건수는 27,323건이며, 2018년 11,954건(723개 의료기관),

pneumoniae, E. coli, Enterobacter, C. freundii 로 2018년과 2019년이

2019년 15,369건(831개 의료기관)이었다. CRE 감염증 신고기관수는

동일하였다(표 1).

2018년 대비 2019년 108개(14.9%) 증가하였고, CRE 감염증 신고
수는 3,415건(28.6%) 증가하였다. 전수감시 전환 이후 연도별 CRE

CRE 감염증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분석

감염증 신고 의료기관과 CRE 감염증 신고 건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8년과 2019년 CRE 감염증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신고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체 신고건 중 종합병원과 병원에서의

CRE 감염증의 분리균명별 분석

신고가 차지하 는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에 동일하였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신고는 2018년 44%(6,266건)에서 2019년

의료기관이 CRE 감염증 환자를 신고한 후 각 사례에 대해
작성하고 있는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는 분리균명을 포함하고

41%(5,298건)로 감소, 요양병원에서의 신고는 2018년 4%(517건)에서
2019년 7%(1,077건)로 증가하였다(그림 1).

있다. 분리균명은 K. pneumoniae, E. coli, Enterobacter, C.

freundii, K. oxytoca, S. marcescens, C. koseri, R. ornithinolytica,

CRE 감염증의 연령 구분에 따른 분석

P. rettgeri, 기타로 분류되며, 한 사례에서 여러 분리균이 확인된
경우 중복체크가 가능하다. 2018년과 2019년의 사례조사서 분석을

2018년과 2019년 CRE 감염증 연령을 구분하여 비교해

표 1. 분리균명별 CRE 감염증 신고 현황(2018~2019년)
(건, %)

계

2018년

2019년

12,113 (100.0)

15,640 (100.0)

K. pneumoniae

6,289 (51.9)

9,452 (60.4)

E. coli

1,805 (14.9)

3,010 (19.2)

Enterobacter

1,199 (9.9)

1,853 (11.8)

C. freundii

260 (2.2)

403 (2.6)

K. oxytoca

167 (1.4)

234 (1.5)

S. marcescens

66 (0.5)

136 (0.9)

C. koseri

41 (0.3)

118 (0.8)

R. ornithinolytica

14 (0.1)

30 (0.2)

P. rettgeri

76 (0.6)

118 (0.8)

K. pneumoniae 외 Klebsiella spp.

43 (0.4)

127 (0.8)

R. ornithinolytica 외 Raoultella spp.

21 (0.2)

12 (0.1)

C. freundii 외 Ctrobacter spp.

38 (0.3)

4 (0.0)

124 (1.0)

57 (0.4)

Morganella morganii

0 (0.2)

23 (0.1)

P. rettgeri 외 Providencia spp.

2 (0.2)

21 (0.1)

기타

5 (0.5)

42 (0.3)

Proteus spp.

미입력

1,86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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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019년

(1,077, 7%)
병원
(1,093, 7%)

요양병원
( 517 , 4%)

2018년

병원

상급종합병원

( 843 , 7%)

( 6,266 , 41%)
상급종합병원
( 5,298 , 44%)

종합병원
( 5,226 , 44%)

종합병원
( 6,803 , 44%)

그림 1. 의료기관 종별 CRE 감염증 신고현황

보았을 때, 0~19세는 420건(3%)에서 333건(2%), 20~39세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7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429건(4%)에서 513건(3%)으로 분포가 감소하였다. 70세 이상은

(그림 2).

2018년 6,819건(57%)에서 2019년 9,031건(59%)으로 증가하였으며,

0~19세 20~39세

2019년

333

2%

0~19세

2018년

420
3%

513 40~49세

3%

20~39세

760
5%

429 40~49세
4% 618
5%
50~59세

50~59세
1,789
12%

1,403
12%
70세 이상
6,819
70세 이상
9,031
59%

57%

60~69세
2,265
19%

60~69세
2,943
19%

그림 2. 연령별 CRE 감염증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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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카바페넴분해효소의 분포(2018~2019년)
(건, %)

구분
KPC1)
2)

NDM

3)

OXA-48

2018

2019

4,132 (69.4)

6,309 (70.0)

1,432 (24.0)

2,240 (24.0)

116 (1.9)

533 (5.0)

4)

69 (1.1)

59 (0.5)

5)

43 (0.7)

53 (0.4)

8 (0.1)

15 (0.1)

VIM
IMP

GES6)
1)
2)
3)
4)
5)
6)

Klebsiella pneumoniae carbapenemases
New Delhi metallo-β-lactamase
Oxacillinase-48
Verona integron-encoded metallo-β-lactamase
Imipenemase
Guiana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분석

능동감시 활성화, 다양한 감염관리 활동에 기인한 CRE 감염증 진단
기회 확대의 결과, CRE 감염증의 국내 유행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카바페넴분해효소 유전자는 균주 간 수평전이가 활발하게

국내에서 CRE 감염증 분리균명은 K. pneumoniae [6,289건

이루어져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CRE 감염증

→ 9,452건(50.3% 증가)], E. coli [1,805건 → 3,010건(66.8%

발생신고 시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여부를 확인하여 추가로 ‘CPE

증가)], Enterobacter [1,199건 → 1,853건(54.5% 증가)]순으로 많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CRE 감염증 집단발생에

분리되었다.

대해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CRE 감염증의 의료기관 종별 신고현황 분석을 통해 전체

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카바페넴분해효소의 유전자형은 KPC, NDM,

CRE 감염증 신고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은 감소[44%(6,266건)

VIM, IMP, OXA-48, GES, 기타로 분류하며, 한 사례에서 여러

→ 41%(5,298건)]하고, 요양병원의 비율이 증가[4%(517건) →

유전자형이 확인된 경우 중복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8년과

7%(1,077건)]하였다. 따라서 향후 요양병원의 의료관련감염병 예방을

2019년의 연도별 유전자형 분포확인 결과 KPC가 가장 많았으며, 그

위한 감염관리 인력 확보 및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다음으로는 NDM이었다(표 2). CRE 신고건 중 CPE의 비율도 2018년

것이다.

11,954건(49.8%)에서 2019년 15,369건(57.8%)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연령별 CRE 감염증 분포에서 고령 환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령 환자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높고,
신진대사 기능도 감소되어 있어 CRE 감염증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CRE 감염증

맺는 말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2018년∼2019년 보고된 CRE 감염증 27,323건을 연도별,

CRE 중 CPE 비율은 2018년 49.8%, 2019년 57.8%로

분리균명별, 의료기관 종별, 연령별, 카바페넴분해효소별 분포를

증가[5,962건 → 8,887건(49.0% 증가)]하였다. 전체 CRE 감염증에서

확인하여 국내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CPE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균종 간, 사람 간 카바페넴분해효소

CRE 감염증 신고 건이 증가[11,954건 → 15,369건(25.8%

유전자 전달로 인한 CRE 감염증 집단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증가)]된 이유는 CRE 감염증의 전수감시 전환 이후 의료기관의

것을 의미한다. 특히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여 카바페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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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에 내성을 가질 경우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매우 제한된다[3]. 따라서 CRE 관리를 위해 예방이 우선적으로

3. Doi, Y., & Paterson, D. L. (2015, February).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In Seminars in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Vol. 36, No. 1, p. 74). NIH Public Access.

요구되며, 의료기관에서는 원내 CRE 감염증의 집단 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요구된다.
2013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하여
연간 2백만 명이 감염되고 23,000명의 추가 사망 및 2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이후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 CRE 감염증 관리도
이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
의료기관에서의 자체 감시활동 강화 및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이
중요하며, 정부-학계-의료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국내 CRE 감염증의 균종은 K. pneumoniae, E. coil 순으로
많다. CRE 감염증 중 CPE 비율은 60%에 달하며, 카바페넴
분해효소의 유전자형중 KPC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70세 이상의 CRE 감염증 신고가
가장 많으며, 종별 구분에서 상급종합병원의 CRE 감염증 신고
비율이 전체 신고 중 44%(6,266건)에서 2019년 41%(5,298건)로
감소하였고, 요양병원은 4%(517건)에서 2019년 7%(1,077건)로
증가하였다.
③ 시사점은?
국내 CRE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는 바, CRE 감염증
증가의 주요 원인 파악 및 CRE 감염증 감시분석을 바탕으로
질병관리청, 정부의 다양한 부처, 관련 학계 및 각 의료기관이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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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ology of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in Korea between
2018 and 2019
Ahn Yeong Seo, Bahk Hyun Jung, Lee Yeonkyeng
Division of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Control, Bureau of Healthcare Safety and Immuniz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The aim of this article was to investigate CRE cases and outcomes in Korea between 2018 and 2019 to provide guidance to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for future planning. The KDCA first conducted CRE surveillance in
December 2010. The surveillance was monitored by only a small number of hospitals and then converted to mandatory
surveillance from June 3, 2017 by all medical institutions. This article investigated CRE cases as collected in the KDCA’s
reporting system and found that 27,323 CRE cases were reported: 11,954 cases at 723 medical institutions in 2018 and
15,369 cases at 831 medical institutions in 2019. The cases were analyzed by year, species, age, and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PE). Findings indicated that CRE increased from 11,954 in 2018 to 15,369 (25.8%) in 2019,
with K. pneumoniae the most common of the CRE strains. In terms of types of hospitals, reports at long-term care hospitals
increased from 4% (517 cases) in 2018 to 7% (1,077 cases) in 2019, and reports of CRE cases aged 70 or older accounted for
the largest percentage. The CPE ratio among CRE cases increased from 49.8% in 2018 to 57.8% in 2019 (5,962 → 8,887
cases, 49.0% increase). To better assess and plan for the full burden of CR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the spread
of CRE.

Keywords: Ca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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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species (2018-2019 year)
(Case, %)

Species

2018 year

2019 year

12,113 (100.0)

15,640 (100.0)

K. pneumoniae

6,289 (51.9)

9,452 (60.4)

E. coli

1,805 (14.9)

3,010 (19.2)

Enterobacter

1,199 (9.9)

1,853 (11.8)

Total

C. freundii

260 (2.2)

403 (2.6)

K. oxytoca

167 (1.4)

234 (1.5)

S. marcescens

66 (0.5)

136 (0.9)

C. koseri

41 (0.3)

118 (0.8)

R. ornithinolytica

14 (0.1)

30 (0.2)

P. rettgeri

76 (0.6)

118 (0.8)

Klebsiella spp. excluding K. pneumoniae

43 (0.4)

127 (0.8)

Raoultella spp. excluding R. ornithinolytica

21 (0.2)

12 (0.1)

Ctrobacter spp. excluding C. freundii

38 (0.3)

4 (0.0)

124 (1.0)

57 (0.4)

Morganella morganii

0 (0.2)

23 (0.1)

Providencia spp. excluding P. rettgeri

2 (0.2)

21 (0.1)

Others

5 (0.5)

42 (0.3)

Proteus spp.

Unknown

1,863 (15.4)

0 (0.0)

Table 2. Distribution of Carbapenemase genotypes by Enterobacteriaceae (2018-2019 year)
(Case, %)

Category
KPC1)
2)

NDM

3)

OXA-48

2019 year

4,132 (69.4)

6,309 (70.0)

1,432 (24.0)

2,240 (24.0)

116 (1.9)

533 (5.0)

4)

69 (1.1)

59 (0.5)

5)

43 (0.7)

53 (0.4)

8 (0.1)

15 (0.1)

VIM
IMP

GES6)
1)
2)
3)
4)
5)
6)

2018 year

Klebsiella pneumoniae carbapenemases
New Delhi metallo-β-lactamase
Oxacillinase-48
Verona integron-encoded metallo-β-lactamase
Imipenemase
Guiana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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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are

2019 year

hospitals
( 1,077 , 7%)
Hospital

Long-term care

( 1,093 , 7%)

hospitals

2018 year

( 517 , 4%)
Hospital
( 843 , 7%)

Advanced General
Hospital

( 6,266 , 41%)
Advanced General
Hospital
( 5,298 , 44%)

General hospitals
( 5,226 , 44%)

General hospitals
( 6,803 , 44%)

Figure 1.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by type of Hospital

2019 year

0-19y 20-39y
333
513
2%

0-19y

2018 year

3%
20-39y

420
3%

40-49y
760
5%

429 40-49y

4%

618
5%
50-59y

50-59y
1,789
12%

1,403
12%

≥70y
≥70y
9,031

6,819
57%

60-69y
2,265
19%

59%

60-69y
2,943
19%

Figure 2.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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