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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인 장내세균속균종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 국내 CRE 감염증은 2010년 12월 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 체계로 운영되다가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시하는 제2급감염병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45,436건의 전수감시
신고사례를 대상으로 연도별, 분리균명별, 의료기관 종별, 연령별, 카바페넴분해효소별로 국내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CRE 감염증은 2018년
11,954건(723개 의료기관), 2019년 15,369건(831개 의료기관), 2020년 18,113건(938개 의료기관)으로 신고건 및 신고 의료기관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리균명 중 K. pneumoniae 가, 카바페넴분해효소의 유전자형은 KPC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시 전체 신고 중
요양병원에서의 신고 비율이 2018년 4.3%(517건), 2019년 7.0%(1,077건), 2020년 8.2%(1,485건)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CRE 중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PE) 비율은 2018년
49.9%(5,962건), 2019년 57.8%(88,887건), 2020년 61.9%(11,218건)로 증가하였다.
CRE 감염증의 증가 추세는 전수감시 전환 이후 신고기관의 증가, 실제적인 CRE 감염증 발생 증가, 의료기관에서 CRE 발생 고위험군 대상 선별검사
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를 통해 CRE 감염증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서도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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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지정감염병으로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일부기관에서만 감시하다가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의료기관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 균 종 (Carbapenem-resistant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nterobacteriaceae,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CRE 감염증의 병원체는 각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기관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으로 CRE 감염증 환자 또는

에서 확인 가능하며, CRE 감염증이 확인 될 경우 카바페넴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및 오염된 기구나 물품·환경표면

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ase-producing

등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다.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Enterobacteriaceae, CPE)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로 ‘CPE 신고서’를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 위험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3년(2018∼2020년)

높으며, 카바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동안 CRE 감염증으로 보고된 45,436건(2018년 723개 의료기관,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다. CRE 감염증은 2010년 12월

2019년 831개 의료기관, 2020년 938개 의료기관)의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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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균명별, 의료기관 종별, 연령별, CPE별 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2019년 대비 2020년 2,744건(17.9%) 증가 하였다. 전수감시 전환 이후

전수감시 전환 이후 국내 CRE 발생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도별 CRE 감염증 신고 의료기관 수와 CRE 감염증 신고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몸말

2. CRE 감염증의 분리균명별 분석

1. CRE 감염증의 연도별 분석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 의료기관은, 발생

각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CRE
감염증 신고의 총 건수는 45,436건이며, 연도별 신고건은 2018년
11,954건(723개 의료기관), 2019년 15,369건(831개 의료기관), 2020년
18,113건(938개 의료기관)이었다. CRE 감염증 신고 증감 추이를
확인하였을 때 신고기관수는 2018년 723개, 2019년 831개로 2018년
대비 2019년 108개(14.9%) 증가하였으며, 2019년 831개, 2020년
938개로 2019년 대비 2020년 107개(12.9%) 증가 하였다. CRE 감염증
신고수는 2018년 11,954건, 2019년 15,369건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3,415건(28.6%) 증가하였으며, 2019년 15,369건, 2020년 18,113건으로

24시간 이내에 발생신고를 시행해야 하고,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발생 3일 이내에 사례에 대해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를 작성한다.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에는 입원일, 검체 채취일 및 검체부위,
분리균명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분리균명은 K. pneumoniae, E. coli,

Enterobacter, C. freundii, K. oxytoca, S. marcescens, C. koseri, R.
ornithinolytica, P. rettgeri, 기타로 분류되며, 한 사례에서 여러 분리균이
확인된 경우 중복체크가 가능하다. 2018년~2020년의 사례조사서
분석을 통해 분리균명 분포를 확인하였고, 분리균명 상위 4가지는

K. pneumoniae, E. coli, Enterobacter, C. freundii 로 2018년~2020년
모두 동일하였다(표 1).

표 1. 분리균명별 CRE 감염증 신고 현황(2018-2020년)
2018년
(n=12,013)

2019년
(n=15,640)

2020년
(n=19,659)

K. pneumoniae

6,289 (52.4)

9,452 (60.4)

12,296 (62.5)

E. coli

1,805 (15.0)

3,010 (19.2)

3,541 (18.0)

Enterobacter

1,199 (10.0)

1,853 (11.8)

1,869 (9.5)

C. freundii

260 (2.2)

403 (2.6)

501 (2.5)

K. oxytoca

167 (1.4)

234 (1.5)

315 (1.6)

S. marcescens

66 (0.5)

136 (0.9)

278 (1.4)

C. koseri

41 (0.3)

118 (0.8)

113 (0.6)

R. ornithinolytica

14 (0.1)

30 (0.2)

49 (0.2)

P. rettgeri

76 (0.6)

118 (0.8)

137 (0.7)

K. pneumoniae 외 Klebsiella spp.

43 (0.4)

127 (0.8)

220 (1.1)

R. ornithinolytica 외 Raoultella spp.

21 (0.2)

12 (0.1)

15 (0.1)

C. freundii 외 Ctrobacter spp.

38 (0.3)

4 (0.0)

138 (0.7)

124 (1.0)

57 (0.4)

40 (0.2)

Morganella morganii

0 (0.0)

23 (0.1)

21 (0.1)

P. rettgeri 외 Providencia spp.

2 (0.0)

21 (0.1)

24 (0.1)

기타

5 (0.0)

42 (0.3)

78 (0.4)

0 (0.0)

24 (0.1)

Proteus spp.

미입력

1,86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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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E 감염증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분석

5.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분석

2018년~2020년 CRE 감염증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CPE 는 카바페넴분해효 소를 생성하 는 카바페넴내성장

신고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체 신고건 중 종합병원에서의 신고가

내세균속균종이며, 카바페넴분해효소유전자는 균주 간 수평전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2020년 모두 44%로 동일하였으나,

활발하게 이루어져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보고된 ‘CPE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신고는 2018년 44%(5,298건), 2019년

신고서’를 확인하여 CPE 집단발생에 대한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41%(6,266건), 2020년 39%(7,099건)로 매년 감소하였으며,

판단되면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CRE

요양병원에서의 신고는 2018년 4%(517건), 2019년 7%(1,077건), 2020년

신고건 중 CPE 차지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18년 49.9%(5,962건),

8%(1,485건)로 매년 증가하였다(그림1).

2019년 57.8%(88,887건), 2020년 61.9%(11,218건)로 매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표2).

4. CRE 감염증의 연령 구분에 따른 분석
6. CRE 감염증 신고건 중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
2018년~2020년 CRE 감염증 연령을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세균속균종(CPE) 유전자형 분석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고 비율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70세 이상의 경우 2018년 57%(6,819건), 2019년
59%(9,031건), 2020년 61%(11,086건)로 매년 증가하였다(그림2).

CRE 감염증 신고건 증 ‘CPE 신고서’가 작성된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대상 카바페넴분해효 소생성장내세균 속 균 종의
유전자형을 분석하였다. 카바페넴분해효소의 유전자형은 KPC,

단위 : 건 (%)

단위 : 건 (%)
0-19세 , 20-39세,
(2)
311(2) 502(3) 40-49세,
774(4)

요양병원,
1,485(8)
병원,
1,380(8)
병원,
1,093(7)

2020년

요양병원,
1,077(7)
요양병원 ,
517(4)
병원 ,
843(7)

종합병원,
5,226(44)

0-19세, 20-39세 ,
333(2) 513(3)
40-49세 ,
760(5)

2019년

2020년

상급종합병원,
7,099(39)
2018년 상급종합병원,
6,266(41)
상급종합병원 ,
5,298(44)

0-19세, 20-39세,
420(3) 429(4)

2019년
2018년

70세이상,
70세이상,
9,031(59)

6,819(57)

50-59세,
40-49세,
1,789(12)
618(5)
50-59세,
1,403(12)

60-69세,
2,265(19)

70세이상,
11,086(61)

종합병원,
6,803(44)

50-59세,
2,035(11)

60-69세,
2,943(19)
60-69세,
3,405(19)

종합병원,
8,013(4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기타

0-19세

그림 1. 의료기관 종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감염증
신고현황

2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그림 2. 연령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감염증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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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PE) 분포(2018-2020년)
구분

2018

2019

2020

CRE

11,954 (100)

15,369 (100)

18,113 (100)

CPE

5,962 (49.9)

8,887 (57.8)

11,218 (61.9)

2018

2019

2020

4,132 (71.2)

6,309 (68.5)

8,958 (73.8)

1,432 (24.7)

2,240 (24.3)

2,516 (20.7)

표 3. 카바페넴분해효소의 분포(2018-2020년)
구분
1)

KPC

NDM

2)

OXA-48

3)

116 (2.0)

533 (5.8)

522 (4.3)

VIM4)

69 (1.2)

59 (0.6)

60 (0.5)

IMP5)

43 (0.7)

53 (0.6)

67 (0.6)

8 (0.1)

15 (0.2)

13 (0.1)

GES

6)

1) Klebsiella pneumoniae carbapenemases
2) New Delhi metallo-β-lactamase
3) Oxacillinase-48
4) Verona integron-encoded metallo-β-lactamase
5) Imipenemase
6) Guiana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NDM, VIM, IMP, OXA-48, GES, 기타로 분류하며, CPE 신고서 작성

pneumoniae의 경우 매년 분포가 증가하고 있다.

시 유전자형의 중복체크가 가능하다. 2018년~2020년의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신고현황 분석 결과 전체 CRE 감염증 대부분은

유전자형 분포확인 결과 KPC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NDM,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고 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OXA-48 순이었다(표3).

요양병원의 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별 CRE 감염증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비율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맺는 말

있어 CRE 감염의 위험성이 높으며, 감염되었을 경우 항생제 사용에
제약이 있어 환자 재원일수 증가, 의료비 손실, 예후 불량 등 위험성이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2020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크다. 향후 요양병원에서의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통해 신고된 CRE 감염증 45,436건을 연도별, 분리균명별, 의료기관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의료관련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종별, 연령별, 카바페넴분해효소별 분포를 확인하여 국내 발생 현황을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CRE 중 CPE 비율은 매년 증가하였다. 전체 CRE 감염증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CRE 감염증 신고건 및 신고 의료기관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CPE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카바페넴분해효소 유전물질의 수평적

있다. 이는 전수감시 전환 이후 신고기관의 증가, 실제적인 CRE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른 CPE 감염증 집단 발생의 위험이

감염증 발생 증가, 의료기관에서 CRE 발생 고위험군 대상 선별검사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CRE 발생 고위험군

적극 시행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의 CRE 선별검사 시행 및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관리지침

국내에서 CRE 감염증 분리균명은 K. pneumoniae, E. coli,

Enterobacter, C. freundii 순으로 많이 분리되었으며, 이 중 K.

권고에 따른 CRE 능동감시 시행 등 의료기관 내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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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CRE 감염증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감염관리 역량 강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서도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종사자 대상 감염관리 교육, CRE
감염증 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활동,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표준예방 지침 준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국내 CRE 감염증의 균종은 K. pneumoniae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바페넴분해효소의 유전자형은 KPC, NDM,
OXA-48 순으로 분포가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2018년~2020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CRE 감염증 45,436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CRE 감염증
신고건 및 신고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CRE 감염증
중 CPE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종별 구분하였을 때 매년
요양병원의 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별 CRE 감염증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고령 환자의 비율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시사점은?
국내 CRE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CRE 중 CPE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CRE 감염증 집단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외에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감염관리 및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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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Ca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infections in Republic of
Korea (2018-2020)
Lee Eunsol, Lee Seungjae, Yoon Soojeong, Lee Yeonkyeng
Division of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Control, Bureau of Healthcare Safety and Immuniz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infection is a national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Enterobacteriaceae that is resistant to carbapenem antimicrobials. Domestic CRE infection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 in December 2010 and is monitored within a sentinel surveillance system. On June 3, 2017, it
became a mandatory surveillance system and was designated as a class 2 infectious disease that is monitored by all medical
institutions. This report analyzed the status of domestic outbreaks by year, isolate, medical institution, age, and
carbapenemase. This report targeted 45,436 reported cases of total surveillance reported through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s (KDCA) surveillance system from 2018 to 2020. There were 11,954 CRE infection cases
(723 medical institutions) in 2018, 15,369 cases (831 medical institutions) in 2019, and 18,113 cases (938 medical
institutions) in 2020. Out of the isolates, klebsiella pneumoniae isolates were the most common and, out of the genotypes,
KPC were the most common. When classifying medical institutions by type, among all reports, the reporting rate at nursing
hospitals increased annually to 4.3% (517 cases) in 2018, 7.0% (1,077 cases) in 2019, and 8.2% (1,485 cases) in 2020. By
age, individuals aged 70 and over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The proportion of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PE) in CRE increased to 49.9% (5,962 cases) in 2018, 57.8% (88,887 cases) in 2019, and 61.9%
(11,218 cases) in 2020.
The increasing trend of CRE infection was estimated to be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an increase in reporting
institutions after the transition to a mandatory surveillance system, an increase in the actual occurrence of CRE infection,
and an increase in screening tests for high-risk groups at medical institutions. This report recommended that a long-term
plan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healthcare associated CRE infection (2018-2022) be promoted to reduce the
incidence of CRE infection. In addition, active management is required to prevent the spread of CRE infection in medical
institutions.
Keywords: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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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species (2018-2020)
2018
(n=12,013)

2019
(n=15,640)

2020
(n=19,659)

K. pneumoniae

6,289 (52.4)

9,452 (60.4)

12,296 (62.5)

E. coli

1,805 (15.0)

3,010 (19.2)

3,541 (18.0)

Enterobacter

1,199 (10.0)

1,853 (11.8)

1,869 (9.5)

C. freundii

260 (2.2)

403 (2.6)

501 (2.5)

K. oxytoca

167 (1.4)

234 (1.5)

315 (1.6)

S. marcescens

66 (0.5)

136 (0.9)

278 (1.4)

C. koseri

41 (0.3)

118 (0.8)

113 (0.6)

R. ornithinolytica

14 (0.1)

30 (0.2)

49 (0.2)

P. rettgeri

76 (0.6)

118 (0.8)

137 (0.7)

K. pneumoniae except Klebsiella spp.

43 (0.4)

127 (0.8)

220 (1.1)

R. ornithinolytica except Raoultella spp.

21 (0.2)

12 (0.1)

15 (0.1)

C. freundii except Ctrobacter spp.

38 (0.3)

4 (0.0)

138 (0.7)

124 (1.0)

57 (0.4)

40 (0.2)

Morganella morganii

0 (0.0)

23 (0.1)

21 (0.1)

P. rettgeri except Providencia spp.

2 (0.0)

21 (0.1)

24 (0.1)

Etc.

5 (0.0)

42 (0.3)

78 (0.4)

0 (0.0)

24 (0.1)

Proteus spp.

Missing

1,863 (15.5)

Table 2. Distribution of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RE) (2018-2020)
(Number, %)

Characteristic

2018

2019

2020

CRE

11,954 (100)

15,369 (100)

18,113 (100)

CPE

5,962 (49.9)

8,887 (57.8)

11,218 (61.9)

Table 3. Distribution of Carbapenemase genotypes by Enterobacteriaceae (2018-2020)
(Number, %)

Characteristic
KPC1)
NDM2)
OXA-48

2019

2020

4,132 (71.2)

6,309 (68.5)

8,958 (73.8)

1,432 (24.7)

2,240 (24.3)

2,516 (20.7)

116 (2.0)

533 (5.8)

522 (4.3)

4)

69 (1.2)

59 (0.6)

60 (0.5)

5)

43 (0.7)

53 (0.6)

67 (0.6)

8 (0.1)

15 (0.2)

13 (0.1)

VIM
IMP

3)

2018

GES

6)

1) Klebsiella pneumoniae carbapenemases
2) New Delhi metallo-β-lactamase
3) Oxacillinase-48
4) Verona integron-encoded metallo-β-lactamase
5) Imipenemase
6) Guiana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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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No. of cases (%)

Unit: No. of cases (%)
0-19y, 20-39y,
311(2) 502(3)
40-49y,
774(4)

Long-Term Care Hospitals ,
1,485(8)
Hospitals,
1,380(8) Long-Term Care Hospitals,
The year 2020
1,077(7)
Hospitals,
1,093(7)
Long-Term Care Hospitals
, The year 2019
517(4)
Hospitals,
843(7)
The year 2018 Advanced General Hospitals,
7,099(39)
Advanced General Hospitals,
6,266(41)
Advanced General Hospitals,
5,298(44)
General Hospitals,
5,226(44)

0-19y, 20-39y,
333(2) 513(3)

The year 2020

The year 2018

40-49y,
618(5)
50-59y,
1,403(12)

50-59y,
1,789(12)

≥70y,
6,819(57)
60-69y,
2,265(19)

≥70y,
11,086(61)

General Hospitals,
6,803(44)

50-59y,
2,035(11)

0-19y, 20-39y,
420(3) 429(4)

The year 2019

≥70y,
9,031(59)

40-49y,
760(5)

60-69y,
2,943(19)
60-69y,
3,405(19)

General Hospitals,
8,013(44)

Advanced General Hospitals
General Hospitals
Hospitals
Long-Term Care Hospitals
etc.

0-19y

Figure 1.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by Type of Hospitals

20-39y

40-49y

50-59y

60-69y

≥7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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