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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Year after year, the prevalence of antimicrobial resistance bacteria has increased due to
corresponding increase in usage of broad spectrum antibiotics. Particularly, Carba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ceae (CPE) has become an important global health concern, sinc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ratio of some antimicrobial resistant bacteria like Extendedspectrum beta-lactamases (ESBL) that use carbapenem.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occurrence of CPE in Korea,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ho had CPE colonies, and
the ratio of Carbapenemase.
Methods
From January to December 2014, we analyzed a total of 174 reported CPE cases in Korea
through sample monitoring surveillance system. Data collection was based on epidemiologic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Excel program.
Results
Rectal swabbing of the specimens confirmed the highest number of patients (52 patients,
29.9%), while 55.7% of CPE colonized patients were male. It was also determined that CPE
patients had past histories of cardiovascular disease (57 patients, 32.8%), cancer (38 patients,
21.8%), and diabetes mellitus (37, 21.3%).
The risk factors of CPE colonization (e.g., admission in Intensive Care Unit, mechanical
ventilation, insertion of invasive catheter, and usage of antibiotics) were present in more
than half of the total number of reported cases.
Klebsiella pneumoniae is the most popular Enterobactericeae which was confirmed in CPE
(104 cases, 59.8%), and OXA-232 is the most common carbapenemase in confirmed cases
(48 cases, 27.6%).
Conclusion
CPE is the important bacteria that can bring about associated infections. Thus, health
authorities should conduct accurate surveillance of CPE occurrence and establish adequate
policies to prevent transmission of CPE.

들어가는 말

해가 갈수록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카바페넴
분해효소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ase

항생제 사용의 빈도가 늘어가면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은

Producing Enterobactericiae, CPE)에 의한 감염증은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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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Not metalloenzyme carbapenemase)에 의한 CPE가

표본감시체계를 통하여 발생현황을 수집하고 있으며, 감시대상

처음 보고된 이래로 그 빈도가 증가되고 있다[1]. 이는 Extended-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00여개가

spectrum beta-lactamases(ESBL)을 지니고 있는 장내세균

참여하고 있다.

등 여러 종류의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되면서 카바페넴의

이 글은 2014년에 신고된 CPE 174건(Figure 1)을 분석한 것이다.

사용량이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항생제의 선택 압력(antibiotics

CPE 감염증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성 97명(55.7%), 여성 77명

selective pressure)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2].

(44.3%)이었다(Table 1). CPE가 확인된 배양 검체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일본으로부터 metallo-β-

분율을 보인 검체는 직장도말 검사이다(52명, 29.9%). 이는 이전

lactamase(MBL), IMP-1 효소가 전파됨으로써 CPE가

CPE 유행의 경험을 했던 병원에서 능동감시를 위하여 위험인자를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 다른 카바페넴 분해 효소들도

갖고 있는 모든 환자에서 직장도말 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타국가로부터 유입되면서 CPE의 발생빈도는 점차 증가되고

환자들이 갖고 있던 기저질환 중 높은 순서로 보면, 심장혈관질환
(57명, 32.8%), 암(38명, 21.8%), 당뇨(37명, 21.3%) 순이었다.

있는 실정이다[3].
이 원고에서는 2014년 우리나라 CPE의 발생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환자특성과 카바페넴 분해 효소 종류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CPE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심장혈관질환의 경우 환자의 중증도와 관련이 있고, 암, 당뇨 등의
질환은 환자의 면역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4].
그간 연구를 통해 CPE의 위험인자로 언급되는 것들은 중환자실
입원력, 기관절개술, 기계호흡 여부, 외부 관의 삽관, 항생제 사용력

한다.

등이 있다[5]. 우리나라 사례들을 분석하여 봤을 때도 중환자실
입원력, 외부 관의 삽관 등은 과반수 이상의 환자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CPE 집락균 보균 의심 환자와의 접촉력이 확인된

몸말

환자는 총 58명(33.3%)이었으나, 이는 의무기록 평가에 따른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0.12.30.)에

역학조사 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저평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분류된 의료관련감염병(항생제내성균 6종)의 발생현황을

검체에서 확인된 균의 종류와 카바페넴 분해 효소의 종류에

파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Table. 2, 3). 가장 많은

감염증에서 CPE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의료관련감염병은

장내세균의 종류는 Klebsiella pneumoniae (104명, 59.8%)

Figure 1. Carba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ciae in Republic of Korea, 2014, cumulativ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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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분해효소는 OXA-232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48명,

결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27.6%). 이는 CPE 유행이 일어났던 한 병원에서의 능동감시에 의한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in carba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ciae colonized patients
Classification
Sex

Culture site

Past history
(Double
check)

Risk factor

outcome

The frequency number

Rate (percentage, %)

Male

97

55.7

Female

77

44.3

Sputum (add endotracheal tube drainage, bronchial washing, E-tube tip)

27

15.5

Body fluid (Cerebro-spinal fluid, peritoneal fluid, bile fluid, Others)

8

4.60

Urine (add foley catheter tip)

44

25.3

Wound, tissue, pus, hemo-vac tip

9

5.17

Blood (add central line catheter tip)

22

12.6

Stool

12

6.9

Rectal swab (Active monitoring)

52

29.9

Diabetes mellitus

37

21.3

Pulmonary disease

18

10.3

Liver disease

19

10.9

Cardiovascular disease

57

32.8

Cerebral disease

18

10.3

Renal disease

15

8.6

Immunodeficiency

4

2.3

Cancer

38

21.8

Travel to risky country

3

1.7

Others

29

16.7

None

32

18.4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

114

65.5

Catheterization

139

79.9

Mechanical ventilation

78

44.8

Operation

70

40.2

Use Carbapenems

71

40.8

Contact history with suspected CPE colonized patients

58

33.3

None

14

8.0

Improved (Discharge)

102

58.6

Expire

38

21.8

In hospitalization

10

5.7

None hospitalization

2

1.1

Transfer

1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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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cterial species on Carba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ciae
Bacterial species

The frequency number

Rate (percentage, %)

Citrobacter freundii

8

4.6

Escherichia coli

7

4.0

Enterobacter spp.

30

17.2

Klebsiella ornithinolytica

1

0.6

Klebsiella oxytoca

14

8.0

Klebsiella pneumoniae

104

59.8

Pantoea spp.

3

1.7

Raoultella planticola

6

3.4

serratia marcescens

1

0.6

Carbapenemase

The frequency number

Rate (percentage, %)

GES-5

1

0.6

IMP

6

3.4

IMP-1

2

1.1

KPC

41

23.6

KPC-2

5

2.9

KPC-4

1

0.6

KPC-5

1

0.6

NDM-1

37

21.3

OXA

1

0.6

OXA-181

1

0.6

OXA-232

48

27.6

OXA-48

4

2.3

VIM

20

11.5

VIM-2

6

3.4

Table 3. Carbapenemase

맺는말

어떠한 항생제에도 치료되지 않는 일명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을
초래하게 될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6].

카바페넴은 최근 들어 많이 이용되는 항생제이다. 특히 항생제

CPE는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지니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내성균이 증가될수록 카바페넴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장내세균속균종이다. 이 균이 특히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카바페넴에 대한 내성균주의 증가는 의료관련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다른 균주에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감염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될

CPE의 유행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7].

것이며, 그에 대한 적절한 공공보건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에는

이러한 이유로 CPE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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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CPE를 지닌 환자들의 특성 및 유행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
등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2014년 CPE의 발생 현황 및 역학조사를 기초로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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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eil Gupta et al.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Epidemiology and Prevention :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2011;53(1):60-.67

특성에 대한 파악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연구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위험 인자들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중증도, 특히 중환자실 입원력 등이 중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능동감시를 시행하였던 병원에서의 진단률은 다른 검체를 통한
수동 감시의 경우보다 높았다. 다만, 현재의 자료만 가지고
한국에서의 CPE 감염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어려운 실정이다.
추후 환자-대조군 분석 등의 세부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감염
특성 및 위험 인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예방 및
감염전파 방지를 위한 보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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