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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evaluat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ommunity and
hospital onset MRSA isolated from patients admitted to a tertiary care teaching hospital.
Methods: The study was carried out on MRSA isolated from clinical specimens of patients admitted into the
wards and the intensive care unit in a 2,200-bed tertiary care teaching hospital from January 1st through December
31st, 2007. In order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MRSA acquisition, the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All statistics were computed using SPSS version 14.0.
Results: Of the 835 MRSA isolates, 179 (21.4%) were CO-MRSA and 656 (78.6%) were HO-MRSA. Of the 179
CO-MRSA isolates, 6 (3.4%) were CA-MRS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 history of using
medical device or antibiotics within 1 year before the isolation of MRSA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HO-MRSA,
and a history of hospitalization within 1 year before the isolation of MRSA was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CO-MRSA. Analysis on the antibiotics administered within 1 year before the isolation of MRSA showed that
levofloxacin, macrolides, 1st generation cephalosporins, 3rd generation cephalosporins, 4th generation cephalosporins,
vancomycin, metronidazole, and carbapenem were all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HO-MRSA and that TMP/SMX was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CO-MRSA. Of the 6 (3.4%) CA-MRSA isolates, 1 (16.7%) was the pathogen responsible
for soft tissue infection. No patients died from the CA-MRSA infection.
Conclusion: MRSA isolated from clinical specimens of patients admitted into the wards and the ICU in a tertiary
care teaching hospital was usually HO-MRSA, CO-MRSA and HO-MRSA usually had at least one of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MRSA acquisition, and CO-MRSA was mainly HACO-MRSA.
Keywords: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Community-onset MRSA (CO-MRSA), Hospital-onset
MRSA (HO-MRSA), Community-associated MRSA (CA-MRSA), Healthcare-associated community-onset MRSA
(HACO-MRSA)
*

접수일: 2009년 4월 24일
게재승인일: 2009년 6월 1일
교신저자: 김순덕 136-70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el: 02-920-6344 Fax: 02-927-7220,
E-mail: kimsd@korea.ac.kr

지역사회 및 병원 발현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에 대한 연구

서

론

25

원 후 48시간 이내 동정되거나 외래 혹은 응급실에
서 동정된 경우를 말하지만 최근 보고된 메타분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은 methicillin이 도
입된지 한 달 만에 1961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되

결과에 의하면 이 기준에 부합된 입원 환자의 85%
와 건강한 지역사회 성인의 47.5%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료 관련 위험요인(healthcare-associated risk

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병원감염의 가장 흔한

factors)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최근

원인균이 되었다[1].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에는 지역사회관련 MRSA (community-associated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국가 병
원감염감독위원회(National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NNIS)의 보고에 의하면 MRSA
로 인한 감염은 1995년 40%에서 2004년 60%로
증가하였고[2] 유럽에서도 병원획득 포도알균의
2-40%를 차지하고 있다.
MRSA는 미국과 유럽의 많은 병원의 임상 분
리에서 29-35%를 차지하고 있으며[3], S. aureus로
인한 감염 중 대략 20-40%는 MRSA로 인한 감염
이다[4]. MRSA의 고위험 부서는 중환자실이며
1992년 유럽의 중환자실에서 획득한 S. aureus의
57%가 MRSA이었다[5].
국내에서도 MRSA는 병원감염의 주요 원인균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997년 300병상 이상 규
모의 69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병원감염
관리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S. aureus (17.2%)이었으며,
이 중 78.8%가 MRSA로 가장 흔하였다. 감염 부

MRSA, CA-MRSA)가 병원으로 유입되어 집단 발
병을 일으킨 경우도 보고되고 있고[10], 한 대학
병원 응급실에 5년간 내원한 황색포도알균 균혈
증 환자 중 27.3%에서 분리된 MRSA는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11]. 즉, 지역사회나 병원에서 발
생하는 감염증이라도 의료 관련 위험요인과 관련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역학적 측면
에서 지역사회와 병원 환경 사이의 경계가 사라
짐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일개 3차 병원
의 병동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임상검체에
서 분리된 MRSA를 분리시기와 위험요인 유무에
따라 지역사회발현 MRSA (community-onset MRSA,
CO-MRSA)와 병원발현 MRSA (hospital-onset MRSA,
HO-MRSA)로 구분하고 그 특성과 위험요인을 분
석하여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서의 MRSA 감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위별로도 수술부위감염(28.3%), 폐렴(23.5%), 균혈

대상 및 방법

증(15.5%)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었다[6]. 중환자
실에서 발생한 병원감염 부위에서 분리된 균 중
MRSA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에는 19.1%였으

1. 연구 대상

나 2000년에는 19.9%, 2004년에는 21.3%로 증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200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7]. 또한 2006년 국내

병상의 서울 소재 일개 3차 병원의 병동과 중환자

전국병원감시체계(Korean Nosocomial Infectious

실에 입원한 환자의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MRSA

Surveillance System, KONIS) 결과 보고에서도

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 환자에서 반복적으로 분

88.7%가 메티실린 내성을 지닌 경우이었다[8].

리된 경우에는 최초로 분리된 균주 하나만을 포

최근 MRSA는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도 지역사회발현 병원균(community-onset pathogen)
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04년 NNIS 보고에

함시켰다.

2. 연구 방법

의하면 MRSA,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3rd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균주를 분류하였고, 연구

generation cephalosporin-resistant Enterobacter spp.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MRSA 획득과 관련된 위

같은 항균제 내성균이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병동이

험요인, 항균제 사용력, 항균제감수성결과를 조사

나 외래 환자에서 다수 분리되고 있다.

하였다. 균주 분류 및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

지역사회 획득은 대개 입원 시기를 기준으로 입

요인은 미국 CDC의 ABCs system에서 정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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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에 준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windows version

1) 균주 분류

14.0 (SPSS, Chicago, IL)을 사용하였다. 범주형 자

(1) CO-MRSA와 HO-MRSA 분류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분리된 경우는 COMRSA로, 입원 48시간 이후에 분리된 경우는 HO
-MRSA로 분류하였다.
(2) CA-MRSA와 의료관련 지역사회발현 MRSA
(healthcare-associated community-onset MRSA, HACO
-MRSA) 분류
CO-MRSA를 대상으로 MRSA 획득과 관련된 위

료의 경우에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고 연속형 자료의 경우에는 Stu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하에서 판단하였으며,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검정
에서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
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험요인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CA-MRSA로, MRSA

결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HACO-MRSA로 분류하였다. 의무기록 검토 결과
CA-MRSA 추정 균주가 분리된 환자와 직접 전화

과

1. 균주 분류

인터뷰를 실시하여 균주가 분리된 시점으로부터

연구기간 동안 임상검체에서 2,051균주의 S.

1년 이내에 입원력, 수술력, 투석력이 있는 경우

aureus가 분리되었고 이 가운데 MRSA는 1,246균

는 CA-MRSA에서 제외하였다.

주(60.8%), MSSA는 805균주(39.2%)이었다. 이중
병동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MRSA는 835균주(67.0%)이었다. 입원 후 48

2) 일반적 특성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나이, 성별, 음주력, 흡연

시간 이내에 분리된 CO-MRSA는 179균주(21.4%)

력, MRSA가 분리된 검체, 내원 장소(병동, 중환

이었고 입원 48시간 이후에 분리된 HO-MRSA는

자실), 진료과, 진단명, 내원 시 타원 경유 여부를

656균주(78.6%)이었다.
CO-MRSA가 분리된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조사하였다.

을 검토한 결과 CA-MRSA로 추정되는 균주는 총
9균주(5.0%)이었고, HACO-MRSA는 170균주(95.0%)

3)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은 균주가 분리

이었다. CA-MRSA 추정 균주가 분리된 환자와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입원력, 수술력, 투

직접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3명의 환자가 1

석력, MRSA 분리력, 항균제 사용력, 인공호흡기,

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과거력이 있었던

중심정맥관, 유치도뇨관과 같은 의료기구 사용력

것으로 확인되어 6균주(3.4%)만이 CA-MRSA로

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확정되었고 HACO-MRSA는 173균주(96.6%)로 확

조사하였다.

정되었다(Fig. 1).

2. 지역사회 및 병원 발현 MRSA 비교분석

4) 항균제 사용력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MRSA가 분리된 시점으
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항균제를 조사하였다.

및 위험요인
연구 대상자 835명 중 CO-MRSA는 179명(21.4%),
HO-MRSA는 656명(78.6%)이었다. 두 집단 모두 성
별은 CO-MRSA에서 120명(67.0%) HO-MRSA에서

5) 항균제감수성결과
Institution

482명(73.5%)으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은 15-64세

(CLSI)의 지침에 따라 분리된 MRSA의 항균제감

가 각 집단에서 93명(52.0%), 366명(55.8%)으로

수성 결과를 조사하였다.

가장 많았다.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많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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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ng of the isolation after admission

By review of medical records Risk factors

By review of telephone
Interview Risk factors

Fig. 1. Schematic diagram to classify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isolate as community-onset MRSA
(CO-MRSA) or hospital-onset MRSA (HO-MRSA). CO-MRSA was subdivided into community-associated MRSA
(CA-MRSA) and healthcare-associated community-onset MRSA (HACO-MRSA).

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MRSA가 분리된 장소는

MRSA가 분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수

CO-MRSA에서 138건(77.1%) HO-MRSA에서 418건

술력(OR, 3.51; 95% CI, 2.47-4.97), 의료기구 사용

(63.7%)으로 병동이 유의하게 많았으며(P=0.001),

력(OR, 10.98; 95% CI, 7.54-16.00) －인공호흡기

타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입원한 경우는 두 집단 모

(OR, 3.36; 95% CI, 2.28-4.94), 중심정맥카테터

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OR, 5.94; 95% CI, 3.99-8.83), 유치도뇨관(OR,

MRSA가 분리된 검체는 CO-MRSA에서 85건(47.5%)

5.85; 95% CI, 3.94-8.67)－, 항균제 사용력(OR,

HO-MRSA에서 375건(57.2%)으로 객담이 많았고

13.95; 95% CI, 8.37-23.26)은 HO-MRSA에서 많았

(P<0.001), CO-MRSA는 내과계에서 HO-MRSA는

고 입원력(OR, 0.58; 95% CI, 0.38-0.91)은 CO-

외과계에서 더 많이 분리되었으며(P=0.006) 모두

MRSA에서 많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환자 특성으로는 CO-MRSA

다(Table 2).

에서 36명(20.1%) HO-MRSA에서 261명(39.8%)으

MRSA가 분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사

로 암환자가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용한 항균제를 조사한 결과 levofloxacin (OR,

다(P＜0.001) (Table 1).

2.18; 95% CI, 1.10-4.31), macrolides (OR, 4.38;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95% CI, 2.25-8.52), 1st generation cephalosporins

경우는 HO-MRSA에서 651건(99.2%), CO-MRSA

(OR, 1.63; 95% CI, 1.00-2.66), 3rd generation

에서 173건(96.6%)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cephalosporins (OR, 5.49; 95% CI, 3.86-7.81), 4th

하였다(OR, 4.52; 95% CI, 1.36-14.97; P<0.016).

generation cephalosporins (OR, 5.48; 95% CI,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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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community-onset MRSA and hospital-onset MRSA
Characteristics

Community-onset MRSA (N=179) Hospital-onset MRSA (N=656)
N (%)
N (%)

Gender
Male
120 (67.0)
Female
59 (33.0)
Age, yr, mean (SD)
54.5 (±21.7)
median (range)
60.0 (0-90)
Age group
＜1
8 ( 4.5)
1-14
6 ( 3.4)
15-64
93 (52.0)
≥65
72 (40.2)
Alcoholism
Non drinking
117 (65.4)
Drinking
31 (17.3)
Ex-drinker
31 (17.3)
Smoking
Non smoking
108 (60.3)
Smoking
24 (13.4)
Ex-smoker
47 (26.3)
Isolation place
Ward
138 (77.1)
Intensive care unit
41 (22.9)
Transfer from another healthcare facility
48 (26.8)
Specimen type
Sputum
85 (47.5)
JP drain
3 ( 1.7)
Blood
11 ( 6.1)
Pus
32 (17.9)
Urine
8 ( 4.5)
Biopsy tissue
12 ( 6.7)
Bile
4 ( 2.2)
Ear discharge
18 (10.1)
Others
6 ( 3.4)
Unit of hospitalization
Medicine
84 (46.9)
Surgery
56 (31.3)
Pediatric and neonate
11 ( 6.1)
Others
28 (15.6)
Diagnosis
Cancer
36 (20.1)
Pulmonary disease
25 (14.0)
Liver disease
5 ( 2.8)
Cerebrovascular disease
4 ( 2.2)
Heart disease
5 ( 2.8)
Benign neoplasm
1 ( 0.6)
Renal disease
7 ( 3.9)
Diabetes mellitus
7 ( 3.9)
Others
89 (49.7)
Abbreviations: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P-value
0.089

482
174
55.7
60.0

(73.5)
(26.5)
(±19.6)
(0-95)

18
18
366
254

( 2.7)
( 2.7)
(55.8)
(38.7)

0.507
0.576

0.316
392 (59.8)
119 (18.1)
145 (22.1)
0.369
357 (54.4)
100 (15.2)
199 (30.3)
0.001
418 (63.7)
238 (36.3)
181 (27.6)
375
83
57
56
29
13
10
5
28

0.837
<0.001

(57.2)
(12.7)
( 8.7)
( 8.5)
( 4.4)
( 2.0)
( 1.5)
( 0.8)
( 4.3)
0.006

254
298
36
68

(38.7)
(45.4)
( 5.5)
(10.4)

261
69
45
16
16
14
13
2
220

(39.8)
(10.5)
( 6.9)
( 2.4)
( 2.4)
( 2.1)
( 2.0)
( 0.3)
(33.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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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nivariate analysis on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MRSA acquisition
Community-onset MRSA
Hospital-onset MRSA
Risk factors
(N=179)
(N=656)
OR (95% CI)
P-value
N (%)
N (%)
Hospitalization within 1yr
151 (84.4)
498 (75.9)
0.58 (0.38-0.91)
0.016
Operation within 1yr
60 (33.5)
419 (63.9)
3.51 (2.47-4.97)
<0.001
Dialysis within 1yr
10 ( 5.6)
67 (10.2)
1.92 (0.97-3.82)
0.058
MRSA isolation within 1yr
34 (19.0)
140 (21.3)
1.16 (0.76-1.76)
0.493
Medical device use within 1yr*
57 (31.8)
549 (83.7)
10.98 (7.54-16.00)
<0.001
Mechanical ventilator
39 (21.8)
317 (48.3)
3.36 (2.28-4.94)
<0.001
Central venous catheter
36 (20.1)
393 (59.9)
5.94 (3.99-8.83)
<0.001
Foley catheter
37 (20.7)
396 (60.4)
5.85 (3.94-8.67)
<0.001
Antibiotic use within 1yr
117 (65.4)
632 (96.3)
13.95 (8.37-23.26)
<0.001
* Use one of three devices: mechanical ventilator, central venous catheter, foley catheter. Abbreviations: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OR, Odds ratio; CI, confidential interval.

Table 3. Analysis on antibiotics used within 1 year before the isolation of MRSA
Community-onset MRSA Hospital-onset MRSA
(N=179)
(N=656)
Antibiotic class
OR (95% CI)
N (%)
N (%)
Penicillins
4 ( 2.2)
36 ( 5.5)
2.54 (0.89-7.23)
Levofloxacin
10 ( 5.6)
75 (11.4)
2.18 (1.10-4.31)
Ciprofloxacin
3 ( 1.7)
22 ( 3.4)
2.04 (0.60-6.89)
Aminoglycosides
35 (19.6)
166 (25.3)
1.39 (0.93-2.10)
Macrolides
10 ( 5.6)
135 (20.6)
4.38 (2.25-8.52)
1st generation Cephalosporins
22 (12.3)
122 (18.6)
1.63 (1.00-2.66)
2nd generation Cephalosporins
31 (17.3)
135 (20.6)
1.24 (0.81-1.91)
3rd generation Cephalosporins
70 (39.1)
511 (77.9)
5.49 (3.86-7.81)
4th generation Cephalosporins
3 ( 1.7)
56 ( 8.5)
5.48 (1.69-17.71)
Vancomycin
29 (16.2)
238 (36.3)
2.95 (1.92-4.52)
Metronidazole
23 (12.8)
269 (41.0)
4.72 (2.96-7.50)
TMP/SMX
7 ( 3.9)
1 ( 0.2)
0.04 (0.01-0.31)
Carbapenem
16 ( 8.9)
235 (35.8)
5.69 (3.32-9.74)
Others
13 ( 7.3)
31 ( 4.7)
0.63 (0.32-1.24)
Abbreviations: TMP/SMX,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ratio; CI, confidential interval.
* Fisher's exact test.

P-value
0.077*
0.022
0.326*
0.111
<0.001
0.048
0.328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178
OR, Odds

-17.71), vancomycin (OR, 2.95; 95% CI, 1.92-4.52),

유의한 위험요인이었으며 MRSA가 분리된 시점

metronidazole (OR, 4.72; 95% CI, 2.96-7.50),

으로부터 1년 이내의 입원력은 CO-MRSA의 유의

carbapenem (OR, 5.69; 95% CI, 3.32-9.74) 사용력

한 위험요인이었다(Table 4).

은 HO-MRSA에서, TMP/SMX (OR, 0.04; 95% CI,
0.01-0.31) 사용력은 CO-MRSA에서 많았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3.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4. 항균제감수성결과
항균제감수성검사결과 두 집단의 amoxicillin/
clavulanate, ampicillin, cefazolin, cefepime, cefotaxime,
cefuroxime, cephalothin, carbapenem, penicillin, ticarcillin/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분리장

clavulanate는 모두 내성이었고, quinupristin/dalfopristin

소, 진단명, MRSA가 분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은 모두 감수성이었다. 각 항균제의 내성률은

이내의 입원력, 수술력, 의료기구 사용력, 항균제

ciprofloxacin 72.1% (OR, 0.37; 95% CI, 0.25-0.56),

사용력에 대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clindamycin 69.0% (OR, 0.42; 95% CI, 0.28-0.62),

결과 MRSA가 분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erythromycin 84.2% (OR, 0.41; 95% CI, 0.25-0.69),

의료기구 사용력, 항균제 사용력은 HO-MRSA의

fusidic acid 36.9% (OR, 0.50; 95% CI, 0.3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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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MRSA acquisition
Risk Factors*
OR (95% CI)
Hospitalization within 1yr
0.42 (0.24-0.76)
Medical device use within 1yr‡
11.64 (6.69-20.24)
Antibiotic use within 1yr
8.85 (4.86-16.09)
* Reference group; CO-MRS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e one of three devices; mechanical ventilator, central venous catheter, foley catheter.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tial interval.

P-value†
0.004
<0.001
<0.001

Table 5. Antimicrobial resistant pattern of community and hospital onset MRSA
Community-onset MRSA (N=179)
Hospital-onset MRSA (N=656)
Antimicrobial
P-value
N (%)
N (%)
Ciprofloxacin
129 (72.1)
573 (87.3)
<0.001
Clindamycin
118/171 (69.0)
528/627 (84.2)
<0.001
Chlorampenicol
8/171 ( 4.7)
57/627 ( 9.1)
0.062
Erythromycin
144/171 (84.2)
582/627 (92.8)
<0.001
Fusidic acid
66 (36.9)
354 (54.0)
<0.001
Gentamicin
126 (70.4)
541 (82.5)
<0.001
Ofloxacin
128 (71.5)
571 (87.0)
<0.001
Rifampin
7 ( 3.9)
46 ( 7.0)
0.131
Tetracycline
115 (64.2)
518 (79.0)
<0.001
Teicoplanin
0 ( 0.0)
3 ( 0.5)
1.000†
TMP/SMX
22 (12.3)
101 (15.4)
0.299
Vancomycin
0 ( 0.0)
2 ( 0.3)*
0.484†
Resistance isolate = intermediate resistant isolate + resistant isolate.
Oxacillin, amoxicillin/clavulanate, ampicillin, cefazolin, cefepime, cefotaxime, cefuroxime, cephalothin, carbapenem,
penicillin, ticarcillin/clavulanate are all resistant. Quinupristin/dalfopristin is all susceptable.
* Vancomycin intermediate resistant
† Fisher's exact test
Abbreviations: TMP/SMX,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gentamicin 70.4% (OR, 0.51; 95% CI, 0.35-0.74),

penicillin, ticarcillin/clavulanate에 대하여 100%,

ofloxacin 71.5% (OR, 0.37; 95% CI, 0.25-0.56),

ciprofloxacin,

tetracycline 64.2% (OR, 0.48; 95% CI, 0.33-0.69)로

66.7%, clindamycin, gentamicin에 대하여 33.3%이

CO-MRSA에서 내성률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

었으며 chlorampenicol, fusidic acid, quinupristin/

로 유의하였다(Table 5).

dalfopristin,

5. 지역사회관련 MRSA의 임상적 특성
연구 기간 동안 병동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

ofloxacin,

rifampin,

tetracycline에

teicoplanin,

대하여

TMP/SMX,

vancomycin에 대해서는 모두 감수성이었다(Table 6).

고

찰

자의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MRSA 835균주 가운
데 6균주(3.4%)만이 CA-MRSA로 분류되었다. 이
중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는 연조직 감염 1례
(16.7%)이었고 나머지는 귀 분비물 3곳, 객담 2곳
의 집락균이었으며 CA-MRSA로 인하여 사망한
예는 없었다.
Oxacillin 외의 항균제에 대한 내성률은 amoxicillin/
clavulanate, ampicillin, cefazolin, cefepime, cefotaxime,
cefuroxime, cephalothin, erythromycin, carbapenem,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MRSA 감염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MRSA 집락 환
자의 상당수는 MRSA 감염으로 발전되며[12,13],
한 연구 결과에서는 MRSA 집락 환자의 경우 18
개월 이내에 균혈증, 폐렴, 연조직 감염과 같은
MRSA 감염으로 발전될 위험이 29%에 달한다고
하였다[13]. 즉, 의료기관에서 MRSA 집락률은
MRSA 획득률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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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community-associated MRSA
Pathogen/
Patient No. Age
Sex
Diagnosis
Specimen
Colonizer

Susceptible Antimicrobials

CHL, CIP, CLI, FUA
GM, OFX, RIF, TEI
TET, VM, SYN, TMP/SMX
Pulmonary
CHL, FUA, RIF, TEI
2
67
M
Sputum
Colonizer
disease
VM, SYN, TMP/SMX
CHL CIP, CLI, FUA
Pulmonary
3
55
M
Sputum
Colonizer
GM, OFX, RIF, TEI,
disease
TET, VM, SYN, TMP/SMX
Ear
CHL, FUA, GM, RIF
4
38
F
Chronic otitis media
Colonizer
discharge
TEI, VM, SYN, TMP/SMX
CHL, CLI, FUA, RIF
Diabetes mellitus
Ear
Colonizer
5
69
F
TEI, VM, TMP/SMX
with renal complications
discharge
CHL, CLI, FUA, GM
Ear
6
54
F
Chronic otitis media
Colonizer
RIF, TEI, VM, SYN
discharge
TMP/SMX
Tested antimicrobials: CHL, CIP, CLI, FUA, GEM, OFX, RIF, TEI, TET, VM, SYN, TMP/SMX, amoxicillin/clavulanate,
ampicillin, cefazolin, cefepime, cefotaxime, cefuroxime, cephalothin, imipenem, meropenem, penicillin, ticarcillin/clavulanate
Abbreviations: CHL, chloramphenicol; CIP, ciprofloxacin; CLI, clindamycin; FUA, fusidic acid; GM, gentamicin; OFX,
ofloxacin; RIF, rifampin; TEI, teicoplanin; TET, tetracycline; VM, vancomycin; SYN, quinupristin/dalfopristin; TMP/SMX,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1

47

M

Cellulitis of
shoulder

Biopsy
tissue

Pathogen

인이며 혈류감염과 같은 심각한 감염으로 발전되

험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CO-MRSA의 대부분은

게 만드는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HACO-MRSA이었다. 미국에서 지역사회 및 병원

본 연구에서 연구 기간 동안 중환자실과 병동

발현 MRSA 감염의 주요 위험요인은 각각 입원

에 입원한 환자의 임상검체에서 835균주(67.0%)

력(76.6%, 57.7%), 수술력(37.0%, 37.6%), MRSA

의 MRSA가 분리되었고 이 중 179균주(21.4%)는

감염 또는 집락(30.3%, 17.4%)이었고 MRSA로 인

CO-MRSA, 656균주(78.6%)는 HO-MRSA이었으며

한 침습적 감염의 58%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

179균주의 CO-MRSA 중 6균주(3.4%)만이 CA-

생 했으며 대부분 1년 이내에 입원력과 같은

MRSA이었다.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노출된 과거력

입원 환자에서 CA-MRSA는 전체 MRSA 중 35%

을 가지고 있었다[2]. 또한 healthcare-associated S.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이중 87%는 MRSA 획득과

aureus 균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

관련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분리된

과에 의하면 85%는 패혈증 발생 3개월 이내에

것이었고, 지역사회에서는 전체 MRSA 중 1.3%

입원했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고 28%는 혈류감

를 차지하였으나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

염이 발생하기 전 30일 이내에 정맥요법이나 창

이 없는 경우는 0.2%에 불과 하였다[14].

상치료와 같은 특별한 처치를 받은 과거력이 있

본 연구에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MRSA가

었으며, 43.5%는 S. aureus 균혈증이 발생하기 전

분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의료기구 사용

30일 이내에 투석을 받거나 항암주사요법을 받았

력, 항균제 사용력은 HO-MRSA의 유의한 위험요

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15]. 2006년 영국에서

인이었으며 MRSA가 분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실시한 6개월간의 전향적 연구 결과를 보면 MRSA

이내의 입원력은 CO-MRSA의 유의한 위험요인이

가 분리된 296명 중 59명이 CO-MRSA로 추정되

었다. 특히 의료기구 사용력은 교차비(odds ratio,

었다. 위험요인 유무에 대한 설문 결과 50명 중

OR) 11.64로 HO-MRSA의 가장 유의한 위험요인

17명은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

이었다. 또한 분리된 MRSA의 대부분은 HO-

지 않았으나 phage typing 결과 healthcare-associated

MRSA이었고, CO-MRSA와 HO-MRSA의 대부분

MRSA (HA-MRSA)이었으며, CA-MRSA로 추정된

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MRSA 획득과 관련된 위

대부분의 MRSA는 HA-MRSA이었다[16]. 또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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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의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전향적 연구 결과에서

cefuroxime, cephalothin, carbapenem, penicillin,

도 community-acquired MRSA (CAc-MRSA)는 32%

ticarcillin/clavulanate는 모두 내성이었고, quinupristin/

였으나 이들은 투석 센터나 항암클리닉과 같은

dalfopristin은 모두 감수성이었다. 각 항균제의 내

외래센터나 지역사회 병원을 방문했던 과거력이

성률은 ciprofloxacin 72.1%, clindamycin 69.0%,

있는 HA-MRSA이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erythromycin 84.2%, fusidic acid 36.9%, gentamicin

다른 기간 동안 추가 연구를 실시 한 결과 CAc

70.4%, ofloxacin 71.5%, tetracycline 64.2%로 CO

-MRSA는 54.5%이었다. 이중 44%는 2-100주 이

-MRSA에서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내에 입원력을 가지고 있었고 6%는 다른 의료기

다. 2006년 한국의 여섯 개 종합병원에서 분리된

관으로부터 전원 된 경우였으며 3%는 당일 수술

MRSA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53.1%가

을 받은 경우이었고 1건은 정기적으로 외래진료

erythromycin에 내성을 보였고 CA-MRSA에서 38.5%,

를 받는 경우여서 true CAc-MRSA는 하나도 없었

HA-MRSA에서 63.2%로 더 높았다.

다[17]. 지역사회획득 균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

본 연구 결과에서 CA-MRSA는 6예(3.4%)로 감

시한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 의료관련 균혈증은

염증은 연조직 감염 1예이었고 나머지는 귀 분비

62%이었다. 이중 71%는 1년 이내에 입원력을 가

물 3곳과 객담 2곳의 집락균이었으며 CA-MRSA

지고 있었고 32%는 투석력, 49%는 유치도뇨관을

로 인하여 사망한 예는 없었다. 외국에서 보고된

장착했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18]. 우리나라

CA-MRSA의 빈도는 18.2-51.2%로, 피부 및 연조

에서도 S. aureus 균혈증 환자 중 내원 48시간 이

직 감염이 대부분 이었고 급성 중이염과 외이도

내에 MRSA가 분리된 경우는 14-20%이었지만 모

염이 전체 CA-MRSA 감염증의 4-7%를 차지하였

두 하나 이상의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

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19].

국의 일반인 6,2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황

본 연구에서 MRSA가 분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색포도알균 보균율은 30.2%이었고, 이중 MRSA

이내 사용한 항균제를 조사한 결과 levofloxacin,

의 비율은 200년 1.5%, 2001년 3.5%, 2002년

macrolides, 1st generation cephalosporins, 3rd gene-

2.5%였다[23]. 국내 다기관에서의 CA-MRSA에 대

ration cephalosporins, 4th generation cephalosporins,

한 연구에서는 피부 및 연조직 감염과 중이염/외

vancomycin, metronidazole, carbapenem 사용력은

이도염이 40.9%로 가장 흔했고 침습적 감염증도

HO-MRSA에서, TMP/SMX 사용력은 CO-MRSA에서

있었지만 CA-MRSA로 인하여 사망한 사례는 없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carbapenem, 3rd

었다[24]. 또 다른 연구에서 우리나라 건강한 성

generation cephalosporins, 4th generation cephalosporins

인의 비강에서 MRSA 보균율은 5% 이하였고, 황

사용력은 OR 5.69, 5.49, 5.48로 HO-MRSA 획득과

색포도알균

관련된 가장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 선행 연구 결

MRSA가 분리된 경우는 14-20%였지만 모두 하나

과를 보면 fluoroquinolons, macrolides, cephalosporins

이상의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가지고

은 hospital-associated MRSA와 연관이 있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직까지는 CA-MRSA 감

hospital-acquired MRSA 환자에서 항균제를 많이

염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았다.

사용한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베타락탐계나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

levofloxacin,

2nd

요인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

generation cephalosporins, vancomycin, metronidazole,

는 부족한 실정이고 연구마다 CA-MRSA에 대한

carbapenem을 많이 사용하였다[20]. 또 다른 연구에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험요인을 포함하느

서는 3rd generation cephalosporins, fluoroquinolons,

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결과 해석 시 주의

macrolides는 MRSA 감염 또는 집락의 위험요인

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역

으로 보고되고 있다[21,22].

사회가 아닌 병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기 때

macrolides,

aminoglycosides,

균혈증

중

내원

48시간

이내에

항균제감수성검사결과에서 두 집단의 amoxicillin/

문에 CA-MRSA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

clavulanate, ampicillin, cefazolin, cefepime, cefotaxime,

해서는 추후 MRSA 획득 위험요인이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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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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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life)는 40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으며[25],

본 연구는 3차 병원에서 분리된 MRSA의 특성

clearance median time은 8.5개월이었다는 보고도

과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제시하였다

있다[26]. 병원에 입원한 MRSA 집락 환자는 무

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증상으로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감염이 발생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다기관 연구가 아닌 단일

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게 되며, 퇴원 후 다른

의료기관 연구로서 비교적 중증도가 높은 3차 의

병원이나 지역사회로 나가 그의 가족이나 그와

료기관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

밀접한 접촉을 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표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The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 CDC에서

America (SHEA)에서는 고위험환자에 대한 정기

제시한 정의에 따라 균주가 분리 시점으로부터 1

적인 MRSA 선별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MRSA

년 이내의 입원력, 수술력, 투석력, 의료기구 사

를 보균하고 있을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병원 입

용력, 항균제 사용력을 조사하는데 있어 의무기

원 당시 감시배양검사를 시행하고 보균자로 밝혀

록 분석만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의 한계가 있다

진 환자에 대해서는 접촉 격리를 시행할 것을 권

는 점이다.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정

고하고 있다[27]. 따라서 MRSA 보균이 의심되는

확한 위험요인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고위험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당시에 MRSA 감

CA-MRSA 추정 균주가 분리된 환자들과 직접 전

시배양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선별검사를

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근 입원력과 수술력, 투

실시하여 보균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조기 관리하

석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는 것은 MRSA 전파 예방과 병원이나 지역사회

의료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환자에게 과

에서의 MRSA 감염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력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것은 회상 치우침

것으로 생각된다.

(recall bias)이 작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

요

약

은 연구를 수행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
이 환자의 의료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실제 임상에 적
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형에 따른 분
자 역학적 연구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고, 의무기
록 분석만을 통하여 분리 시기와 위험요인 유무
에 따라 균주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개 3차 병원의 병동과 중환자실
에 입원한 환자의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COMRSA와 HO-MRSA의 대부분은 적어도 하나 이
상의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CO-MRSA의 대부분도 HACO-MRSA이
었다. MRSA는 이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공중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MRSA 집락은 수
개월에서 수년 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CO-MRSA와 HO-MRSA를 입원시기로 구분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병원
입원 환자의 퇴원 후 2년 6개월 이내에 MRSA
양성률은 67-70%이었고 MRSA 집락 형성 반감기

배경: 일개 3차 병원의 병동과 중환자실에 입원

한 환자의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MRSA를 분리시
기에 따라 지역사회발현 MRSA (Community-onset
MRSA, CO-MRSA)와 병원발현 MRSA (Hospital-onset
MRSA, HO-MRSA)로 구분하고 그 특성과 위험요
인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법: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

지 2,200병상의 일개 3차병원의 병동과 중환자실
에 입원한 환자의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MRSA를
대상으로 하였다.
MRSA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
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하였고, 통계 분석은 SPSS
windows version 14.0을 사용하였다.
결과: 총 835균주(67.0%)의 MRSA가 분리되었

고 이중 179균주(21.4%)는 CO-MRSA, 656 균주
(78.6%)는 HO-MRSA이었다. CO-MRSA 중 6균주
(3.4%)만이 CA-MRSA이었고 173균주(96.6%)는 의
료관련 지역사회발현 MRSA (healthcare-associated
community-onset

MRSA,

HACO-MRSA)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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