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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연1 OA-1 16-0007 세균성 감염 질환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cute kidney injury in patients with carbapenem-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bacteremia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 구연1 OA-2 16-0011 세균성 감염 질환
Clinical efficacy of appropriate oral antimicrobial therapy for acute pyelonephritis caused by

extended-spectrum β-lactamase-producing Enterobacteriales
김시호 삼성서울병원

3 구연1 OA-3 16-0090 의료 관련 감염
Duration of antibiotics treatment for catheter 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 &#8211; 7 days

or less versus longer treatment
김어진 전남대학교병원

4 구연1 OA-4 16-0005 감염 역학
Distribution of emm Genotypes and Antibiotic Resistance of Streptococcus pyogenes Isolated

from Acute Pharyngitis from Children in Changwon 2017
김선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5 구연1 OA-5 16-0029 백신 및 면역 Age-stratified analysis of serotype-specific immunity against group B streptococcus 최민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6 구연1 OA-6 16-0108 항생제
국내 성인의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과 비침습성 폐렴구균 폐렴에서 다제내성과 levofloxacin 내성의

위험인자 분석에 관한 다기관 연구
김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7 구연2 OB-1 16-0038 감염 병인
Molecular identification of virulence determinants in Panton-Valentine leukocidin-negative

community-associated methicillin-resistant <i>Staphylococcus aureus</i> from Korea
배성만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8 구연2 OB-2 16-0103 감염 역학
Comparative fitness of ST5-SCCmecII, ST72-SCCmecIV, and ST239-SCCmecIII strains isolated in

South Korea
김정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9 구연2 OB-3 16-0043 감염 역학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국내 건강인의 장내 세균총과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분포 연구 김지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10 구연2 OB-4 16-0099 세균성 감염 질환 쥐 폐렴 모델에서 재조합 엔도리신 SAL200의 비강내 주입의 효과 배지윤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11 구연2 OB-5 16-0101 항생제
Mutations of pmrAB and phoPQ related with colistin resistance in Klebsiella pneumonia clinical

isolates
최지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12 구연2 OB-6 16-0035 백신 및 면역

Effectiveness of 23-valent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and 13-valent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against pneumococcal commuty-acquired pneumonia in Korean adults: A

prospective cohort study

허중연, 송준영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13 구연3 OC-1 16-0064 진균감염
Effects of insurance coverage for newer antifungal agents on utilization patterns of antifungal

agents, medical cost and clinical outcomes of candidemia in Korean hospitals
최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14 구연3 OC-2 16-0093 진균감염 Epidemiology and Resistance Profile of Aspergillus Clinical and Environmental Isolates 조성연 가톨릭의대

15 구연3 OC-3 16-0091 면역저하 환자 감염
폐 이식 공여자의 하부호흡기에서 검출된 미생물들이 수여자의 이식 후 조기 폐렴  및 만성이식장

기기능부전 발생에 미치는 영향
한상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16 구연3 OC-4 16-0063 진균감염
Identification of Aspergillosis and Mucormycosis by Pan-fungal PCR using Formalin-Fixed

Paraffin Embedded (FFPE) Tissue Specimens
정인영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7 구연3 OC-5 16-0055 진균감염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Candida auris colonization or infection in South Korea 정지원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18 구연3 OC-6 16-0072 기생충 감염 Declining chloroquine efficacy to Plasmodium vivax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2000 to 2016 박성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감염내과

19 구연4 OD-1 16-0071 감염병의 진단법
전비공 도말 검체에서 황색 포도알균 보균자 선별을 위한 BD MAX<sup>TM</sup> StaphSR

Assay의 성능 평가
장정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20 구연4 OD-2 16-0097 의료 관련 감염 경기도 서남부지역 13개 급성기 및 장기요양 병원의 CRE 감염관리 실태조사 이승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감염내과

21 구연4 OD-3 16-0098 의료 관련 감염
Discontinuation of VRE active surveillance culture in ICU and increase of VRE infection in

hospital
최영균 강남성심병원

22 구연4 OD-4 16-0040 세균성 감염 질환
Frequent infectious disease consultation for Acinetobacter baumannii bacteremia improves

mortality, clinical and microbiological outcome
정혜진 경북대학교병원

23 구연4 OD-5 16-0054 결핵 등 의료기관 내 결핵 노출의 양상 분석 김충종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2018 대한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심사 결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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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연4 OD-6 16-0068 의료 관련 감염
Prevalence of chlorhexidine resistance in staphylococci isolated from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전강일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25 구연5 OE-1 16-0016 HIV & AIDS Risk factors for mortality of HIV/tuberculosis co-infected patients in South Korea 성윤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6 구연5 OE-2 16-0019 감염 역학

Epidemiological Changes in Cytomegalovirus Diseases in a Developed Country

with a High Cytomegalovirus-Seropositivity Rate

: A Nationwide, General-population-based Study

유슬기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27 구연5 OE-3 16-0050 감염병의 진단법 The Development and Clinical Evaluation of Rapid Test Kit for Scrub Typhus 박상진 (주)이뮨메드

28 구연5 OE-4 16-0057 감염 역학
Epidemiology and risk factors of respiratory viral infection other than influenza in elderly, 2011-

2014 seasons
이샘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29 구연5 OE-5 16-0086 감염 역학 Influenza-associated death in Republic of Korea, 2017-2018. 이혜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30 구연5 OE-6 16-0076 감염병의 진단법
In Silico Design and Development of Genetic Synthetic Flaviviruses NS1 Recombinant Antigens

Based on Genetic Diversity
김원복 가톨릭대학교 백신바이오연구소

31 포스터구연 F-1 16-0026 임상약리
Comparison of the pharmacokinetic profiles of primaquine in healthy male subject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염준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32 포스터구연 F-2 16-0056 백신 및 면역

Effectiveness of influenza and pneumococcal vaccines against pneumonia and acute

exacerbation of cardiopulmonary diseases: analysis by dominant viral subtype and vaccine

matching

송준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33 포스터구연 F-3 16-0058 백신 및 면역
Immunogenicity and safety of a tetanus-diphtheria vaccine and a 13-valent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after concomitant vaccination in ≥ 50-year-old adults
송준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34 포스터구연 F-4 16-0074 백신 및 면역
폐렴구균 다당질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한 전신염증반응 (Severe systemic inflammatory reactions

following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ation in the elderly)
김민경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35 포스터구연 F-5 16-0041 세균성 감염 질환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에서 blaZ 유전자 변이형과 blaR1 유전자의 유전자 변이형의 상관

관계 분석
이신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내과학교실 ,

부산대학교 병원

36 포스터구연 F-6 16-0045 감염 병인
β-catenin acts a negative regulator of inflammatory responses in intestinal epithelial cells

exposed to Bacteroides fragilis enterotoxin
김정목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37 포스터구연 F-7 16-0082
바이러스 감염(non-

HIV)
Molecular Typing of Imported Dengue Cases in Korea during 2015-2017 왕은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바이러스분석과

38 포스터구연 F-8 16-0102 항생제 Comparison of plasmid transfer frequency by temperature 양지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39 포스터구연 G-1 16-0075 감염 역학
Molecular epidemiology of norovirus-related outbreaks of gastroenteritis in Korea during 2015-

2017
정선영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바이러스분석과

40 포스터구연 G-2 16-0034 감염 역학
Trends in incidence of infectious disease syndromes using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Mongolia from 2009 to 2017

Badral

Davgasuren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National Center for

Communicable Diseases, Ulaanbaatar, Mongolia

41 포스터구연 G-3 16-0088 세균성 감염 질환 Serological study for Lyme disease among forestry workers in South Korea 김미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세균분석과

42 포스터구연 G-4 16-0004 감염 역학
Comparison of Molecular epidemiology and antibiotic susceptibility of Streptococcus

dysgalactiae subsp. equisimilis between Korea and Japan
김선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43 포스터구연 G-5 16-0021 감염 역학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olonization in critically ill patients: Incidence

and risk factors
이효진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감염내과

44 포스터구연 G-6 16-0037 감염 역학 Severe Vivax Malaria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2000-2016 박성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감염내과

45 포스터구연 G-7 16-0066 세균성 감염 질환
Clinical and Genotypic characteristics of u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strains according to

gender in Korea
현미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감염내과

46 포스터구연 G-8 16-0087 감염병의 진단법 Laboratory diagnosis of Human Granulocytic Anaplasmosis in 2017 이경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세균분석과

47 포스터구연 H-1 16-0009 세균성 감염 질환 당뇨는 급성 신우신염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2010-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김봉영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48 포스터구연 H-2 16-0010 감염 역학 국내 지역사회 폐렴 치료의 항생제 사용 추세, 2010-2015 김봉영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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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포스터구연 H-3 16-0046
바이러스 감염(non-

HIV)
Seroepidemiology of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in forest and field workers in Korea 노지윤 고려대구로병원

50 포스터구연 H-4 16-0062 결핵 등 Clinical Characteristics, Diagnosis and Treatment Outcomes of Spinal Tuberculosis 김정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51 포스터구연 H-5 16-0078 세균성 감염 질환 Risk factors for mortality in patients with Elizabethkingia infection 성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52 포스터구연 H-6 16-0081
바이러스 감염(non-

HIV)
Differential Diagnosis of Japanese encephalitis and West Nile Viruses 이은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바이러스분석과

53 포스터구연 H-7 16-0085 세균성 감염 질환

PCR-Ribotype variability of Clostridium difficile strains from the patients with hospital-acquired

C. difficile infections, community-acquired CDI, toxigenic colonization and nontoxigenic

colonization

서미란 한양대학교 감염내과

54 포스터구연 H-8 16-0105 항생제 Detection of colistin-resistant E. coli by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flight 양지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55 포스터구연 I-1 16-0015 감염 역학

Efficacy of a Direct PCR for Detection of blaKPC, blaNDM, blaVIM, blaIMP-1 and blaOXA-48 for

active surveillance of carbapenemase producing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eriacea

 in Korea

이지혜 인천 사랑병원

56 포스터구연 I-2 16-0022
바이러스 감염(non-

HIV)

The chest radiographic findings of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in

Korea.
윤지현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57 포스터구연 I-3 16-0025 세균성 감염 질환

Extensive and Prolonge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Animal Shedding of Coxiella

burnetii in Q Fever Patients’ Goat Farms &#8211; a Possible Reason of the Rapid Increase in

Human Q Fever in South Korea

정혜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58 포스터구연 I-4 16-0028 세균성 감염 질환
Spread of ceftriaxone non-susceptible pneumococci in South Korea: long-term care facilities as

a potential reservoir
최민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59 포스터구연 I-5 16-0048
바이러스 감염(non-

HIV)
성인에서의 Ebstein Barr Virus 급성 감염증에서 비전형적 질환의 빈도와 그 의의 김윤정 경북대학교병원

60 포스터구연 I-6 16-0052 세균성 감염 질환 Liver abscess : comparison between Escherichia Coli and Klebsiella Pneumoniae 김윤정 가톨릭대학교

61 포스터구연 I-7 16-0080
바이러스 감염(non-

HIV)

Molecular epidemiology analysis of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es in

Korea, 2017
이혁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바이러스분석과

62 포스터구연 I-8 16-0083
바이러스 감염(non-

HIV)
Enterovirus Sentinel Surveillance of in Korea, 2017 윤영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바이러스분석과

63 포스터구연 J-1 16-0006 감염병의 진단법
High Sensitivity of SD Strep A Ultra Rapid Ag Detection Test for Diagnosis of Acute Bacterial

Pharyngitis
김선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64 포스터구연 J-2 16-0104 항생제
Whole-Genome Comparison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epidermidis from humans

and companion animals
온영권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65 포스터구연 J-3 16-0073
바이러스 감염(non-

HIV)
Genetic analysis to use NGS of Mumps virus resources in Korea 김승태 질병관리본부

66 포스터구연 J-4 16-0027 감염병의 진단법
Clinical Value of Pentraxin-3 in Patients with Sepsis and Septic Shock Presenting to the

Emergency Department
석혜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67 포스터구연 J-5 16-0044 진균감염
The diagnostic sensitivity of beta-D-glucan assay in patients with chronic diseeminated

candidiasis
조경민 서울아산병원

68 포스터구연 J-6 16-0051 감염병의 진단법 The Development and Clinical Evaluation of Leptospira Rapid Test Kit 박상진 (주)이뮨메드

69 포스터구연 J-7 16-0059 감염병의 진단법 Introduction of rubella IgG avidity assay to identify recent rubella infection 왕진숙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

70 포스터구연 J-8 16-0084 감염병의 진단법 Laboratory findings of human brucellosis in South Korea 이경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세균분석과

71 포스터구연 K-1 16-0020 면역저하 환자 감염
Incidence of Active Tuberculosis in Solid Organ Transplant recipients: : Results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이경화 강남세브란스병원

72 포스터구연 K-2 16-0031
바이러스 감염(non-

HIV)
국내 면역 저하자 환자들에서의 거대 세포 바이러스 당 단백질 B의 임상적 의의 김선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73 포스터구연 K-3 16-0033 면역저하 환자 감염 Early Recurrent Postoperative Blood Stream Infection in Living-Donor Liver Transplant Recipients 김시호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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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포스터구연 K-4 16-0047 면역저하 환자 감염
The Expected Effect of ASCO/IDS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Outpatient Management of

Fever and Neutropenia in Adults Treated for Malignancy
황소윤 경북대학교병원

75 포스터구연 K-5 16-0060 면역저하 환자 감염
Clinical Characteristics of Liver Transplant Recipients Colonized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임승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76 포스터구연 K-6 16-0065 HIV & AIDS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Pre-exposure Prophylaxis for HIV Prevention in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South Korea
최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77 포스터구연 K-7 16-0089 감염 역학
Phylogenetic analysis and In silico Searching Biomarker Candidates in Clinical and Environmental

Aspergillus isolates Based on Genetic Diversity
김원복 가톨릭대학교 백신바이오연구소

78 포스터구연 K-8 16-0096 면역저하 환자 감염
Invasive Fungal Infections in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Recipients in

the Posaconazole Prophylaxis era: A Single-center 1-year Observational study
이현정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서울성모병원

79 포스터구연 L-1 16-0008 의료 관련 감염
Active surveillance for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among patients transferred

to emergency unit of a tertiary hospital in South Korea
홍효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감염내과

80 포스터구연 L-2 16-0030 의료 관련 감염 리더십의 손위생은 팔로워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의사직군의 경험 박세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

81 포스터구연 L-3 16-0032 의료 관련 감염 의료기관 종사자에서의 잠복결핵 감염 치료 결과 박세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

82 포스터구연 L-4 16-0036 의료 관련 감염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PE) acquisition rate among close contact

patients depending on carbapenemase enzymes: 8-year single center experience
박정완 서울 아산병원 감염내과

83 포스터구연 L-5 16-0061 의료 관련 감염
High Visceral to Subcutaneous Fat Ratio is an Independent Predictor of Surgical Site Infection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김정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84 포스터구연 L-6 16-0070
바이러스 감염(non-

HIV)

Molecular Epidemiology of Respiratory Syncytial Virus Outbreaks in the Postnatal Care Centers

in 2017 - 2018
김정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바이러스분석과

85 포스터구연 L-7 16-0092 항생제 반코마이신 부하용량투약을 유도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도입의 결과 평가 전준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86 포스터구연 L-8 16-0106 의료 관련 감염
Antibacterial Resistant Patterns and Molecular Epidemiology of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faecium
이성영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약제내성과

87 포스터 M-1 16-0001 증례 보고
Co-infection with fatal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and tsutsugamuhi disease,

South Korea
석민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88 포스터 M-2 16-0002 항생제 감염내과 전문의 1인이 항생제 사용량과 주요 균주의 내성률에 미치는 영향 김봉영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89 포스터 M-3 16-0003 증례 보고 Meningoencephlomyelitis of Epstein-Barr virus infection in an immunocompetent adult woman 오현주 제주대학교병원

90 포스터 M-4 16-0013 증례 보고 다발성 화농성 관절염을 동반한 Escherichia coli 감염성 심내막염 홍정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91 포스터 M-5 16-0014 결핵 등
The change of QuantiFERON-TB Gold In-Tube test (QFT-GIT) results in transplanted patients

diagnosed with active tuberculosis after transplantation
최승임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92 포스터 M-6 16-0017 증례 보고
Acute Lung Injury and Pulmonary Edema following Plasma Exchange in a patient with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오현주 제주대학교병원

93 포스터 M-7 16-0018 진균감염 Tolerability of Anidulafungin for Candidemia in Patients with Hepatic or Renal Dysfunction 김지영 동아대학교병원

94 포스터 M-8 16-0023 증례 보고 A case of Parsonage-Turner syndrome following typhoid fever vaccination 조동호 국군대전병원

95 포스터 M-9 16-0024
성인성 질환(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 case of gonococcal meningitis in a healthy adult 오수현 삼성서울병원

96 포스터 M-10 16-0039 증례 보고
Epstein-Barr virus meningitis with Guillain Barre syndrome in immunocompetent patient

precipitated by severe persistent bacteremia
정혜진 경북대학교병원

97 포스터 M-11 16-0042 증례 보고 A case of African tick-bite fever in a returning traveler from Sub-Saharan Africa 이운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98 포스터 M-12 16-0053 감염 역학 입원을 필요로 하는 남성 요로감염의 임상역학적 특성 김효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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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포스터 M-13 16-0049 기타
Complete Genome sequence of <i>Dermabacter jinjuensis </i> NCCP 16133<sup>T</sup> as

a Clinical Pathogen Resource in Korea.
유원선 질병관리본부

100 포스터 M-14 16-0067 기타 Application of Comparative Genome Analysis System to Pathogen Resource 최치환 질병관리본부

101 포스터 M-15 16-0069 항생제 Selection of pathogen resource as an alternative strains of Korea Pharmacopoeia in NCCP. 안예원 질병관리본부

102 포스터 M-16 16-0077 감염 역학 Pathogen Surveillance of Viral Acute Gastroenteritis in Korea, 2017 조승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바이러스분석과

103 포스터 M-17 16-0079 세균성 감염 질환 A comparison of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and non-elderly patients with scrub typhus 김미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104 포스터 M-18 16-0094 증례 보고
Two cases of HIV patients with Immune reconstitution Reconstitution Inflammatory Syndrome

patients treated with thalidomide
권혜윤 인하대병원 내과학교실

105 포스터 M-19 16-0095 감염 역학 Sero-surveillance for scrub typhus and murine typhus among forestry workers in South Korea 이선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세균분석과

106 포스터 M-20 16-0100 기생충 감염 Plasmodium falciparum infection in returned travellers: A 12-Year experience in a single center 김가연 국립중앙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