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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논문발표회 일정표

09:30～10:00
10:10～10:30

평의원회의
시상식

10:40～11:30

학회장 초청강연

11:40～12:10
12:10～13:20
13:20～14:50

정기총회
중식
기획세션 Ⅰ

덕성여자대학교, 12월17일(목)

◐ 시상식
- 한국통계학회 한국갤럽학술상
- SAS 신진통계학자 학술논문상
- 한술진흥상
- 통계학 응용상

좌장 : 강기훈(한국외대)

◐ 초청강연
제목 :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통계학 그리고 AI
연사 : 최대우((주) 애자일소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좌장 : 김영원(숙명여대)

일반세션 Ⅰ

학생논문세션 Ⅰ

◐ 기획세션 Ⅰ-1 공적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통계적 추론
기획 : 국민연금연구원
좌장 : 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
13:20 확률행렬이론을 활용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석
*김형수(국민연금연구원)
13:45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제도변수 전망
*송창길(국민연금연구원)
14:10 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적정 증액률 산출
*이경아((사학연금연구소)
◐ 기획세션 Ⅰ-2 경제통계
기획 : 한국은행
좌장 : 유재근(이화여대)
13:20 우리나라 일별 경제데이터의 계절조정
*이긍희(방송대)
13: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 관찰연구: 사례와 과제
*최영근 (숙명여대)
14:10 국민대차대조표의 활용과 발전방향
*최정윤(한국은행)
◐ 기획세션 Ⅰ-3 SAS Korea 기획세션
기획 : SAS KOREA
좌장 : 박민규(고려대)
13:20 Novel optimization methods for deep learning
*Yan Xu(SAS Institute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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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SAS AI-Enhanced Analytics-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새로운 SAS AI 플랫폼
*김광래(SAS Korea)
◐ 일반세션 Ⅰ-1
좌장 : 여인권(숙명여대)
13:20 가구패널조사에서 종단면 가중치 활용
*김규성(서울시립대), 윤유진(서울시립대), 최건우(서울시립대), 김성경(서울시립대), 이효정(서울시립대),
박유진(서울시립대)
13:45 Confusion plot: geometric representation method of the confusion matrix
*홍종선(성균관대)
14:10 Fault detection of railway point machines using electrical signals
*김희영(고려대), 박대희(고려대), 정용화(고려대)
◐ 학생세션 Ⅰ-1
좌장 : 이동환(이화여대)
13:20 Intrinsic curve fitting method on the unit sphere
*박관영(고려대), 신재경(고려대), 구자용(고려대)
13:32 Lévy adaptive B-spline regression via overcomplete system
*박세원(서울대), 오희석(서울대), 이재용(서울대)
13:44 Sparse functional linear models via calibrated concave-convex procedure
*이영주(연세대), 전용호(연세대)
13:56 Random-effect latent class profile analysis: an application to the childhood asthma prevention study
*이태연(고려대), 정환(고려대)
14:08 패널조사에서 복합 가중 방법을 기반으로 한 무응답 보정 추정량
*최형아(숙명여대), 김영원(숙명여대)
14:20 가구조사의 무응답 보정을 위한 파라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조사 모형
*한혜은(숙명여대), 김영원(숙명여대)

15:10～16:40 기획세션 Ⅱ 일반세션 Ⅱ
◐ 기획세션 Ⅱ-1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Biomedical Data

기획 : 생물통계연구회
좌장 : 송민선(숙명여대)
15:10 Data science in forensic applications
*박소영(부산대), Alicia Carriquiry(Iowa State U.)
15:35 Bayesian hierarchical spatial model for small area estimation with non-ignorable nonresponses and
its applications to the NHANES dental caries assessments
*진익훈(연세대)
16:00 A generalization of functional clustering for discrete multivariate longitudinal data
*임예지(중앙대), Ying Kuen Cheung(Columbia U.), 오희석(서울대)
◐ 기획세션 Ⅱ-2 보험 금융
기획 : 금융보험통계연구회
좌장 : 안재윤(이화여대)
15:10 Deep learning massive forecasting: an insurance application
*오로지(이화여대), Dan Zhu(Monash U.), 안재윤(이화여대)
15:35 Pricing two asset autocallabe ELS by Brownian bridge
이항석(성균관대), *이민하(성균관대), 고방원(숭실대)
16:00 Pricing generalized exchange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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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석(성균관대), 송성주(고려대), *이가은(성균관대)
◐ 기획세션 Ⅱ-3 응용통계연구 기획세션
기획 : 응용통계연구 편집위원장
좌장 : 성병찬(중앙대)
15:10 On a multivariate IFR and positively dependent lifetime model induced by multiple shot‑noise
processes
*이현주(한국외대), 차지환(이화여대)
15:35 이분산 시계열 모형에서 모수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의 점근 성질
김수택(경상대), *오해준(경상대)
16:00 Intervention analysis based on exponential smoothing methods: applications to 9/11 and COVID-19
effects
*성병찬(중앙대), 이기섭(Purdue U.)
◐ 일반세션 Ⅱ-1
좌장 : 이우주(서울대)
15:10 Detection of multiple change points in an accelerated failure time model using sequential testing
*박가영(Old Dominion U.), Kristine Gierz(Old Dominion U.)
15:35 불확실한 미래 인구예측 방법론의 발전
*오진호(한밭대)
16:00 AI 기반 빛샘 판정 자동화
김음화(LG전자), 최현석(LG전자), 김종환(LG전자), 김하성(LG전자), 전홍식(LG전자), 김효준(LG전자),
*김정환(LG전자)
◐ 포스터세션 Ⅰ-1
1. 유사도 기반의 이미지 자막을 활용한 시각질의응답 연구
*강준서(중앙대), 이영섭(동국대), 임창원(중앙대)
2. 제한된 평균 생존시간을 이용한 위암 3기 환자의 생존모형연구
*김빛나(강원대), 이민정(강원대)
3. Evaluating mask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using Bayesian structural time series models
*김석민(인하대), 김민수(인하대), 이경재(인하대)
4. Closed form estimators and bias-correction methods for the inverse-gamma distribution
*김성범(건국대), Zhao Jun(Ningbo U.), 김형문(건국대)
5. 비 동질성 회귀모형을 이용한 김해, 김포, 인천과 제주 국제공항의 저층 윈드시어에 대한 확률론적 예측
*김소정(공주대), 김찬수(공주대)
6. 동적 어텐션 네트워크 기반 이미지, 문장 통합 처리
*김영동(중앙대), 이영섭(동국대), 임창원(중앙대)
7. 서울 공공자전거 신규 대여소 입지 선정을 위한 이용량 예측 분석
*김예술(서울시립대), 박시온(서울시립대), 이재민(서울시립대), 박건웅(서울시립대)
8. M-스플라인 접근법을 이용한 혼합치료 생존모형
*김준철(부경대), 고낙경(부경대), 하일도(부경대)
9. 불균형자료 분석을 위한 HDBSCAN의 활용
*김태헌(부산대), 설재환(부산대), 최용석(부산대)
10. 항응고제/항혈소판제의 사용과 코로나19의 예후 간의 연관성 분석
신현준(숙명여대), *노혜림(숙명여대), 이지희(Weill Cornell Medicine), 이종성(Columbia U.), 최영근(숙명여대)
11. Network vector autoregression with heterogeneous variance
*박기양(가천대), 임소현(가천대), 황은주(가천대)
12. 개인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포트 벡터 회귀 학습 가이드-학습 내비게이션(Navigatio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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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한양대), 장대일(한양대), 윤옥수(목포해양대), 송윤희(침례신학대), 천소진((주)오앤이교육),
문찬호((주)오앤이교육), 이재화((주)오앤이교육)
13. Predicting movie audience with stacked generalization by combin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RV
*박정훈(중앙대), 임창원(중앙대)
14. 점진적 제 1 종 구간 중도 절단에서 와이블 분포의 모수 추정
*박현주(부산대), 김진서(부산대), 조영석(부산대)
15. Supervised text data augmentation method for deep neural networks
*설재환(부산대), 김태헌(부산대), 최용석(부산대)
16. Bayesian an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s of the Weibull parameters under generalized adaptive
progressive hybrid censored sample
이경준(대구대), 황영은(대구대), *성영재(대구대)
17.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및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한반도의 미래 극한강우 전망 및 불확실성 평가
*신용관(전남대), 신이레(전남대), 홍주영(전남대), 변영화(국립기상과학원), 부경온(국립기상과학원)
박정수(전남대)
18. The r-largest four parameter kappa distribution
*신이레(전남대), Piyapatr Busababodhin(Mahasarakham U.), 박정수(전남대)
19. A comparison study of Bayesian high-dimensional linear regression models
*신주원(인하대), 이경재(인하대)
20. 종단면 조사에서 통계적 매칭 방법 비교 연구
*윤유진(서울시립대), 김규성(서울시립대)
21. 고차원 자료를 이용한 딥러닝 분류 문제에서 변수 선택의 영향
*이승재(부경대), 장대흥(부경대)
22. A feature screening method for ultrahigh dimensional imbalanced classification
*이승태(고려대), 신승준(고려대)
23. 데이터 부족 상황에서의 텍스트 분류를 위한 효과적인 정규화 방법에 대한 연구
*이종가(중앙대), 이영섭(동국대), 임창원(중앙대)
24. LSTM과 다변량 시계열 모형의 예측 비교
*이황현(한국외대), 이태욱(한국외대)
25. Variational Bayesian inference for binary image restoration using Ising model
*장문수(부산대), 최준호(부산대), 정윤식(부산대)
26. 불균형 자료에서 불순도 지수를 활용한 분류 기준 조정 방안
*장서인(숙명여대), 여인권(숙명여대)
27. 통계적 학습을 통한 이상치 탐지에 대한 연구
*정민철(부산대), 김진서(부산대), 박현주(부산대), 조영석(부산대)
28.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ackage implementing TreeScan software in R
*정소희(연세대), 정인경(연세대)
29. Exact inference for competing risks model with generalized adaptive progressive hybrid censored
exponential data
이경준(대구대), 박성희(대구대), 최수빈(대구대), *조수빈(대구대)
30. Bayesian inference for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ith random effect
*최준호(부산대), 장문수(부산대), 정윤식(부산대)
31. Iterative projection approach of fused sliced inverse regression
*한효선(이화여대), 유재근(이화여대)
32. Analysis of maximum precipitation in Thailand using non-stationary extreme value models
*Thanawan Prahadchai(전남대), 홍주영(전남대), 박정수(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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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10

덕성여자대학교, 12월18일(금)

수상자기념강연

◐ 한국통계학회 한국갤럽학술상 기념강연

좌장 : 장원철(서울대)

10:30～12:00
기획세션 Ⅲ 학생논문세션 Ⅲ
◐ 기획세션 Ⅲ-1 베이지안통계연구회 기획세션
기획 : 베이지안통계연구회
좌장 : 김정연(충북대)
10:30 Fast Bayesian partial functional regression for non-Gaussian spatial data
강현빈(Western Michigan U.), 정여진(연세대), *박재우(연세대)
10:55 Bayesian nonparametric adjustment of confounding
*김찬민(성균관대), Corwin Zigler(U. of Texas at Austin)
11:20 Phase transition in combat training : an application to Bayesian change point detection of count
data
*김기성(고려대), 이장원(고려대), 최태련(고려대)
◐ 기획세션 Ⅲ-2 JKSS Editor’s Session : Causal Inference and Deep Learning
기획 : JKSS 편집위원장
좌장 : 유규상(건국대)
10:30 Bias-corrected estimation in casual mediation analysis
임종호(연세대), *김영민(경북대), Theis Lange(U. of Copenhagen),
John B. Cologne(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
10:55 Neural stain-style transfer learning using GAN for histopathological images
Oliver Y. Feng(U. of Cambridge), Adityanand Guntuboyina(U. of California, Berkeley),
조형주(서울대), *임성빈(UNIST), 최건호(연세대), 민현석(KAIST)
11:20 ResMax: detecting voice spoofing attacks with residual network and max feature map
*곽일엽(중앙대), 곽성수(Samsung Research), 이준희(Samsung Research), 허준호(Samsung Research),
이충훈(Samsung Research), 전영배(고려대), 황정환(고려대), 윤지원(고려대)
◐ 기획세션 Ⅲ-3 Recent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of Statistical Methods for Analyzing
Biomedical Data
기획 : KISS
좌장 : 김경희(고려대)
10:30 Synthesizing external aggregated information in the presence of population heterogeneity:
a penalized empirical likelihood approach
Ying Sheng(UCSF), Yifei Sun(Columbia U.), Chiung-Yu Huang(UCSF), *김미옥(UCSF)
10:55 Testing calibration of risk models at extremes of disease risk
*송민선(숙명여대)
11:20 Evaluating causal effects of timing of intervention in observational studies
*조현근(U. of Iowa)
◐ 학생세션 Ⅲ-1
좌장 : 유재근(이화여대)
10:30 Unified regularization method to identify pleiotropic variants associated with mixed-type multiple
outcomes
*김기풍(부산대), 선호근(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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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A unified standardized selection probability to locate rare variants associated with highly correlated
multiple phenotypes
*Xianglong Liang(부산대), 선호근(부산대)
11:00 Robust Gaussian 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 learning
*박시온(서울시립대), 김예술(서울시립대), 박건웅(서울시립대)
11:15 Robust sparse Bayesian infinite factor models
*이재준(서울대), 이재용(서울대)
11:30 Real-time sufficient dimension reduction in binary classification
*장현정(고려대), 신승준(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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