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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2년 하계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총회 개최 안내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하계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에서 6월 23일(목)-25일(토) 3일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논문발표, 학회장초청강연, 특별초청강연, Tutorial, 갤럽학술상 수상자 기념강연,
집중강연 및 대중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
하시어 학술논문발표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 일 시 : 2022년 6월 23일(목)-25일(토)
￭ 장 소 : 서울대학교
￭ 주 최 : (사)한국통계학회
￭ 주 관 : (사)한국통계학회,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미래인재 교육연구단
▪학회장 초청강연
일 정 시 간
내 용
연사 : Hans-Georg Muller(UC Davis)
08:30- 등록
제목 : Regression models for distributional
09:00-11:40 튜토리얼
data
12:00-12:50
평의원회
▪특별 초청강연
6월 11:40-13:30 중식
연사 : Lan Wang(University of Miami)
23일(목) 13:30-15:00 논문발표 I
제목 : Robust Inference in High-dimensional
Multivariable Mendelian Randomization
15:20-16:10 2021년 갤럽학술상 수상자 기념강연
with Potentially Invalid Instruments
16:30-17:20 공개강연
▪튜토리얼
08:30- 등록
연사 : 이권상(서울대)
09:00-09:50 특별초청강연
제목 : Matching Methods for Causal Inference
10:10-11:00 집중강연 1
▪집중 강연
11:20-12:20 포스터세션/정기총회
연사 : Xiao Wang(Purdue University)
6월 12:30-13:00 편집위원회의
제목 : Revisiting latent variable models from
24일(금) 12:20-13:30 중식
a deep learning perspective
13:30-15:00 논문발표 II
▪공개강연
연사 : 정성규(서울대)
15:20-16:50 논문발표 III
제목 : 평균 낼 수 없는 것들의 통계
17:10-18:00 학회장 초청강연
▪2021년
갤럽학술상 수상자 기념강연
18:30- 리셉션 및 시상식
연사 : 김호(서울대)
08:30등록
제목 : Causality in environmental and
6월 09:00-10:30 논문발표 IV
epidemiological researches with
25일(토) 10:50-11:40 집중강연 2
applications to climate chang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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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발표회 논문접수 안내

1. 기획세션
기획세션을 제안하실 분들은 https://forms.gle/2fipB8Teio4xZ3bM9을 통해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세션, 학생세션
일반논문, 학생논문의 발표신청에 관한 안내 사항은 아래 4번～6번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세션은 박
사과정 학생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세션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단, 학생세션에서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미만 포함) 학생이 발표를
원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발표여부를 결정합니다.
3. 포스터세션
포스터논문의 발표신청에 관한 안내 사항은 아래 4～7번 항목에 있습니다. 포스터세션의 발표는 학부생 이상 가
능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우수한 포스터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단, 포스터세션 발표를 신청한 학생이
학생세션 발표도 신청하여 발표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포스터세션 발표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4. 논문발표신청 일정
기획
일반
학생
포스터
발표신청 및 초록제출 *
3월 24일(목) ∼ 4월 20일(수)
발표요약본제출(석사과정) **
∼ 4월 20일(수)
포스터파일제출(심사
및
∼ 5월 20일(금)
홈페이지 게시용) ***
* 1인 1논문 발표 : 모든 참가자는 세션 구분 없이 1회에 한하여 논문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논문접수 마감 후 2주 안으로 학생논문세션 발표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포스터 파일은 심사 및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사전에 접수받습니다.
5. 논문발표신청 및 초록제출 방법
학회 홈페이지(http://www.ks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제출합니다. 학술발표회 Proceedings는 초록만
수록합니다. 단, 학생논문의 발표자가 석사과정인 경우(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미만 포함)에는 세션발표여부 심
사를 위하여 추가로 발표요약본(A4용지 5장 내외)을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발표자가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필수입력사항 - 발표자의 소속, 직위, 연락처
- 논문제목 및 저자명(발표신청시 등록한 논문제목과 초록제목이 반드시 일치해야함)
- 논문분야
- 논문구분(기획논문, 일반논문, 학생논문, 포스터논문 중 택일)
• 논문초록은 <발표논문제출> 메뉴에서 Hwp 파일 형태(포스터 논문 포함)로 올리되
학회 홈페이지(http://www.kss.or.kr)에 수록된 template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6. 발표논문 초록 및 요약본 작성 요령
학회 홈페이지의 template을 이용하여 작성
‣ 초록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 발표논문제목
• 저자 및 발표자와 소속, 직위
•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사(acknowledgment) 내용
• 초록은 영문인 경우 1200자(character) 이내, 국문인 경우는 800자 이내
• 4개 이내의 keywords
• 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 한 페이지를 넘지 않게 작성
‣ 학생논문의 발표자가 석사과정인 경우(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미만 포함), 응용통계연구 또는 CSAM
투고규정의 형식에 맞춘 발표요약본(A4용지 5장 내외)을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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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스터 제작 요령
• 제출형태 : 심사용으로 1 페이지 분량의 PPT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 내용 및 구성
- 제목, 저자명 및 소속
- 그래프 및 그림 위주
- 개조식 서술
- 영문 또는 국문
• 자유 형식으로 구성 가능하며 학회 홈페이지의 sample templat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안내
학술논문발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등록을 받습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참가비가 차등 부과
되고 당해 연도 회비가 완납되어야 회원가로 적용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
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년 4월 25일(월)∼5월 27일(금)
[등록방법] 학회 홈페이지(http://www.kss.or.kr)에서 온라인 접수
[납부방법] 계좌송금(한국씨티은행, 102-53295-259, 예금주: 한국통계학회,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송금)
신용카드 결제(학술논문발표회 웹페이지 상에서 가능)
※ 모든 논문의 발표자는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연회비 혹은 등록비를 계좌이체하시고, 빠른 확인을 원하실 경우 학회 이메일로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등록은 현금결제만 가능하오니, 카드결제는 꼭 사전등록기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취소 신청 시 6월 16일(목)까지는 100%,
6월 20일(월)까지는 50%를 환불하며 이후에는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리셉션은 사전등록 기간 내 신청한분에 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참가비 – 회원>
<참가비 - 비회원>
구 분 참가내역 사전등록 당일등록 구 분 참가내역 사전등록 당일등록
학술대회 50,000원 60,000원
학술대회 90,000원 120,000원
정 회 원 튜토리얼 15,000원 20,000원 일 반 튜토리얼 25,000원 35,000원
리 셉 션 5,000원 등록불가
리 셉 션 20,000원 등록불가
학술대회 20,000원 30,000원
학술대회 45,000원 60,000원
학생회원 튜토리얼 10,000원 15,000원 학 생 튜토리얼 15,000원 25,000원
리 셉 션 5,000원 등록불가
리 셉 션 등록불가 등록불가
학회장초청강연 연사 소개
∙ Hans-Georg Müller(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Hans-Georg Müller 교수는 1982년 독일 Heidelberg University에서 M.D., 1983년 독일 Ulm University에서 수
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86년 독일 University of Marburg에서 Habilitation in Biostatistics을 마쳤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독일 Institute of Medical Statistics, 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88
년부터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08년부터는 Distinguished Professor로 재직 중이
다. 주 연구분야는 Nonparametric Statistics, Interface Metric Geometry and Statistics (including Data on
Manifolds and Random Objects in Metric Spaces) 등이다. 유수 저널에 3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IMS,
ASA, AAAS의 Fellow이며, IMS Medallion Lecturer이고 Humboldt Senior Research Award, Noether Senior
Scholar Award 등을 수상하였다.
￭ 특별초청강연 연사 소개
∙ Lan Wang(University of Miami)
Lan Wang 교수는 2003년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3년부터 2019년까지
University of Minnesota 통계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부터 University of Miami, Miami Herb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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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chool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연구분야는 비모수함수 추정으로 JASA, Annals of Statistics,
Biometrika 등 유수 저널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JASA, Annals of Statistics, Statistica Sinica의 편집위원을 역
임했으며 현재 Annals of Statistics의 Co-Editor로 활약하고 있다. IMS와 ASA fellow로 선출되었으며 IMS-APRM
창립초기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021년 갤럽학술상 기념강연 연사 소개
∙ 김호(서울대)
김호 교수는 1996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생물통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8년부
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
장을 역임하였다. 주 연구분야는 환경통계, 대기오염역학 등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를 해오고 있고, 질병관리본부 자문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피해예방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International Society for Environmental
Epidemiology의 신진학자상, 한국기후변화학회 최우수논문상,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보건정
보통계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으로 탁월한 연구업적과 활발한 학술
활동으로 통계학과 보건통계분야의 학문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2021년 갤럽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Tutorial 소개
∙ 이권상(서울대)
Title : Matching Methods for Causal Inference
Causation is the central goal of many research questions of real world. However, causality cannot be revealed
in classical statistical frameworks that explain only the association between variables. Over the past 30 years,
there have been remarkable advances in solving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causative relationships. Causal
inference has gained popularity in various disciplines including statistics, biostatistics, economics, social science,
public health, medicine, and computer science. The main goal of this tutorial is to foster counterfactual
reasoning and experience the whole process of matching for observational studies. The tutorial consists of two
parts: (1) introduction to causal inference, and (2) application of matching methods. The first part introduces the
basic concept of causal inference, and then covers various topics including potential outcome framework,
randomization inference, propensity score, weighting, matching and sensitivity analysis. The second part is to
learn several matching methods for designing and analyzing observational studies. Some practical examples will
be used to help understanding.
￭ 집중강연 소개
∙ Xiao Wang(Purdue University)
Title : Revisiting latent variable models from a deep learning perspective
Latent variable models are an indispensable and powerful tool for uncovering the hidden structure of observed
data for image analysis. The well-known latent variable models in statistics include linear mixed models and
Gaussian mixture models. The powerful generative models in machine learning such as GANs and VAEs also
belong to latent variable models. In this lecture, I focus on two important and interconnected research topics
related to latent variable models. First, we propose a new framework called ALMOND for the inference of
latent variable models that overcomes the current limitations. This new framework allows for a fully
data-driven latent variable distribution via deep neural networks, and the proposed stochastic gradient method,
combined with the Langevin algorithm, is efficient and suitable for complex models and big data. Second, we
introduce a novel inferential Wasserstein GAN (iWGAN) model, which is a principled framework to fuse
auto-encoders and WGANs. The iWGAN model jointly learns an encoder network and a generator network
motivated by the iterative primal dual optimization process. Extensive numerical studies will be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merits of the new frameworks.
사 단
법 인

한국통계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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