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9년 춘계학술발표회 프로그램
◎ 일시 : 2019년 5월 2일(목) 오후 13:00 ~ 3일(금) 오후 13:00
◎ 장소 : 제주대학교
◎ 주최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주관 :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 후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등

록 : 2019년 5월 2일(목) 오후 13:00 ~

☐ 등록장소 :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 학술발표회 일정
● 2019년 5월 2일 목요일

시간
13:00
13:30
14:40
14:50
16:00
16:10
17:20
17:30
18:00

–
–
–
–
–

00:00
14:40
14:50
16:00
16:10
17:20
17:30
18:00
00:00

일정
등록
기획논문발표 I, 일반논문발표
휴식(10분)
기획논문발표 II, 학생구두논문발표 I
휴식(10분)
기획논문발표 III, 학생포스터논문발표
휴식(10분)
임시총회
리셉션

● 2019년 5월 3일 금요일
시간
09:00
10:10
10:20
11:30
11:40
12:00

–
–
–
–
–

10:10
10:20
11:30
11:40
12:00
13:00

일정
기획논문발표 IV, 학생구두논문발표 II
휴식(10분)
초청강연
휴식(10분)
시상식
점심

※ 제주대학교(아라 캠퍼스) 발표장 오시는 길과 약도 : 마지막 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학술발표회 일정
2019년 5월 2일 목요일
장소: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등록>

제 1 발표장

<기획논문발표 I>

(세미나실 3)

근로환경조사로 본

좌장: 조교영(경북대)

노동자의 안전보건

13:00 –

13:30 – 14:40

근로환경조사(KWCS) 개요 및 주요 결과 소개---------박선영(*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KWCS) 사후 가중치 부여방법-----------이창훈(*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회심리적 요인별 군집에 따른 근로환경 특성 분석-----------------------------------------------------------김희재(부산대), 김혜민(*산업안전보건연구원)
취업자의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한별(*충남대), 박정근(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교영(경북대)
감정노동자의 차별 경험이 업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증과의 관계-------------------------------------김용진(*경북대), 조교영(경북대), 이한별(충남대)

제 2 발표장
(세미나실 1)

<일반논문발표>

13:30 – 14:40

좌장: 김영민(경북대)
GREG estimator for an adapive cluster sampling ----------------------------------------------------손창균(*동국대), 홍기학(동신대), 이기성(우석대)
Cluster-based diagnostics in predictive modelling----------------------------------김영일(*중앙대), Christopher Nachtsheim(University of Minnesota)
Optimal experimental designs for mixed binary and continuous responses
---------------------------------------------------------김수현(*연세대)

<휴식>

14:40 – 14:50

제 1 발표장
(세미나실 3)
좌장: 하일도(부경대)

<기획논문발표 II>
New modelling approaches
for analyzing various
types of data

14:50 – 16:00

Regression analysis of the illness-death model with a shared frailty when
all transition times are interval censored-------------------김진흠(*수원대)
우리나라 지진자료에 대한 딥러닝 예측------------장대흥(*부경대), 이재은(부경대)
Nonparametric mixture approach for random effect models--하일도(*부경대),
Chew-Seng Chee(Universiti Malaysia Terengganu), 이영조(서울대)
제 2 발표장
(세미나실 1)

<학생구두논문발표 I>

14:50 – 16:00

좌장: 이혜선(포항공대)
Calibration for an adaptive cluster sampling---정한석(*동국대), 손창균(동국대)
Community detection in Seoul using origin-destination data from mobile
networks------------------------임형준(*연세대), 김수현(연세대), 허준(연세대)
Examining factors that affect the persistence of adolescents’problematic
internet use(PIU) ----------------------------임정욱(*서울대), 권가진(서울대)
프로브 차량의 차두시간 분포에 대한 사례 연구-----엄태웅(*부경대), 이성백(부경대)

<휴식>

제 1 발표장
(세미나실 3)
좌장: 이근백(성균관대)

<기획논문발표 III>
Modern statistical analysis

16:00 – 16:10

16:10 – 17:20

Construction of credible intervals for nonlinear regression models with
unknown error distributions----------------양지연(*금오공대), 윤정모(한양대)
Auto-encoder를 이용한 고차원데이터의 차원축소와 분류분석 --------------------------------------------------------조세은(포항공대), 이혜선(*포항공대)

Regression under nonparametric symmetric error distributions -----------------------------------------------------------------서병태(*성균관대)
제 3 발표장
(아라컨벤션홀 라운지)
좌장: 노맹석(부경대)

<학생포스터논문발표>

16:10 – 17:20

이경은(경북대)
A stable selection strategy of pleiotropic variants associated with correlated
quantitative traits using penalized regression----------------------------------------------------------------------김기풍(*부산대), 선호근(부산대)
Two

stage

rule

to

control

two-dimensional

false

discovery

rate

for

composite null hypothesis-------------------김영래(*서울대), 임요한(서울대),
정재식(전남대), 이종수(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Lowell)
Estimation for the approximate maximum product spacing of half-logistic
distribution based on progressive type-II censored samples-----------------윤상경(*부산대), 조영석(부산대), 박현주(부산대), 한민영(대구대), 이경준(대구대)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립제품 색상 분류 알고리즘--------------------------------------------------------김현지(*단국대), 김현진(단국대), 황창하(단국대)
Partial VUS and three-way partial VUS---------------------------------------------------------정민섭(성균관대), 신혜수(*성균관대), 홍종선(성균관대)
FDR control 방법론의 비교분석----------------유경미(*전남대), 정재식(전남대)
수중운동에 관한 메타분석시 사전집단 분류에 관한 연구----------------------------------------------------이두형(*부산대), 정민철(부산대), 조영석(부산대)
심층 생성망 기반 준지도학습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이영현(*인제대), 석경하(인제대)
신약개발을 위한 불균형 데이터 처리와 투과성 예측-----------------------------------------------------이원욱(*단국대), 김민기(단국대), 고준수(아론티어),
손인석(삼성의료원), 심주용(인제대), 황창하(단국대)

기본적 분석 데이터를 이용한 마코위츠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차소미(*전남대), 백장선(전남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의 보건·복지동향 연구-------------------------최은아(*충북대), 김정연(충북대), 이상인(충남대), 오미애(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의 statin 사용과 당뇨 발생에 대한 연관성 분석---------------------------한예은(*충북대), 김예슬(충북대), 강희택(충북대), 김정연(충북대)
Two-way partial AUC and three-way partial VUS-----------------------------------------------홍성혁(*성균관대), 전해선(성균관대), 홍종선(성균관대)

제 1 발표장
(세미나실 3)

장소: 제주 영롱가

<휴식>

17:20 – 17:30

<임시총회>

17:30 – 18:00

<리셉션>

18:00 –

2019년 5월 3일 금요일
제 1 발표장

<기획논문발표 IV>

(세미나실 3)

시공간 종속자료에서의

좌장: 송준모(경북대)

추론 및 분석

09:00 – 10:10

A robust test for parameter change in Poisson autoregressive models-------------------------------------------------강지원(*제주대), 송준모(경북대)
조건부 엔트로피를 이용한 최적 강우관측망 선정----윤상후(*대구대), 임정현(대구대)
시계열 데이터에서 인과관계 추출-----------------------------조정효(*계명대)

제 2 발표장
(세미나실 1)

<학생구두논문발표 II>

09:00 – 10:10

좌장: 정재식(전남대)
새로운 불완전 디버깅을 고려한 NHPP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형-------------------------------------------------송광윤(Rutgers University), 장인홍(조선대),
Hoang Pham(Rutgers University), 이다혜(*조선대)
Graphical approach for detecting influential observations in deep neural
network------------------------------------이재은(*부경대), 장대흥(부경대)
Machine learning approaches for rice yield estimation in South Korea with
satellite and weather data----------------------------------------------------------------주성하(*연세대), 김수현(연세대), 임형준(연세대), 허준(연세대)

제 1 발표장
(세미나실 3)

<휴식>

10:10 – 10:20

<초청강연>

10:20 – 11:30

디리크레과정의 막대자르기 표현의 새로운 증명-----------------이재용(*서울대)
<휴식>

11:30 – 11:40

제 1 발표장
(세미나실 3)

<시상식>

11:40 – 12:00

<점심>

12:00 – 13:00

교수회관 식당

■ 제주대학교 아라 캠퍼스 아라컨벤션홀

▷ 주소 :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 대중교통 (버스) 안내
제주국제공항 ⇒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 3번 정류장(용담,시청 방면, GATE2 앞)에서 365번 승차
⇒ 제주대 정문 하차 (대략 55분 소요)

▶ 렌트카 이용 시 : 네비게이션에서 아라컨벤션홀 또는 제주대 후문 검색

■ 캠퍼스 안내 (발표장소: 아라컨벤션홀)
▶ 정문 진입 시 (도보로 15분 정도 소요)

렌트카 이용 시 : 정문 ⇒ 인문대 1호관 ⇒ 인문대 2호관 ⇒ 아라컨벤션홀 도착

▶ 후문 진입 시 (후문 ⇒ 수의과대학 ⇒ 인문대 2호관 ⇒

아라컨벤션홀 도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