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9년 추계학술발표회 프로그램
◎ 일시 : 2019년 11월 1일(금) 오후 12:00 ~ 2일(토) 오후 13:00
◎ 장소 :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관
◎ 주최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주관 : 조선대학교 컴퓨터통계학과
◎ 후원 : 광주관광컨벤션뷰로

☐ 등

록 : 2019년 11월 2일(금) 오후 12:00 ~

☐ 등록장소 :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1515호실
☐ 학술발표회 일정
●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시간
12:00
12:30
14:20
14:30
15:40
15:50
17:00
17:10
18:10
18:30

–
–
–
–
–
–

00:00
14:20
14:30
15:40
15:50
17:00
17:10
18:10
18:30
00:00

일정
등록
튜토리얼
휴식(10분)
기획논문발표 I, 일반논문발표
휴식(10분)
기획논문발표 II, 기획논문발표 III
휴식(10분)
학술상 수상기념 초청강연
정기총회
리셉션

●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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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구두논문발표I, 학생포스터논문발표
휴식(10분)
학생구두논문발표II
휴식(10분)
시상식
점심

※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관 오시는 길과 약도 :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학술발표회 일정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장소: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관 1515호실)

<등록>

12:00 –

제 1 발표장
(1515호실)

<튜터리얼>

12:30 – 14:20

좌장: 이경은(경북대)
기계학습, 통계학의 새로운 트렌드-----------------------------이윤동(*서강대)

제 1 발표장
(1515호실)
좌장: 오진호(한밭대)

<휴식>

14:20 – 14:30

<기획논문발표 I>
인구 빅데이터 활용

14:30 – 15:40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와 등록센서스 행정자료 연계 연구------------------------------------------------------------------서주희(*통계개발원)
직업별 출생, 사망 통계 작성방안 연구----------------------홍훈식(*통계개발원)
아시아 인구고령화 3개국(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사망률 개선 시각화-------------------------------------------------------------------오진호(*한밭대)
제 2 발표장
(1519호실)

<일반논문발표>

14:30 – 15:40

좌장: 윤상후(대구대)
재난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예방정보 제공방안: 산불재난을 중심으로------------------------------------------------오영주(*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형성(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윤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Deep Learning Approaches for Predicting Blood-Brain Barrier Penetration of
Drug Compounds-------------이원욱(단국대), 김민기(단국대), 고준수(아론티어),
심주용(인제대), 손인석(삼성의료원), 황창하(*단국대)

<휴식>

제 1 발표장

<기획논문발표 II>

(1515호실)
좌장: 정재식(전남대)

Multivariate data analysis

15:40 – 15:50

15:50 – 17:00

Comparing groups of decision-making units in efficiency based on semi
parametric regression----------------------노호석(숙명여대), 양성준(*전북대)
Investment universe construction based on the theme keyword search-------------------------------------김도국(하나금융융합기술원), 고봉균(*전남대)
Comparative analysis of existing FDR control methods---------------------------------------------------------------유경미(전남대), 정재식(*전남대)

제 2 발표장

<기획논문발표 III>

(1519호실)

Recent Developments

좌장: 송준모(경북대)

in Statistics

15:50 – 17:00

Parameter change test for location-scale time series models with heteroscedasticity based on bootstrap---------------오해준(*경상대), 이상열(서울대)
Amortized variational inference methods for Bayesian model criticism----------------조성일(*전북대), David J. Nott(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hristine Shoemaker(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jay Jasra(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최태련(고려대)
Stationarity test based on density approach-----------------------------------------문지은(*순천향대병원), 박철용(계명대), 하정철(계명대), 김태윤(계명대)

<휴식>

17:00 – 17:10

제 1 발표장
(1515호실)
좌장: 조교영(경북대)

<학술상 수상기념
초청강연>

17:10 – 18:00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분류 방법의 비교------------------------------------------------------------------------박범진(서울시립대), 박창이(*서울시립대)
Higher order density approximation and estimation methods using ortho
gonal series expansion------------------------------------하형태(*가천대)

제 1 발표장
(1515호실)

장소: 지산동 남가정

<정기총회>

<리셉션>

18:10 – 18:30

18:30 –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제 1 발표장
(1515호실)

<학생구두논문발표 I>

09:00 – 10:10

결함 종속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형-----------------------------------------------김윤수(*조선대), 장인홍(조선대), 이다혜(조선대), 송광윤(조선대)
Kriging 방법을 이용한 부지특성 조사시 분석시료 개수 적절성 예측-------------------------------------------김지현(*동국대), 임준기(동국대), 주용성(동국대)
Propensity Score Analysis with Functional Covariates----------------------------------------차상훈(*경북대), 송준진(Baylor University), 이경은(경북대)

제 2 발표장
(1519호실)

<학생포스터논문발표>

09:00 – 10:10

Applications of Ensemble Machine Learning to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Meta-Analysis---------------------------------------------------------------Rinawati Muauwana(*계명대), Kwok Kei Mak(계명대)
시설오이의 생육요인에 미치는 환경요인 분석----------------------------------강소라(*전남대), 나명환(전남대), 이지은(경북농업기술원), 전명희(경기농업기술원)
Single Change-point Tests for P-order Autoregressive Models---------------------------------------------------Zixuan Liu(*계명대), 하정철(계명대)
뇌에서 생성된 시계열데이터의 인과관계 추론; 조현병------------------------------------------------------이경현(*계명대), 박철용(계명대), 조정효(서울대)
Expectile Estimation of Excess Relative Risk Models----------------------------------------------------------------이주희(*경북대), 김영민(경북대)
Power-base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mplex Sample Survey----------------------------------------------이효주(*부경대), 박인호(부경대)

농민 재배의향을 반영한 양파 재배면적 증감률 예측---------------------------------------------------------------------정다운(*전남대), 김민수(전남대)
국가표준식품성분 DB 대표시료 선정을 위한 표본설계-----------------------------------------황해원(*수원대), 조유정(수원대), 박진우(수원대), 김진흠(수원대)
지진 재현수준 예측에 대한 일반화 극단값 분포와 로그-로지스틱 분포의 비교-----------------------------------------------고낙경(*부경대), 하일도(부경대)
Bayes estimation for competing risks model with generalized multiply
hybrid censored exponential data-------------------------------------------------------곽재영(*대구대), 이경준(대구대), 박성희(대구대), 최수빈(대구대)
학교유형에 따른 지적장애 학생들의 취업 및 자립성, 삶의 만족도 차이 연구----------------------------------김도향(*대구대), 강다영(대구대), 신민근(대구대),
한지윤(대구대), 한혜림(대구대), 황진섭(대구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통계적 가설 검정-----------김상웅(*경북대), 송준모(경북대)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 및 가정요인 연구--------남영은(*대구대), 이가은(대구대), 김동희(대구대),
김희수(대구대), 진현경(대구대), 이지훈(대구대), 황진섭(대구대)
Applications

of

Machine

Learning

Methods

to

the

Classification

and

Prediction of Suicide Ideation by Mood Disorder Symptoms-------------------------------류혜림(*계명대), Kwok Kei Mak(계명대), 이건석(한양대의료원)
Spatial analysis for accessibility of senior welfare facility----------------------------------------------석혜진(*경북대), 박소현(경북대), 김용구(경북대)
Bayesian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Using Markov Binary Regression
with Skewed Probit Link---------------------신성미(*부산대), 정윤식(부산대)
Determination of zone similar price using DBSCAN clustering method using
gower distance------------------------------안유정(*경북대), 김영민(경북대)
Exact likelihood inference for an exponential parameter under generalized
progressive hybrid censored competing risk data----------------------------------------윤난희(*대구대), 이경준(대구대), 조수빈(대구대), 황영은(대구대)

Bayesian impact analysis of rainstorm events on soil moisture------------------------------------------------------이병헌(*경북대), 김용구(경북대)
한국, 일본의 재현기간별 지진규모 예측 : 일반화 극단값(GEV) 분포모형 접근법-------------------------------이승재 (*부경대), 고낙경(부경대), 김준철(부경대),
이재은(부경대), 장대흥(부경대), 하일도(부경대)
뇌파 시계열에서 뇌 연결망 추론---이정희(*계명대), 박철용(계명대), 조정효(서울대)

의학과 치의학 연구에서 통계 활용의 최근 경향----조혜민(*전북대), 최혜미(전북대)
Positive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s on TOC curve----------------------------------------------------------최소연(*성균관대), 홍종선(성균관대)
Estimating the parameter of an Weibull distribution under progressive
censoring scheme--------------------------한민영(*대구대), 이경준(대구대),
성영재(대구대), 신혜진(대구대)
Threshold interval for linear combination scores maximizing the partial
AUC and VUS------------전해선(*성균관대), 신혜수(성균관대), 홍종선(성균관대)
GloSea5와 공간 랜덤포레스트를 이용한 고해상도 강수량 장기예측방법-----------------------------------------------------김준석(*대구대), 윤상후(대구대)
Inter-amount times를 이용한 한반도 집중호우 재현수준 평가-------------------오혜주(*대구대), 김승재(대구대), 김진범(대구대), 박병건(대구대), 윤상후(대구대)
정량적 강우 추정을 위한 공간보건기법 적용성 평가--------------------------------------------------------윤상후(대구대), 김희준(*대구대), 김승재(대구대)
The method for real-time rainfall on road------------------------------------------------------------------------윤상후(대구대), 김대성(*대구대)
코풀라함수를 이용한 쌀 생산량의 공간적 상관성 추정-----------------------------------------윤상후(대구대), 전상아(*대구대), 이민아(대구대), 박채림(대구대)
구글 트랜드의 이상 감지법 비교----------------------------------------------------------윤상후(대구대), 정상윤(*대구대), 서송숙(대구대), 방남성(대구대)

<휴식>

10:10 – 10:20

제 1 발표장
(1515호실)

A

Hierarchical

Bayesian

<학생구두논문발표 II>

model

with

wavelet

10:20 – 11:30

coefficients selection

for

predicting spatially correlated curves ---------------------정지현(*경북대),
송준진(Baylor University), 이경은(경북대)
엔트로피 기반 최적 강우관측망 선정방법: 대구·경북지역사례-------------------------------------------------권태용(*대구대), 임정현(대구대), 윤상후(대구대)

제 1 발표장
(1515호실)

<휴식>

11:30 – 11:40

<시상식>

11:40 – 12:00

<점심>

12:00 – 13:00

■ 조선대학교

■ 자연과학관 위치 안내

발표장: 자연과학관 1층 1515호실 및 1519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