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일정

일정

5월
24일
(금)

5월
25일
(토)

시간
내용
08:30～17:30 등록
09:00～11:40 Tutorial

장소
60주년기념관 1층 로비
실사구시관
글로벌경영관 416호
11:30～12:00 편집위원회의 글로벌경영관 417호
글로벌경영관 418호
12:00～12:50 평의원회의
글로벌경영관 201호
11:30～13:00 중식
천지관/백록관
13:00～13:40 학회장 초청강연 실사구시관
13:50～14:50 특별초청강연 1 실사구시관
및
15:00～15:50 임시총회
과기부 설명회 실사구시관
기획세션 Ⅰ-1 60주년기념관 201호
기획세션 Ⅰ-2 60주년기념관 301호
기획세션 Ⅰ-3 60주년기념관 401호
기획세션 Ⅰ-4 60주년기념관 404호
16:00～17:30 기획세션 Ⅰ-5 60주년기념관 501호
기획세션 Ⅰ-6 60주년기념관 504호
기획세션 Ⅰ-7 60주년기념관 601호
기획세션 Ⅰ-8 60주년기념관 604호
포스터세션 Ⅰ 60주년기념관 1층 로비
글로벌경영관 2층 로비
17:50～ 리셉션
08:30～14:30 등록
60주년기념관 1층 로비
기획세션 Ⅱ-1 60주년기념관 201호
기획세션 Ⅱ-2 60주년기념관 301호
09:00～10:30 기획세션 Ⅱ-3 60주년기념관 401호
기획세션 Ⅱ-4 60주년기념관 404호
학생논문세션 Ⅱ-1 60주년기념관 501호
10:40～11:40 특별 초청강연 2 실사구시관
11:40～13:00 중식
천지관
기획세션 Ⅲ-1 60주년기념관 201호
기획세션 Ⅲ-2 60주년기념관 301호
Ⅲ-3 60주년기념관 401호
13:00～14:30 기획세션
기획세션 Ⅲ-4 60주년기념관 404호
일반세션 Ⅲ-1 60주년기념관 501호
학생논문세션 Ⅲ-1 60주년기념관 504호
기획세션 Ⅳ-1 60주년기념관 201호
기획세션 Ⅳ-2 60주년기념관 301호
Ⅳ-3 60주년기념관 401호
14:40～16:10 기획세션
기획세션 Ⅳ-4 60주년기념관 404호
일반세션 Ⅳ-1 60주년기념관 501호
학생논문세션 Ⅳ-1 60주년기념관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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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성규(서울대)
JKSS 편집위원회의
응용통계연구 편집위원회의
CSAM 편집위원회의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
Ming Yuan(Columbia U.)

수학 및 통계분야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 설명회
여성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구통계연구
경제통계
국가통계
국가통계품질관리
초중등 통계교육과정의 현황과 개선 방향
KISS
응용통계 Editor’s Session
생물통계연구회
CSAM Editor’s Session
Recent Developments in Genetic Data Analysis
Qiwei Yao(London School of Economics)
JKSS Editor’s Session/금융보험통계연구회
통계계산연구회
고위험성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통계교육상담연구회
비표준적 시계열 분석
스포츠통계
베이지안통계연구회
조사통계연구회

춘계학술논문발표회 일정표

08:30～17:30
09:00～11:40

강원대학교(60주년기념관, 실사구시관, 글로벌경영관), 5월24일(금)

등록(60주년기념관 1층 로비)
Tutorial

◐ Tutorial
실사구시관 좌장 : 강기훈(한국외대)
제목 : Beyond traditional statistics: object oriented data analysis
강사 : 정성규(서울대)

11:30～12:00
편집위원회의
◐ JKSS 편집위원회의, 글로벌경영관 416호 세미나실 A
◐ 응용통계연구 편집위원회의, 글로벌경영관 417호 세미나실 B
◐ CSAM 편집위원회의, 글로벌경영관 418호 세미나실 C
12:00～12:50
평의원회의(글로벌경영관 201호 AMP 컨퍼런스홀)
11:30～13:00
중식(천지관)
13:00～13:40
학회장 초청강연
◐ 학회장 초청강연
실사구시관 좌장 : 김영원(숙명여대)
.제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
연사 :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50～14:50

특별 초청강연 1

15:00～15:50
16:00～17:30

임시총회 / 과기부 설명회 (실사구시관)
기획세션 Ⅰ 포스터세션 Ⅰ

◐ 특별 초청강연 1
실사구시관
제목 : Low rank tensor methods in high dimensional data analysis
연사 : Ming Yuan(Columbia U.)

좌장 : 장원철(서울대)

◐ 기획세션 Ⅰ-1 여성위원회 기획세션
60주년기념관 201호
기획 : 여성위원회
좌장 : 오만숙(이화여대)
16:00 통계로 보는 여성 통계인력 양성 및 활용현황
*이태림(방송대)
16:20 대학문화와 성평등 의식 - 경상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의훈(경상대), 이혜숙(경상대), 최정혜(경상대)
16:40 Poisson reduced rank models with an application to political text data
*이은령(성균관대)
17:00 Statistical considerations in study design and analysis of observational data: application to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Big Data
*박소희(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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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세션 Ⅰ-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세션
60주년기념관 301호
기획 : 안형진 (고려대)
좌장 : 안형진(고려대)
16:00 진료경향 이상징후 탐색방법 비교
김경훈(심평원), *선정연(심평원), 김진휘(심평원), 김기영(심평원)
16:30 의약품 처방정보 분석을 통한 감염병 의심환자 추정 방안
*권의정(심평원), 신서희(심평원)
17:00 노인진료비 현황 분석
*최대환(심평원), 신선임(심평원), 배예솔(심평원), 김경미(심평원), 손효정(심평원)
◐ 기획세션 Ⅰ-3 인구통계연구
60주년기념관 401호
기획 : 통계청 인구동향과
좌장 : 김진(통계청)
16:00 장래인구특별추계 출산추계방법 및 결과
*김수영(통계청), 한명직(통계청), 이은구(통계청)
16:30 전국-시도 장래출산율추계
*유삼현(공주대)
17:00 고령자의 활동제약과 건강수명
*박시내(통계청), 박혜균(통계청)
◐ 기획세션 Ⅰ-4 경제통계
60주년기념관 404호
기획 : 한국은행
좌장 : 전경배(한국은행)
16:00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인구추계 방법 연구
*오진호(한밭대)
16:30 국내 회사채 신용 등급 예측 모형의 비교 연구
박형권(인하대), 강준영(인하대), 허성욱(인하대), *유동현(인하대)
17:00 Accuracy of regularized D-rule for binary classification
*손원(한국은행), 임요한(서울대), Xinlei Wang(Southern Methodist U.)
◐ 기획세션 Ⅰ-5 국가통계
60주년기념관 501호
기획 : 통계청
좌장 : 황현식(통계청)
16:00 통계청 가구 대상 조사 효율화 방안 연구–농산물생산비조사를 대상으로*권순필(통계청)
16:30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경제지표조사 표본설계 사례*임찬수(통계청), 김경미(통계청)
17:00 원격탐사 활용한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 개발
*정구현(통계청)
◐ 기획세션 Ⅰ-6 국가통계품질관리
60주년기념관 504호
기획 : 국가통계연구회
좌장 : 한상태(호서대)
16:00 국가통계 품질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이무영(통계청), 김정란(통계청)
16:30 빅데이터의 품질관리 방안에 관한 고찰
*이성건(성신여대)
17:00 조사통계의 품질과 KS인증
*김용수(트랜드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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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세션 Ⅰ-7 초중등 통계교육과정의 현황과 개선 방향
60주년기념관 601호
기획 : 초중등통계교육과정위원회
좌장 : 김동재(가톨릭대)
16:00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통계교육의 방향
*이화영(한국과학창의재단)
16:30 실생활 중심의 초중등 실용 통계교육 추진 현황
*이승구(통계교육원), 최승규(통계교육원)
17:00 통계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유연주(서울대), 한수연(서울대)
◐ 기획세션 Ⅰ-8 KISS 기획세션
60주년기념관 604호
기획 : KISS
좌장 : 유재근(이화여대)
16:00 Flower classification with modified multimod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배강일(중앙대), 이영섭(동국대), *임창원(중앙대)
16:30 Efficient and robust estimation of regression parameters
*서병태(성균관대)
17:00 Induced-smoothed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for competing risks data under case-cohort study
손동재(연세대), 최상범(고려대), *강상욱(연세대)
◐ 포스터세션 Ⅰ-1
60주년기념관 1층 로비
1. Data visualization for comorbidity prevalence of lung cancer patients in Korea using healthcare claim big data
*Hoang-Nguyen Dang(국립암센터), 이상희(국립암센터), 박정은(국립암센터), 조현순(국립암센터)
2. Korean food image classif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강민정(이화여대), 유재근(이화여대)
3. Calibration of sampling weight in Cox regression model for two-phase stratified samples from multiple
failure time data
*강혜원(연세대), 강상욱(연세대)
4. A stable selection strategy of pleiotropic variants associated with correlated quantitative traits
*김기풍(부산대), 선호근(부산대)
5. 대기 성분과 심·뇌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 연구 및 모델 개발
*김동준(가천대), 강희준(서울아산병원), 노재형(충남대병원), 한승봉(가천대)
6. 정상 및 혹한 시나리오 하에서 베이지안 회귀분석을 이용한 동계작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변수의 효과
*김문주(강원대), 성경일(강원대)
7. 절단된 분포를 이용한 인공신경망에서의 초기값 설정방법
*김민종(중앙대), 조성철(중앙대), 정혜린(중앙대), 이영섭(동국대), 임창원(중앙대)
8. Nomogram construction for hypertension using naïve Bayesian classifier under complex sampling data
*김민호(영남대), 김병수(영남대), 이제영(영남대)
9. Predicting the progression of diabetes via machine learning
*김유리(이화여대), 오만숙(이화여대)
10. EM 알고리즘을 통한 패널 데이터의 다중변화점 탐색
*김재휘(덕성여대), 김재희(덕성여대)
11.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주가예측
*김주희(덕성여대), 김재희(덕성여대)
12. Using foot odor for sex prediction by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류호성(인하대), 한영웅(국과수), 김현지(국과수), 안송희(국과수), 민지숙(국과수), 유동현(인하대)
13. Sparse vector heterogeneous autoregressive modeling for RV
백창룡(성균관대), *박민수(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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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ransformed dimension reduction methods for multivariate data
*박승희(Florida State U.), 이선우(동국대)
15. Application of a Bayesian multivariate receptor model to identify major PM2.5 source areas in Seoul
*박치경(이화여대), 오만숙(이화여대)
16. 포아송 방향성 비순환 그래피컬 모델을 통한 한국 프로야구 선수 특성 분석
*박혜원(서울시립대)
17. Multi-state compartment model to analyze liver cancer occurrence in patients infected with Hepatitis B:
application to data from South Korea
*배경은(국립암센터), 이상희(국립암센터), 김병우(국립암센터), 기모란(국립암센터), 조현순(국립암센터)
18. K-adaptive partitioning methods for survival, binary and continuous data
*백지현(고려대), 조형준(고려대)
19. Estimation of a survival function of length-biased data in the case of unknown backward recurrence time
*선지유(연세대), 남정모(연세대)
20. 이용객 개별 승하차 데이터를 이용한 지하철 혼잡도 추정
*손광민(성균관대). 방준아(성균관대), 황영덕(성균관대)
21. Latent class model for mixed variables with applications in text data
*신현수(성균관대), 서병태(성균관대)
22. 우리나라 어종 모니터링에 대한 다변량 관리도 연구
*유정민(단국대), 이희연(단국대), 전준수(단국대)
23. Two-stage spectral co-clustering for matched communities
*유혜선(U. of Michigan), Ji Zhu(U. of Michigan)
24. Ultimate sharpening of Jensen's inequality
*이상규(건국대), 장재호(건국대), 김형문(건국대)
25. 이변량 함수적 자료 이상치 탐색에 관한 연구
*이선우(동국대), 유현선(동국대)
26. Seasonal short-term predict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based on time series model and machine
learning
*이은주(강원대), 김영주(강원대), 김광호(강원대)
27. A multivariate latent class profile analysis with latent group
*이정운(U. of Massachusetts)
28. Stable stochastic EM algorithm for deep Gaussian mixtures
*이혜진(성균관대), 서병태(성균관대)
29. Development of cancer classifier based on copy number variation in urinary cell-free DNA
*임소현(이화여대), 위승민(이화여대), 김민지(이화여대), 김광현(이화여대), 이동환(이화여대)
30. A study on predictive survival models using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methods
*임희주(세종대), 장재은(세종대), 정성호(세종대), 홍진기(세종대), 고주희(세종대), 이승연(세종대)
31. R 시각화 패키지 개발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수요예측 최적화 연구
*조수빈(성균관대), 황영덕(성균관대)
32. Accuracy measures and partial AUC
*조현수(성균관대), 홍종선(성균관대)
33. 중도절단율이 높은 와이블 수명자료를 모니터링하는 이항 누적합 관리도
*최민재(중앙대), 이재헌(중앙대)
34. 믿음전파를 통한 주파수 이용 감지
*최승희(인하대), 황진수(인하대)
35.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위험요인 평가 연구
*최원종(농촌진흥청), 조성일(전북대), 조록환(농촌진흥청), 김경수(농촌진흥청), 최동필(농촌진흥청),
이현경(농촌진흥청), 이리시(농촌진흥청), 최혜미(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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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pproximate maximum product of spacings estimation of progressive censored data for the half logistic
distribution model
*이경준(대구대), 한민영(대구대)
37. Bootstrap analysis in network vector autoregression model for large-scale social network
*홍만호(가천대), 황은주(가천대)
38. 비 동질성 회귀모형을 이용한 저층 윈드시어 예측
*황유선(공주대), 이영곤(국립기상과학원), 김찬수(공주대)

17:50～

리셉션(글로벌경영관 2층 로비)

강원대학교(60주년기념관, 실사구시관), 5월 25일(토)

08:30～14:30 등록(60주년기념관 1층 로비)
09:00～10:30 기획세션 Ⅱ 학생논문세션 Ⅱ
◐ 기획세션 Ⅱ-1 응용통계 Editor’s Session (Special Issue in Applied Statistical Methodology)
60주년기념관 201호

기획 : 응용통계연구 편집위원장
좌장 : 유재근(이화여대)
09:00 Semiparametric efficient estimators in heteroscedastic error models
*김미정(이화여대), Yanyuan Ma(Pennsylvania State U.)
09:30 Cost-effective extreme case-control design using a resampling method
*임종호(연세대), 김영민(경북대), 김종윤(연세대)
10:00 Identifiability of 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error variances
*박건웅(서울시립대)
◐ 기획세션 Ⅱ-2 생물통계연구회 기획세션
60주년기념관 301호
기획 : 생물통계연구회
좌장 : 최상범(고려대)
09:00 방향의존성 측도에 기반한 두뇌 기능적 연결성 분석
*이남길(강원대), 김종민(U. of Minnesota-Morris)
09:30 Marginal structural model to estimate the effect of time-varying treatment in the presence of
time-varying confounders
*박서영(서울아산병원), 구본산(서울백병원), 오지선(서울아산병원), 김태환(한양대병원)
10:00 Propensity score matching with missing causes of failure: a Monte Carlo study
*한승봉(가천대)
◐ 기획세션 Ⅱ-3 CSAM Editor’s Session
60주년기념관 401호
기획 : CSAM 편집위원장
좌장 : 한준희(한림대)
09:00 Non-convex penalized estimation for the AR process
*나옥경(경기대), 권성훈(건국대)
09:30 Double-robust inference for differences in restricted mean lifetimes using pseudo-observations
*최상범(고려대), 이혜영(고려대), 최태화(고려대)
10:00 Interval prediction on the sum of binary random variables indexed by a graph
박성오(서울대), 한규섭(서울대), 임요한(서울대), *손원(한국은행)
◐ 기획세션 Ⅱ-4 Young Research Session(Recent Developments in Genetic Data Analysis)
60주년기념관 404호
기획 : 신승준(고려대)
좌장 : 신승준(고려대)
09:00 Genetic association tests incorporating gene-environment interactions on imputed genotype data
*송민선(숙명여대)
- 6 -

09:20 Integrative deep learning for identifying differentially expressed (DE) biomarkers
*김성환(건국대), 임자연(건국대)
09:40 Joint distribution of phylogenetic tree shape and tree metric
*정유진(경기대), Cécile Ané(U. of Wisconsin-Madison)
10:00 A non-parametric approach to evaluating the point of treatment time-lag effect
*박가영(Old Dominion U.), Kristine Gierz(Old Dominion U.)
◐ 학생세션 Ⅱ-1
60주년기념관 501호
좌장 : 이기재(방송대)
09:00 Modal linear regression using log-concave distributions
*김선율(성균관대), 서병태(성균관대)
09:20 Multi-level and multi-group latent class anlysis: a comparison study
*이윤아(고려대), 정환(고려대)
19:40 Pathway-based approach to GWAS
*Nan Jiang(서울대)
10:00 Measuring economic sentiment index using multiple proxies
*김경빈(연세대), 임종호(연세대)

10:40～11:40

특별 초청강연 2

◐ 특별 초청강연 2
제목 : Multiple forecasting based on time series PCA
연사 : Qiwei Yao(London School of Economics)

실사구시관 좌장 : 장원철(서울대)

11:40～13:00
중식(천지관)
13:00～14:30
기획세션 Ⅲ 일반세션 Ⅲ 학생논문세션 Ⅲ
◐ 기획세션 Ⅲ-1 JKSS Editor's Session / 금융보험통계연구회 기획세션 60주년기념관 201호

기획 : JKSS 편집위원장/금융보험통계연구회
좌장 : 최태련(고려대)
13:00 Pricing equity-linked products
*이항석(성균관대), 고방원(숭실대)
13:30 동태적 사망모형의 소개 (Introduction to stochastic mortality models)
*김현태(연세대)
14:00 A review of copula methods for insurance
*안재윤(이화여대)
◐ 기획세션 Ⅲ-2 통계계산연구회 기획세션
60주년기념관 301호
기획 : 통계계산연구회
좌장 : 여인권(숙명여대)
13:00 Rex: 엑셀 기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통계 분석 프로그램
*이보라(중앙대), 원성호(서울대)
13:30 엑셀과 R을 연동한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작성 방안
*박민정(통계청), 성병찬(중앙대)
14:00 Voice presentation attack detection through text-converted voice command analysis
*곽일엽(삼성전자), 허준호(삼성전자), 한승택(삼성전자), 김일주(삼성전자), 윤지원(고려대)
◐ 기획세션 Ⅲ-3 고위험성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60주년기념관 401호
기획 : 분류연구회
좌장 : 최대우(한국외대)
- 7 -

13:00 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 농가확산예측 위한 다이나믹 데이터 생성 및 XAI 적용
*주재윤(한국외대), 송유한(한국외대), 한예지(한국외대), 정효용(한국외대), 이광녕(검역본부),
유대성(검역본부)
13:30 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측 시뮬레이션을 위한 GAN 적용
최대우(한국외대), *이성령(한국외대)
14:00 고위험성조류독감 확산 경로모델링 및 차단정책 연구에 대하여
*최대우(한국외대), 강기훈(한국외대), 이성령(한국외대), 주재윤(한국외대)
◐ 기획세션 Ⅲ-4 통계교육상담연구회 기획세션
60주년기념관 404호
기획 : 통계교육상담연구회
좌장 : 이윤동(서강대)
13:00 Mobile learning for statistics education using eStat
*이태림(방송대)
13:20 R and python for statistical education
*김성수(방송대), 심송용(한림대)
13:40 Python과 R에서 Stan의 활용
*조성일(전북대)
14:00 파이썬을 이용한 기초 통계 수업 사례
*허준영(한성대)
◐ 일반세션 Ⅲ-1
60주년기념관 501호
좌장 : 김미정(이화여대)
13:00 Modeling count time series of bounded support with state-dependent zero inflation
Tobias A. Möller(Helmut Schmidt U.), Christian H. Weßi(Helmut Schmidt U.), *김희영(고려대)
13:20 Sequential hypothesis testing for multinomial models (II)
*조호권(U. of Nevada)
13:40 On the effect of ignoring correlation in the covariates when analysing correlated binary data
*윤환진(Australian National U.), Alan Welsh(Australian National U.)
14:00 주성분분석으로 추정한 한·중·일 3국의 정체성
*박흥선(한국외대), 한민(우송대), 양운철(세종연구소), 이은지(한국외대)
◐ 학생논문세션 Ⅲ-1
60주년기념관 504호
좌장 : 차지환(이화여대)
13:00 A metagenome-wide association study of EV metagenome in ovarian cancer
*강나연(서울대), 조은탁(서울의대), 김세익(서울의대), 송용상(서울의대), 박태성(서울대)
13:20 Local tail-event correlation
*최지은(이화여대), 신동완(이화여대)
13:40 Association test for rare variants using the Hamming distance
*황보수현(서울대), 장진영(서울의대), 오범석(경희대), Atsuko Imai-Okazaki(Osaka U.),
Jurg Ott(Rockefeller U.), 박태성(서울대)
14:00 A model-free soft classification with functional predictors
*이유진(고려대), 신승준(고려대)

14:40～16:10
기획세션 Ⅳ 일반세션 Ⅳ
◐ 기획세션 Ⅳ-1 비표준적 시계열 분석

학생논문세션 Ⅳ

60주년기념관 201호
좌장 : 성병찬(중앙대)

기획 : 공업및기업정보통계연구회
14:40 Test for parameter change in the presence of outliers: the density power divergence based approach
*송준모(경북대), 강지원(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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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Frequency domain bootstrap for ratio statistics under long-range dependence
*김영민(경북대), 임종호(연세대)
15:40 Intervention analysis based on exponential smoothing methods
*성병찬(중앙대)
◐ 기획세션 Ⅳ-2 스포츠통계연구회 기획세션
60주년기념관 301호
기획 : 스포츠통계연구회
좌장 : 이효(상명대)
14:40 장애인 태권도 경기분석의 이해 및 적용
*김태훈(용인대), 김용익(국민대), 차명환(용인대), 이재원(용인대), 강성기(용인대)
15:10 Seafarers’ physical activity and sleep patterns: results from Asia-Pacific Sea routes
*윤익현(목포해양대), 이정민(경희대)
15:40 집단지성 구성요인 산출을 위한 배구팀의 팀경기력 단계 구획
*김현주(한체대), 윤영길(한체대)
◐ 기획세션 Ⅳ-3 베이지안통계연구회 기획세션
60주년기념관 401호
기획 : 베이지안통계연구회
좌장 : 김정연(충북대)
14:40 Maximum pairwise Bayes factors for covariance structure testing
*이경재(인하대), Lizhen Lin(U. of Notre Dame), David B. Dunson(Duke U.)
15:10 BFLCRM: A Bayesian functional linear Cox regression model for predicting time to conversion to
Alzheimer's disease
*이은지(충남대), Hongtu Zhu(U.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Dehan Kong(U. of Toronto),
Yalin Wang(Arizona State U.), Kelly Sullivan Giovanello(U.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Joseph G. Ibrahim(U.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5:40 Inference for differential equation parameters using state-space model with variational Bayes
approximation
*양현주(서울대), 이재용(서울대)
◐ 기획세션 Ⅳ-4 조사통계연구회 기획세션
60주년기념관 404호
기획 : 조사통계연구회
좌장 : 김규성(서울시립대)
14:40 Analysis for complex survey data using big data
김재광(Iowa State U., KAIST), *박승환(강원대)
15:10 Combining non-probability and probability survey samples through mass imputation
*김재광(Iowa State U., KAIST), 박세호(Dartmouth U.), Yilin Chen(U. of Waterloo),
Changbao Wu(U. of Waterloo)
15:40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wo-stage randomized response model
*손창균(동국대), 홍기학(동신대), 이기성(우석대)
◐ 일반세션 Ⅳ-1
60주년기념관 501호
좌장 : 안재윤(이화여대)
14:40 Bayesian binary segmentation procedures using the bivariate binomial distribution for detecting
streakiness in sports data
*김성욱(한양대), Sabina Shahin(Karakoram International U.),
Hon Keung Tony Ng(Southern Methodist U.), 김진흠(수원대)
15:00 Penalized polygram regression
*정재환(고려대), 구자용(고려대)
15:20 Statistical analysis of rich-get-richer and fit-get-richer effects on dynamic networks
*정호현(KAIST), 이재길(KAIST), 이남길(강원대), 김성호(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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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Deep recurrent neural network with contrastive loss for end-to-end Korean speech recognition
최현집(경기대), *최호식(경기대),
◐ 학생논문세션 Ⅳ-1
60주년기념관 504호
좌장 : 여인권(숙명여대)
14:40 Nonparametric regression kriging with varying coefficient regression models
*김민정(서울대), 임채영(서울대), 박병욱(서울대)
15:00 Modeling the multivariate conjugate prior based on copula method
*오로지(이화여대), 오만숙(이화여대), 안재윤(이화여대)
15:20 Predictive compound random effects models for dependent frequency and severity
*정힘찬(U. of Connecticut), Emiliano Valdez(U. of Connecticut)
15:40 Statistical inference of some effect sizes
*Jun Zhao(건국대), 심성철(세종대), 김형문(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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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안내]

▸등록 : 60주년 기념관 1층 로비
▸평의원회의 : 글로벌경영관 AMP 컨퍼런스홀(201호)
▸편집위원회의 : 글로벌경영관 416호(세미나실 A), 417호(세미나실 B), 418호(세미나실 C)
▸학최장초정강연/특별초청강연/임시총회 : 실사구시관
▸Tutorial : 실사구시관
▸기획/일반/학생세션 : 60주년 기념관
▸포스터세션 : 60주년 기념관 1층 로비
▸중식
- 금요일 : 천지관(Tutorial 참가자), 백록관(그외)
- 토요일 : 천지관
▸리셉션 : 글로벌경영관 2층 로비

• 학교내 주차공간
▸강원대학교내 주차공간
▸주차요금: 4시간권 1천원, 등록데스크에서 판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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