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20년 추계학술발표회 프로그램
◎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오전 9:00 ~ 오후 18:30
◎ 장소 : 계명대학교 백은관
◎ 주최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주관 :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 후원 : 계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산업안전보건연구원1)

☐ 학술발표회 일정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시간

일정

09:00 – 10:10

학생구두논문발표 I, II, 학생포스터논문 발표

10:10 – 10:20

휴식(10분)

10:20 – 11:40

초청강연

11:40 – 13:00

점심

13:00 - 14:10

기획논문발표 I, 기획논문발표 II

14:10 - 14:20

휴식(10분)

14:20 - 15:30

기획논문발표 III, 기획논문발표 IV

15:30 - 15:40

휴식(10분)

15:40
16:50
17:00
17:50
18:00

기획논문발표 V, 기획논문발표 VI
휴식(10분)
학술상 시상식 및 수상자 강연, 학생논문 수상자 발표
휴식(10분)
정기총회

–
–
–
–
–

16:50
17:00
17:50
18:00
18:30

※ 학생포스터논문 발표는 시간 관계상 우수 논문 14편을 선정하여 제출한 영상을 재생함.

1) 이 발표논문집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일부 재정지원에 의하여 발간되었습니다. (This work
was partially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 arch Institute (OSHRI).)

학술발표회 일정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좌장: 윤상후(대구대)

<학생구두논문발표 I>

09:00 – 10:10

A robust Bayesian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for the vector
measurement------------------최영태(*경북대), 이두형(경북대), 이경은(경북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NPL 가격 예측 모델에관한 연구--------------------------------------------------------이현수(*연세대), 정승환(연세대), 오경주(연세대)
순차적 확률비 검정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신뢰성 연구-------------------------------------이다혜(*조선대), 장인홍(조선대), Hoang Pham(Rutgers University)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using Gower
distance-----------------------안유정(경북대), 유진경(*경북대), 김영민(경북대)

좌장: 박민수(계명대)

<학생구두논문발표 II>

09:00 – 10:10

레이더를 이용한 괴산·화천댐 유역의 강우관측망 보완방안-----------------------------------------------------------------권태용(*대구대), 윤상후(대구대)
Bayesian group selection--------------------Nizeyimana Pacifique(*경북대),
김인영(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이경은(경북대)
IPO 신규 주식의 가치변화----------------------조득환(*연세대), 오경주(연세대)

좌장: 이경은(경북대)

<학생포스터논문발표>

09:00 – 10:10

딥러닝 회귀/분류 문제에서 변수 선택의 영향에 대한 연구---------------------------------------------------------------이승재(*부경대), 장대흥(부경대)
대안적인 정확도 측도: Index of union-------------------------------------------------------------최소연(*성균관대), 임동휘(성균관대), 홍종선(성균관대)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hidden Markov model----------------------------------------------------------------이병헌(*경북대), 김용구(경북대)
공간랜덤포레스트의 버퍼거리를 이용한 월 평균기온 예측성능 비교--------------------------------------------------------김준석(*대구대), 윤상후(대구대)

장단기 메모리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토양습도 예측--------------------------------------------------------양정화(*전남대), 최수훈(전남대), 김민수(전남대)
가중치 엔트로피를 활용한 투수 구종의 복잡도, 가치가 승리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채승완(*계명대), 김대엽(계명대), 노성진(계명대), 이세영(계명대), 노미진(계명대)
Change-point analysis with Bayesian Poisson model---------------------------------------------------전혜린(*경북대), 장은진(안동대), 김달호(경북대)
가중치 페이지랭크(PageRank)를 활용한 중·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의 랭킹 산정 탐색

-----------이승박(*한국체대), 이미숙(한국체대), 박철용(계명대), 박재현(한국체대)
TPR-TNR plot and optimal thresholds-----------------------------------------------------------오태규(*성균관대), 최소연(성균관대), 홍종선(성균관대)
Prophet model을 이용한 고추 가격 예측----------------------------------------------------------------최연주(*전남대), 이상현(전남대), 김민수(전남대)
폭염 발생에 대한 통계적 예측 모형 비교 분석-----이소정(*경북대), 김용구(경북대)
교차 위험 자료에 대한 가속화 위험 분석 모형-----고낙경(*부경대), 하일도(부경대)
기업 신용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다양한 통계적 기업부도예측모형 연구-------------이학림(*계명대), 권상우(계명대), 김현아(계명대), 정윤주(계명대), 하정철(계명대)
중복 측도와 ROC 곡선 길이의 판단기준------------------------------------------------------------임동휘(*성균관대), 장동환(성균관대), 홍종선(성균관대)
Estimation

for

the

half-triangular

distribution

based

on

generalized

adaptive progressive hybrid censored data-----------------------------------------------------------성영재(*대구대), 김준수(대구대), 이경준(대구대)
Bayesian

an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the

half-logistic

distribution under generalized adaptive hybrid progressive censored sample
------------------------------조수빈(*대구대), 황영은(대구대), 이경준(대구대)
텐서회귀모형을 이용한 종합주가지수(KOSPI) 등락 예측------------------------------------------------------------------허진원(*전남대), 백장선(전남대)
스마트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성주 참외 수확량 예측---------------------------------------------------문수현(*계명대), 나명환(전남대), 박민수(계명대)
통계적 학습을 이용한 기업 부도의 패턴 예측------조경인(*경북대), 김영민(경북대)

스마트러닝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표규진(*계명대),구현지(계명대),
남은수(계명대), 최지웅(계명대), Yang Sok Kim(계명대)
혼동행렬식과 정확도 측도들의 비교분석------------------------------------------------------------나해린(*성균관대), 오태규(성균관대), 홍종선(성균관대)
Control charts for monitoring th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based
on progressive type-II censored sample--------------------------------------------------------------한민영(*대구대), 박성희(대구대), 이경준(대구대)
기후예측을 기반한 일사량 예측 모형 생성 -------------------------------------------------------------- 노유경(*계명대), 나명환(전남대), 김무섭(계명대)
Zero-Inflated Gamma Mixed Model for Solar Power Generation Data-------------------------------------------------박수민(*경북대), 이경은(경북대)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신용등급 예측 연구----------엄선현(*계명대),서현정(계명대),
이명지(계명대), 최지우(계명대), Yang Sok Kim(계명대)
M-스플라인 접근법을 이용한 혼합치료모형--------김준철(*부경대), 하일도(부경대)
GRU를 이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리뷰 분류-----------------손재익(*계명대),
김민지(계명대), 석채현(계명대), 유다예(계명대), 노미진(계명대)
SEIR모형을 이용한 COVID-19 감염자 예측 --------------------------------- 김동건(*계명대), 정유진(계명대), 차승은(계명대), 홍근서(계명대), 박민수(계명대)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마늘 가격 예측 및 모형 비교--------------------------------------------------------임남희(*전남대), 오승원(전남대), 김민수(전남대)
민감도와 특이도 직선을 이용한 부분 AUC----------------------------------------------------------장동환(*성균관대), 나해린(성균관대), 홍종선(성균관대)
GEV분포를 이용한 교통사고 분석----------------김대성(*대구대), 윤상후(대구대)
VGG-16 모형 및 CAM 기법을 이용한 개의 피부병 이미지 분류 및 관심영역 도출------------------------------------------이병우(*계명대), 류재석(계명대),
정세민(계명대), 문보미(계명대), Yang Sok Kim(계명대)
COVID-19 영향으로 인한 매출액 변화-----------홍수민(*계명대), 김유진(계명대),
백민지(계명대), 백선희(계명대), 김무섭(계명대)
전남지역 돌발해충 예찰방법 표준화-------------김명준(*계명대), 정시원(계명대),
정원식(계명대), 이지현(계명대), 박철용(계명대)
기계학습에서 불균형 스포츠 자료를 이용한 로지스틱 모형과 앙상블 모형 비교 연구
---------------------------------------편승희(*덕성여대), 민대기(덕성여대)

좌장: 김용구(경북대)

<휴식>

10:10 – 10:20

<초청강연>

10:20 – 11:30

데이터 기반 수리모델을 통한 감염병 확산 예측---------------------------------------------------------------이효정(*국가수리과학연구소 부산의료센터장)

<점심>

11:30 – 13:00

<기획논문발표 I>
좌장: 하일도(부경대)

COVID-19에 대한

13:00 – 14:10

생존분석 접근법
Model based estimation of incubation period of COVID virus 2019 disease--------------------------------------------------------김양진(*숙명여대)
COVID-19 데이터에 대한 생존분석 모델링 접근법---------------------------------------------------------하일도(*부경대), 김준철(부경대), 고낙경(부경대)

<기획논문발표 II>
좌장: 김무섭(계명대)

시계열 및 다변량분석에서의

13:00 – 14:10

최신 연구 동향

Clustering on the torus by conformal prediction------------------------------------------------------정성규(서울대), 박기호(서울대), 김병원(*서울대)
Extensions of HAR model for multiple realized volatility-------------------------------------------백창룡(*성균관대), 김동우(성균관대), 박민수(성균관대)
금융자산의 변동성과 극단성질 간의 관련성에 관한 변화점 탐지 연구---------------------------------------------------------------------김무섭(*계명대)

<휴식>

14:10 – 14:20

좌장: 오진호(한밭대)

<기획논문발표 III>
인구자료 활용과 행정자료를

14:20 – 15:30

통한 통계작성방법

2010,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경제활동의 변화 연구: 16~49세 여성의
혼인과 출산 중심으로----------------------서주희*(통계개발원), 오진호(한밭대)
국가별 사망률 변화 추이--------------------김순영*(통계개발원), 오진호(한밭대)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총조사 직업과 산업항목 작성방안 연구--홍훈식*(통계개발원)

<기획논문발표 IV>
좌장: 김영민(경북대)

안전보건통계론 본

14:20 – 15:30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근로환경조사(KWCS) 개요 및 주요 내용 소개 --------조윤호(*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현황이 근로자 안전 행동수준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의 매
개효과-----------------------------------------이창훈(*산업안전보건연구원)
행동기반 관찰기법의 설계와 결과분석 방법 소개------이지동(*산업안전보건연구원)
Development of Assessment Model f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Activities------------------------------------------백재욱(*한국방송통신대)
사무종사자의 직장 내 관계와 일-생활의 균형 및 근무환경이 직업만족도와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이태훈(*경북대), 조교영(경북대)

<휴식>

좌장: 노맹석(부경대)

<기획논문발표 V>
코로나 등 감염병 분석

15:30 – 15:40

15:40 – 16:50

교차변량모형을 이용한 부산지역 코로나19 유행 원인 분석---------------------------------------------------김창훈(*부산대), 손현진(동아대), 노맹석(부경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풍진(Rubella) 확산예측 및 정책 효과 분석---------------------------------------------------------------이효정(*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획논문발표 VI>
좌장: 오해준(경상대)

Young Researchers'

15:40 – 16:50

Session
A comparison of normality testing methods by empirical power and
p-values as random variables----------------엄태웅(*부경대), 이성백(부경대)
How to identify fake images? : Multiscale methods vs. Sherlock Holmes--------------------박민수(*계명대), 박민정(통계청), 김동호(세종대), 오희석(서울대)
Statistical properties of deep generative models-----------채민우(*포항공대)
Scalable Bayesian high-dimensional local dependence learning--------------------------------이경재(*인하대), Lizhen Lin(University of Notre Dame)

좌장: 조교영(경북대)

<휴식>

16:50 – 17:00

<학술상 수상기념 강연>

17:00 – 17:50

NHPP software reliability model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software
operating environment and predictive analysis---------------장인홍(*조선대)

<휴식>

17:50 – 18:00

<정기총회>

18:00 –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