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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암은 한국에서 시대를 거듭할수록 발병 보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고, 모든 암 질환 중에 가장 높은 사망률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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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was a pilot study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clinical analysis to support the lack of sample size of real data and to generate synthetic 

data. Since real data has many limitations, such as ethical issues and costly issues,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create realistic synthetic data. The 

focus is on whether synthetic data can be used instead of real data. Methods: This study analyzed 11,978 lung cancer patients who used anticancer drug 

therapy using synthetic data as a quasi-experimental study. Clinically significant variables were extracted and some tables containing patient status and 

treatment records were preprocessed. This experiment was applied to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technique to prevent the bias of covariates. Then, 

the preprocessed data were analyzed using Kaplan-Meier estimation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Results: When plotting the survival curves, 

the curves from the synthetic data did not match the curves for the actual data of the other covariates. In Cohort 1, Gen I had a better 5-year OS than Gen 

II (S1 = 0.973, S2 = 0.953, p< 0.05). Similarly, Gen I anti-cancer was better than Gen III in Cohort 2 (S1 = 0.990, S3 = 0.884, p< 0.05). In the exploratory sub-

group analysis using the Cox regression model, the risk ratio was estimated. We found that Gen I had a better effect on hazard ratio than Gen II and III. 

However, those results were different from the actual trend.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the analysis based on the DATA-FREE-BOX data was different 

from the trend of the survival analysis conducted with the real data. The trend of this analysis could be different from the real trend. It will be able to con-

tribute to data-validation. Moreover, it is expected that the same methodology can be applied in clinical studies based on actual data by utilizing the 

technique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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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서 폐암을 치료하려면 어떤 약물을 처방할지, 예방하기 위해서

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폐암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의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폐암 환자의 전자의무기

록 데이터(Electronic Medical Record, EMR)는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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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가공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데이터가 적재되는 속

도에도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

제 데이터인 EMR을 대신하는 실제 데이터를 모방한 합성 데이터(syn-

thetic data)를 이용하여 분석 및 예측모형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 고찰이 필요하다. 

실제로 의료 데이터는 환자의 신상, 질병, 보험 정보 등 다양한 민감 

정보를 담고 있어 활용이 쉽지 않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활용 기관과 사유 등

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규제가 산재해 있어 현실적인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적은 양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합성 데이터’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

르고 있다. 합성 데이터는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형이 존

재한다고 가정하고, 통계적 방법이나 기계학습 방법 등을 이용해 추정

된 모형에서 새롭게 생성한 모의 데이터(simulated data)를 말한다. 개인

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민감한 정보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중 하나이다. 가령, 원본의 Electronic Health Records (EHR) 데이터셋

에서 각 변수들의 공통 분포에 유사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AI 모

델을 개발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시

도가 진행되고 있으며[2], 미국 George Mason 대학 연구팀은 오픈소스

로 공개된 합성 데이터 생성기 Synthea에서 생성한 메사추세츠 환자 

코호트를 대상으로 임상적 중요성이 높은 대장암 검진, 만성 폐쇄성 

질환 30일 사망률, 고관절 및 무릎 교체 후 합병증 발생률, 고혈압 관리 

등 4가지에 대한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3]. 또한, 스위스 제약회사 Roche는 데이터 익명화 전

문회사 Statice와 함께 오픈소스로 공개된 Harvard Dataverse 데이터셋

을 활용해 임상시험 데이터에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

하여 합성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합성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폐암 환자의 항암

제 세대별 생존분석에 대한 임상적 연구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합성 데이터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CONNECT의 DATA-

FREE-BOX 로부터 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암 라이브러리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합성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4]. 구체적인 연구목

적은 다음과 같다.

•  합성 데이터의 생존분석 결과가 기존 임상적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다.

•  합성 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 연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연구 방법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CONNECT DATA-FREE-BOX의 화순전남대학교병

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암 환자의 합성데이터를 사용하여 변수를 

추출 및 변형하여 항암제 세대에 따른 생존 분석을 수행하는 기법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Figure 1).

Figure 1. Overview of ana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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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CONNECT에서 제공하는 DATA 

FREE BOX 서비스의 합성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셋은 국립암센터와 가

천대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세암병원, 아주대병원, 대구가톨

릭대학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총 8개의 기관

의 진료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합

성 폐암 데이터를 이용하였다(Table 1).

해당 테이블 정보에서 필요에 따라 변수의 추출 및 변형을 진행하였

다. 환자의 생존기간은 사망일자와 암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추정하였

으며, 나이의 군집은 65세를 기준으로 계층화하였다. 흡연여부의 경우, 

현재와 과거 모두 흡연한 적이 없으면 1 (비흡연자), 과거 흡연한 적이 

있으나 현재 흡연하지 않는다면 2 (금연자), 과거 피우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흡연하기 시작한 경우는 3 (흡연 입문자), 과거에도 흡연하였고 현

재에도 흡연 중이라면 4 (흡연자)로 계층화하였다. 그리고 암 세포의 

종류에 따라 Non-Small Lung Cancer (NSCLC)와 Small Lung Cancer 

(SCLC)로 분류하였는데, 암 세포의 종류가 ‘carcinoid’류이면 SCLC로, 

‘carcinoma’류이면 NSCLC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학습에 활용된 

변수는 ‘gen’, ‘survival period’, ‘event’, ‘treat purpose’, ‘sex’, ‘age’, ‘job’, 

‘smoking status’, ‘LCC type’, ‘LCC pattern’, ‘LCC differentiation’, ‘LCC 

size’, ‘T descriptor’, ‘N descriptor’, ‘M descriptor’, ‘stage’ 이며, 그 값들은 

Table 2에 기술하였다.

항암제 분류

분석을 위해서 폐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들을 작용기전에 따라 

1, 2, 3세대로 나누었다. CONNECT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에는 

항암제 이름과 코드는 존재하나, 세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항암제를 세대별로 분류하기 위해 항암 메커니즘을 조사하였으며 

화학적 항암작용/표적 항암작용/면역 항암작용으로 구분하였다. 화학

적 항암작용을 하는 항암제를 1세대 항암제로 정의하고, 표적 항암작

용을 하는 항암제를 2세대 항암제로, 면역 항암작용을 하는 항암제를 

3세대 항암제로 정의하였다(Table 3). 본 연구에서는 1세대 항암제를 

이용한 그룹(Gen I)과 2세대 항암제를 이용한 그룹(Gen II), 3세대 항

암제를 이용한 그룹(Gen III)으로 표기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임상환경에서 폐암 환자에게 어떤 항암제를 투여해

야 그들의 예후가 개선되는지에 대해 많은 통찰을 주었다[5-10].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처럼 본 데이터셋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지 관찰하였다.

항암제 세대-암 병기별 생존 시간 히스토그램

본 데이터셋에 적재된 폐암 환자 중 항암제 세대와 암 병기에 따라 

히스토그램을 관찰하였다. 항암제 세대는 Table 2에서 분류한 것을 

기준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지고, 암 병기는 1기, 2기, 3기, 4

기로 나눌 수 있다. 총 12개의 subplot으로 각 경우에 해당하는 사망 

환자들의 생존 시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몇 명이 분포하는지 관찰하

였다.

Table 1. Extracting clinical features

Table name Features

LUNG_DEAD_NFRM Expire date, expire cause
LUNG_DG_NFRM KCD code
LUNG_PT_BSNF First diagnosis date, sex, age when first diagnosis
LUNG_PT_HLNF Job, smoking habit (current), smoking habit (past)
LUNG_PTH_SRGC Lung cancer cell size, lung cancer cell type, lung 

cancer cell differentiation, stage, T descriptor,  
N descriptor, M descriptor

LUNG_TRTM_CASB Drug name, purpose of using drug

Table 2. The meaning of values in variables 

Name of variables Description[Value]

Gen [1, 2, 3, ETC]
Survival period -
Event ‘1’: the patients were expired, ‘0’: the patients were 

alive.
Treat purpose This means the purpose of the drug therapy.

[Palliative, Neo-adjuvant, Adjuvant, ETC]
Sex [M, F]
Age -
Job -
Smoking status The smoking status is divided as the smoking habit 

of patients.
[Current smoking, Halt smoking, No smoking].

LCC type This indicates what the kind of lung cancer is.
[NSCLC, SCLC, unidentified]

LCC pattern This indicates the growth type of lung cancer.
[papillary growth pattern, solid growth pattern, 

non-keratinizing, ...]
LCC differentiation This indicates the differentiation of lung cancer cell.

[G1, G2, G3, G4, Not applicable]
LCC size -
T descriptor This indicates the grade is decided by the tumor 

size.
[0, 1, 1a, 1b, 1c, 2, 2a, 2b, 3, 4, 4a, is, mi, 9 (unknown)]

N descriptor This indicates the grade is decided by the number 
of nearby lymph nodes have cancer.

[0, 1, 1a, 1b, 2, 3, 9 (unknown)]
M descriptor This indicates the metastasis.

[0, 1, 1a, 1b, 9 (unknown)]
Stage This means the stage of lung cancer. It is decided by 

TNM descriptor and as the guideline of AJCC 8th.
[-1 (unknown), 0 (unidentified by AJCC 6th), 1, 2, 3, 4]

LCC, lung cance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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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까지 생존한 환자의 수이다. 이 분석법은 생존기간의 분포가 비모

수적이어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중도절단된 데이터도 고려

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편향도 고려할 수 있다. 

세 그룹 간의 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기 위해 로그순

위 검정(log-rank test)을 통해 유의확률 p를 계산하였다. 귀무가설 H0

과 대립가설 H1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때의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하여 유의확률 p가 이보다 작을 때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표현한다. 

콕스(Cox) 비례위험 모형 

콕스 비례위험 모형은 생존 시간과 하나 이상의 예측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회귀 모형이다.  

변수의 수가 개 존재할 때, 각 변수는 더미 변수 로 표현(one-hot  

encoding)되었고, 변수마다 상관계수 가 있다. 이때의 위험함수 

이다. 만약 더미 변수 가 모두 0이라면 

위험함수는 가 되고 이를 baseline hazard라고 한다. Base-

line hazard를 이용하여 다른 그룹에 대한 상대적인 위해비율을 구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이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먼저 각 코호트에서 공변량들에 대해 위험률

이 비례성을 띄는지 살펴보아야 한다[11]. 이것을 비례성 위험 가정이

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족하는지 안하는지 판별하기 위해 log-log sur-

vival plot과 Schoenfeld residuals plot 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비교군

(Gen II 또는 Gen III)과 대조군(Gen I)의 log-log survival plot만을 살펴

보았다. Log-log survival plot에서는 누적생존율에 대해 

를 취한 뒤 log(t)에 대하여 그 분포를 그려서 두 직선이 평행관계에 놓

여 있으면 비례성 가정이 성립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Python 라이브러리인 lifelines에서 클래스 KaplanMeierFitter()에 

있는 메서드 plot_loglogs()를 통해 두 직선의 평행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변수들에 대해 전처리가 필요하다. 일부 변수는 범주형 변수

여서 바로 더미 변수화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연속적인 값을 가지

는 일부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변환한 뒤 더미 변수로 만들어 사용하

였다. 예를 들어 진단 시 환자의 나이는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었고, 암 세포크기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

상과 미만으로 나누었다.

변수들의 값에 따라 나눈 하위그룹을 다시 1세대와 3세대로 나누어 

변수에 따른 생존율 산포도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변수는 Table 1의 기준으로 선정하였

고,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와 다변수 범주형 변수도 존재하

였다. 이 중 다변수 범주형 변수의 값에 따라 생존율을 계산하고, 생존 

시간에 따라 산포도로 나타냈다. 생존율 계산은 Python의 라이브러리

인 lifelines에 lifelines.KaplanMeierFitter().survival_function_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분석

생존분석은 대표적으로 생존율을 관찰할 수 있는 Kaplan-Meier 

analysis와 그 통계적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는 log-rank test가 있다. 

이를 이용하여 특정 집단에 속하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항암제 세대별로 위해비율(hazard ratio, HR)을 관찰하여 

두 군 사이의 생존에 대한 우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비교 분석을 

통해 어떤 집단이 생존에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더 나아

가 집단이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에 따라 생존에 좀 더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카플란 마이어 생존 분석은 생존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에

서 생존 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모수 통계 방법이다. 생존기

간에 따라 누적생존율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누적한계추정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생존기간 t에서 i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때 Kaplan-Meier 

분석법의 누적생존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는 사건 번째 사건 이래로 i번째 사건까지 발생한 사망자의 수

로, 이들은 모두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다. 는 번째 

Table 3. Drugs are defined as generation that has their own mechanism

Generation List of drugs from raw data (counts)

I Cisplatin (2,519), gemcitabine hcl (1,676), etoposide (1,623), 
pemetrexed disodium heptahydrate (1,047), paclitaxel (603), 
carboplatin (490), docetaxel (453), pemetrexed disodium 
(253), palclitaxel (250), belotecan inj (242), vinorelbine (90), 
irinotecan hcl (64), topotecan hydrochloride (57), irinotecan 
(54), topotecan (30), gemcitabine (19), topotecan hcl (12), 
trametinib dimethyl sulfoxide (7), vincristine sulfate (2)

II Gefitinib (435), erlotinib (388), crizotinib (116), osimertinib 
mesylate (110), afatinib (91), alectinib hcl (55)

III Nivolumab (295), pembrolizumab (123), atezolizumab (79), 
durvalumab (24)

Etc Sodium levofolinate (27), agiocur pregranule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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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를 조사하였다. 1세대와 3세대의 사망자 수와 전체인원 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1세대 군을 baseline hazard로 설정하여 3세대 군의 

위해비율을 산출하였고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도 함께 

나타냈다. 이것을 시각화할 때 x축을 로그 스케일(log-scale)로 표현하

였다. HR과 95% CI는 1을 포함하지 않을 때 두 그룹 중 하나가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정할 수 있어, 이러한 분석법은 생존에 대한 우위비교를 

해석하기 쉽게 해준다. 이때의 우위비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

기 위해 유의수준 0.05로 설정하여 유의확률이 이보다 작을 경우 귀무

가설을 기각하여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 때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을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1세대와 3세대의 누적생존율이 전체 기간 중 총 변화량의 

1/2만큼 감소하였을 때의 누적생존율 과 그때의 생존기간 t를 함

께 표시하였다. 과 t는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를 통해 산

출한다. 본래 생존기간을 표현할 때 주로 누적생존율의 중앙값을 이용

하여 이와 함께 사분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를 함께 나타낸다. 그

러나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항암제 세 그룹 모두 관찰기간 중에 

누적생존율이 0.5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누적생존율의 중

앙값을 활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누적생존율의 총 변화량의 중앙값

( )과 이때의 생존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성향 점수 매칭

무작위화는 코호트 연구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무작위

성이 보장될 때 항암제 세대별에 의한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편향없이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변량들의 관계에 따라 생

존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12]. 

그러나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기에 무작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

라서 무작위화에 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성향 점수를 이용하여 매

칭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성향 점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

용하여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암제 세대라는 공변량을 one-

hot encoding을 통해 이진화(binarization)한 것을 종속변수 Y로, 다른 

공변량들을 독립변수 X로 설정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각 세대에 

대한 추정 확률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독립변수를 설정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공변량 X-Y 간의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종

속성이 있는 경우는 독립변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선별된 공변량 간

의 추정 확률을 통해 각 비교 군과 대조 군에서 비슷한 추정 확률을 

가진 대상끼리 1:N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각 군의 추정 확률의 차이는 

마치 거리처럼 표현되는데 이 거리를 이용하여 stratified matching, 

nearest neighbor matching, radius matching 등 여러 matching 방법을 

사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 =1로 설정하였고 K-nearest 

neighbors matching을 이용하여 대응하였다. 이 작업은 Python에서 

psmpy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13,14].

본 연구에서는 두 코호트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각 코호트

마다 매칭 과정에서 사용한 변수는 상이하였다. ‘1세대 대 2세대’ 코호

트는 Age, Smoking status, LCC type, LCC size, T descriptor, N descrip-

tor, Stage 변수를, ‘1세대 대 3세대’ 코호트는 Age, LCC type, LCC size, 

N descriptor, M descriptor, Stage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 데이터

본 연구는 CONNECT DATA-FREE-BOX의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폐암 환자 11,978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방을 

받은 약물이 폐암 치료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닌 환자 771명을 제외하

였으며, ‘survival period’가 음수로 나온 환자와 같이 비정상 데이터를 

분류하여 817명을 제외하여 10,390명의 환자 데이터를 확보하였다(1세

대: 8,818명, 2세대: 1,125명, 3세대: 447명) (Figure 2).

사망자 분포: 항암제 세대 및 암 병기별 분석

폐암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생존기간을 항암제 세대와 암 병기별

로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합성 데이터의 이슈로 생존 기간이 음수로 

나오는 데이터도 존재하였다. 이번에는 각 병기-세대별 사망자의 수를 

관찰하기 위해,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암 병기를 1기부터 4기까지 순서

대로 나열하면 1세대가 705건(63.3%)/217건(19.5%)/174건(15.6%)/18건

(1.6%)이었고, 2세대가 78건(68.4%)/11건(9.6%)/19건(16.7%)/6건(5.3%)이었

으며, 3세대가 98건(71.5%)/16건(11.7%)/19건(13.9%)/4건(2.9%)이었다. 암 

병기가 4기에 가깝거나 3세대 항암제로 갈수록 해당 하위그룹의 샘플 

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서 암 병기 1-2기인 환자를 전기 암

환자로 정의하고 3-4기인 환자를 후기 암환자로 정의하면, 전∙후기 암

환자의 수 비율을 비교했을 때 1세대는 82.8% vs 17.2%이고 2세대는 

78.0% vs. 22.0%이고 3세대는 83.2% vs. 16.8%이었다. 여기서 3세대 항암

제는 실제 임상에서 platinum-based chemotherapy가 실패했을 때 3B

기 환자들에게 처방된다[15]. 즉, 주로 후기 폐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경

향이 있다. 그런데 본 데이터셋에서는 3세대 항암제 그룹임에도 불구

하고 전기(1-2기)인 환자들이 후기인 환자들보다 더 많이 분포하였다. 

최근에는 3세대 항암제도 1-3기인 초기 NSCLC 환자에게도 폭넓게 적

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입증하지 못한 것이 많다. 따라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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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NSCLC 환자에게도 면역항암제를 처방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

닐 것이다. 그래서 본 데이터셋이 현실 데이터셋과 다른 경향성을 가지

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Figure 3).

생존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향 점수 매칭을 적용하여 ‘1세대 대 2세대’ 코호트

와 ‘1세대 대 3세대’ 코호트로 구분하였다. ‘1세대 대 2세대’ 코호트는  

1세대와 2세대의 비교를 진행하였고 이 때 성향 점수 매칭을 위해 사용

된 변수는 Sex, Age, Smoking status, LCC type, LCC size, T descriptor, 

N descriptor, Stage이다. ‘1세대 대 3세대’ 코호트는 1세대와 3세대와의 

비교를 진행하였고 성향 점수 매칭에 사용된 변수는 Sex, Age, LCC 

type, LCC size, N descriptor, M descriptor, Stage이다.

병기 3기인 환자의 생존율이 1기, 2기, 4기에 비해 천천히 떨어졌다. 

병기 4기인 환자는 샘플 수가 다른 병기의 환자보다 적어서 다른 병기 

군과의 비교가 어려웠다. 병기는 폐암 환자의 생존율이 감소하는 정도

를 보여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16] (Figure 4A).

N descriptor가 N3에 가까울수록 5년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려

는 경향이 있고, 이는 N descriptor가 환자들의 생존시간에 영향을 끼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그러나 본 데이터셋에서는 N descriptor에 

따라 생존곡선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와 같이 높은 N de-

scriptor 환자 군이 낮은 군보다 생존곡선이 빨리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

지 않았다(Figure 4B). Smoking status는 현재 및 과거 흡연 여부 정보

를 이용해 정의한 것으로, 실제 데이터에서는 현재 흡연 습관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18]. 흡연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본 데이터셋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따르지 않았

다(Figure 4C).

두 코호트 연구에 대하여 각각 Kaplan-Meier estimation을 적용하여 

생존분석을 진행하였다. 1세대 대 2세대를 비교했을 때, 5년 생존율이 

1세대가 2세대보다 높았다. 이 결과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그리고 1세대와 3세대를 비교했을 때에도 결과는 비슷하였다. 

이 때의 5년 생존율은 1세대가 3세대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Figure 5). 

두 코호트를 하위그룹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비교하는 메타분석을 

하였다. ‘1세대 대 2세대’ 코호트에서 위해비율을 활용해 1세대와 2세

대 간의 생존에 대한 우위 비교를 진행하였다. 변수 18개로 만든 하위

그룹 중 5개 하위그룹에서 1세대가 2세대보다 유리하였다.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Figure 6A). 마찬가지로 ‘1세대 대 3세대’ 코

Figure 2. The patients were selected by usable condition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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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11개의 하위그룹 중 7개에서 

1세대가 3세대보다 생존에 유리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이다(Figure 6B). 

고 찰

본 연구는 폐암 환자의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진행하

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가 실제 임상데이터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지

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고자 하였다. 실제 암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오랜 기간 동안 적재 및 보관하고, 이를 열람하려

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윤리적인 연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절

차들은 환자의 정보보호와 안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연구에 있어서 많

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수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이런 실제 데이

터와 비슷한 경향성을 가진 합성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예측모형 등을 

제작할 때 비용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복잡한 절

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에 대한 소요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합성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합성 데이터가 실

제 데이터의 경향을 참고하고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본 데이터셋을 

통해 볼 수 있는 분석 결과는 현실적인 데이터 바탕의 분석 결과와 많

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N descriptor는 그 값에 따라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CONNECT에서 제공

되고 있는 합성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합성데이터가 아직은 임상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

다. 기존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된 암 병기 정보 혹은 흡연 여부

에 따른 생존분석 패턴[16,19,20]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좀 더 실제 임상 데이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에 

Figure 3. Distribution of dead patients each generation-stage. If patients whose survival period is lower than 0, display as gray-area (x-axis: survival period, 
y-axis: the number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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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urvival curve of lung cancer patients at CONNECT (x-axis : survival period [year], y-axis : overal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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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 the Cohort ‘Gen I VS III’, Overall survival (OS) was plotted using Kaplan-Meier analysis. P-value was estimated by log-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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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ploratory subgroup analysis of factors in the Cohort (A) ‘Gen I vs. II’, (B) ‘Gen I vs.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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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교 근거를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의 도입이 필

요하다. 예를 들면, Kaplan-Meier curve는 누적생존율의 형태로 표현되

기 때문에 exponential function의 형태로 근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y =λe−bx의 꼴로 나

타낼 수 있는데, 합성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

여 얻은 λ, b, c값과 합성 데이터로 분석한 λ, b, c값의 차이를 비교하면 

합성 데이터의 품질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데이터 표준화 또

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데이터셋의 TNM 병기 데이터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의 staging guideline의 버

전[16,19,21]에 따라 표기를 변환하는 과정이 수반되었으며 이로 인하

여 합성을 통해 얻을 수 있을 정보가 손실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된

다. 셋째, 모두가 수용 가능한 임상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상

전문의들과의 협의 및 합의 기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22]. 마

지막으로 사건발생 수나 샘플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합성 데이터는 그 기초가 되는 원천 데이터의 경향을 모방하

여 원천 데이터의 값에 근사하게 제작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변수 간 

상관성 등이 원천 데이터의 성질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3,23]. 그

러므로 합성 데이터는 그 원천 데이터가 여러 곳에 유래될수록 일반적

인 경향성을 내포할 수 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합성 데이터의 모체

인 원천 데이터의 변수들의 분포 및 상관관계 등 데이터의 경향성에 

대해 임상에서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지 질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하고, 합성 데이터의 경향이 원천 데이터의 이러한 경향과 얼

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던 데이터셋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합성 폐암 데이

터셋만이 존재하였고, 이것의 원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기에 본 합

성 데이터셋의 질적인 검토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다. 그래서 본 데이

터셋의 경향성만으로 임상현장에서의 실제 경향성을 대표한다고 하기

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합성 데이터로 임상 실제 데이터의 

경향성을 비슷하게 모방하는지 관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

에서는 데이터셋의 유래를 다양하게 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두 가지 개선사항

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첫째, 추가적으로 합성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통계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고려

하여 결과를 재해석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통계적 차이

뿐만 아니라 임상적 중요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각적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이 존재하였다[24,25]. 이러한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자면, 95% 신뢰구간의 한계선까지 임상적 의미의 기

준 값을 넘어갈 때 비로소 어떤 세대의 항암제보다 좋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임상적 중요도라는 개념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많은 임상전문의들

과 논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특정 하위그룹에서 샘플의 수가 

지나치게 적었다. Cox 회귀 모형은 준모수적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너무 적은 데이터로는 통계적 유의미함과 상관없이 결

과를 해석하기 힘들다고 사료되었다. Cox regression analysis에서 보편

적으로 변수당 사건발생 수(events per variable, EPV)는 최소 10건으로 

설정하지만, 사실 EPV의 최소한계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알아내

야 하고, 일반적으로 20건이 넘을 때 회귀계수의 편향을 제거할 수 있

다고 하였다[26]. 따라서 EPV를 고려하여 데이터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암 환자의 생존분석 연구를 통해 합성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합성 데이터를 통해 간소한 절차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

었지만 실제 데이터의 대안으로 그 유용성을 평가하기에는 많은 보완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차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다면 향후 합성 데이터 생

성 및 그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의 기준을 마련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시도들이 궁극적으로는 실제 임상 데이터 

활용의 파일럿 연구로의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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