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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급성신손상 (Acute Kidney Injury)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저하되는 상태
 사망률, 질병률, 입원 기간 및 의료비의 증가와 긴밀히 관련됨
 발병 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시기의 예방 치료가
매우 중요함



AKI는 높은 사망률과 연관되어 있고, AKI가 발생한 암환자의 치료는

혈액종양내과 및 신장내과 의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를 통해 다음 2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불규칙적으로 측정된 다양한 유형의 암 환자 의료 데이터로부터 급성신손상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신기능과 암, 환자의 예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Cancer

Demographics
(Age, Sex…)

Baseline
renal function

Past medical history

Contrast CT

Medication

AKI

연구대상
연구 대상


2004.1.1 ~ 2013.12.31까지 10년 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암환자로 진단받아 중증등록을 한 환자 10만명을 대상



암 환자는 조직검사 혹은 세포학적 검사를 통해 ‘C’로 시작하는 진단 code를 가진 환자로 정의 후 분류



성인과 소아의 신기능 정도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고, 암 분포와 각 암종의 예후, 치료 방법 등이 다르므로 성인과 소아를 구
분하여 분석 진행

연구자료
수집한 데이터 항목


인구학적 정보 및 신체계측: 연령, 성별, 신장, 체중, 생년월일



과거병력: 과거질환력(고혈압/당뇨/심부전/신부전/투석), 사회력(흡연력, 알코올에 관한 병력)



신기능에 관련한 정보: 암 진단 당시의 creatinine (eGFR 검사기록), Urinalaysis, 24시간 urine creatinine
clearance, proteinuria, microalbuminuria, Serum Albumin, Hemoglobin, Uric acid, E’, Ca/P, Blood
urea nitrogen(BUN), 암 진단 당시의 혈압기록, 체중변화



암 진단 및 치료에 관련된 정보: 암 종류, 진단날짜, 병기, 암 진단 후 치료력(수술 여부, 항암치료 여부, 항암제 종류, 항
암제 사용 기간)



암 진단 후 신기능 및 신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암 진단 이후 시행한 모든 creatinine 및 검사 날짜, 조영제

사용력, 사용한 약제


임상 결과 확인을 위한 정보: 사망자료, 신대체요법의 시행 여부

연구방법
AKI 예측
 기존 예측 방법
 짧은 입원 기간 동안 집중치료실과 같은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지 못함

 본 연구의 목표
 입원 치료가 아닌 보다 일반적인 외래 치료 환경을 가정
 불규칙적으로 측정된 다양한 유형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AKI 예측 모델을 제안

AKI 위험인자 분석


Baseline characteristics 를 통해 AKI 발생 여부에 따른 위험인자의 차이를 확인



AKI 발생 유무를 target 변수로 정의하고 generalized linear models 를 수행



사망에 대한 위험도는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를 통해 분석

연구방법


Initial sCr의 정의: first measured sCr within 2 months before and after KCCR registration date



Baseline sCr의 정의 : the minimum value of sCr from the current time to the previous 3 weeks by

shifting the reference point every 3 weeks based on the KCCR registration date.


AKI의 정의

1) an absolute increase in sCr 0.3mg/dL from the initial or baseline sCr
2) a percentage increase in sCr of ≥50% (1.5-fold from initial or baseline sCr)

연구방법


Cancer staging
•

There is no cancer stage data based on the AJCC in the KCCR.

•

Those who received both surgery and chemotherapy, those who received only surgery, those
who treated only chemotherapy, and those who did not receive both surgery and chemotherapy.



Variables: Age, sex, hypertension, diabetes, body mass index, mean arterial pressure, classifications
of cance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count of contrast computed tomography(CT),
clinical trial, surgery and chemotherapy.

Predicting Acute Kidney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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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Description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암환자로 진단받아 중증등록을 한 91,970명의 환
자들로부터 측정된 다양한 유형의 비 시계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됨

 비 시계열 데이터

.

 비 시계열 데이터에서 한 환자는 하나의 엔트리만을 가지고, 데이터셋 전체는 총 91,970개의 엔트리로 구성됨
 다음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총 89개의 변수들로 구성됨

 날짜 유형 변수: 생일, 등록일, 투석일, 최종 방문일 등
 이진 변수: 성별, 비만 여부, 결핵 감염 여부, 만성간질환 여부 등
 수치형 변수: 나이, 몸무게, 키, 수축/이완기 혈압, 직업, 헤모글로빈 수치, 단백질 수치, 나트륨 수치, 중성지

방 수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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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Description
 시계열 데이터: 한 환자가 여러 개의 엔트리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엔트리도 갖지 않을 수도 있음
• 크레아티닌 측정 기록: 환자별 크레아티닌 측정값과 측정 일시로 구성. 총 2,172,843개 엔트리.
• CT 촬영 기록: 환자별 CT 촬영 날짜, 촬영 코드 및 촬영 부위 등으로 구성. 총 615,671개 엔트리.

• 정맥주사 항암제 처방 기록: 환자별 정맥주사
항암제의 처방일, 처방 기간, 약제 코드, 약제명, 단위 등으로 구성.
.
1,303,864개의 엔트리.
• 경구용 항암제 처방 기록: 데이터는 환자별 경구용 항암제의 처방일, 복용 기간, 약제 코드, 약제명 등으로 구성.

141,320개 엔트리.
• 신독성 약제 처방 기록: 환자별로 처방된 신독성을 지닌 약제의 복용 기간(시작일, 종료일), 약제의 양과 단위, 약
제 코드 등으로 구성. 17,978개 엔트리. 약제의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 신독성 약제는 (1) 이뇨제 그룹과 (2) ACE

억제제 및 ARB 그룹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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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Data Preprocessing
 주어진 데이터를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가능하게 하고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처리함
1. 초기 사구체여과율 예측치가 15보다 작은 경우는 입원 시점에 이미 투석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에 해당하므로 제외
2. 결측값을 허용하지 않는 예측 모델이 사용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결측값 대체(imputation)를 수행함. 또한 결측
.
값 대체로 인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결측값이
40% 이상인 변수들은 제외함.

3. 직업, 수입, 학력 등의 급성신손상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제외
4.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여부, 지속적 신대체요법 여부, 신장 이식 여부 등과 같이 급성신손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변수들을 제외

5. 다른 변수들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정보를 지닌 변수들은 제외
6. 앞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남아있는 변수들 가운데 결측값이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각 변수의 최빈값으로 결
측값을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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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Creating Feature Vectors and Target Values
 전처리된 데이터로부터 특징 벡터와 목적값의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생성하여 예측 모델을 학습시킴
 특징 벡터는 크레아티닌 측정값 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생성되며 비 시계열 부분과 시계열 부분으로 구성됨

 특징 벡터: 비 시계열 부분
• 전처리된 데이터셋의 모든 비 시계열 변수들이 특징 벡터의 비 시계열 부분을 구성
 특징 벡터: 시계열 부분

.

• 시계열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특징 벡터의 시계열 부분에 담기 위하여 윈도우 기반의 방법을 사용
 윈도우 예시: [-7×24, -1×24)는 일주일 전(포함)부터 하루 전(불포함)까지를 나타내는 윈도우
• 특징 벡터의 각 시계열 변수마다 별도의 윈도우들을 정의하고 각 윈도우에 포함되는 측정값들의 통계치나 요약값

을 계산하여 특징 벡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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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Creating Feature Vectors and Target Values
 시계열 부분 특징 벡터 생성

• 현 시점에서의 크레아티닌 측정값
• 지난 크레아티닌 측정값들의 통계
 [-180×24, -30×24), [-30×24, 0)의 두 개 윈도우를 사용

 각 윈도우마다 지난 크레아티닌 측정값들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변화량(최대값 – 최소값)을
.
계산하고, 인접한 윈도우에서의 변화량 간의 차이 또한 시계열 변수로 사용
• 지난 contrast CT 촬영 횟수

 [-45×24, -15×24), [-15×24, 0) 두 개의 윈도우를 사용하여 각 윈도우마다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CT
촬영 횟수를 포함
• 정맥주사 항암제 투약 횟수

 [-45×24, -15×24), [-15×24, 0) 두 개의 윈도우를 사용. 항암제를 신독성이 있는 약제/없는 약제/신
독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약제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마다 각 윈도우 기간 동안의 투약 횟수를 계산하
여 총 6개의 변수를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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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Creating Feature Vectors and Target Values
 시계열 부분 특징 벡터 생성 (cont.)
 경구용 항암제 투약 횟수

 [-7×24, 0) 한 개 윈도우를 사용. 항암제를 신독성이 있는 약제/없는 약제/신독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약제
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마다 윈도우 기간 동안의 투약 횟수를 계산하여 총 3개의 변수를 생성함.
 항암제가 아닌 신독성 약제 투약 횟수

.

 [-7×24, 0) 한 개 윈도우를 사용. 약제를 이뇨제 그룹과 ACE 억제제 및 ARB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마다
윈도우 기간 동안에 투약된 횟수를 계산하여 총 2개의 변수를 생성함.
 목적값 생성

 목적값을 위한 별도의 윈도우(목적 윈도우)를 하나 정의하고 여기 포함되는 크레아티닌 측정값들 중 최대값을 목
표값으로 사용함. 본 연구에서는 [1, 30×24)를 목적 윈도우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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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Creating Feature Vectors and Target Values
 후처리
 압축: 특징 벡터 각 변수마다 변수값의 2%와 98%를 하한값과 상한값으로 사용

 정규화: 각 변수별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어주는 z-점수 정규화 수행
.

그림 1. 윈도우 기반의 데이터 생성.
20

Method: Predicting Acute Kidney Injury
 급성신손상 예측
 특징 벡터와 목적값을 이용하여 회귀 모델을 학습시킴

 본 연구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선형 모델들과 비선형 모델들을 사용해보고 성능을 비교함
 회귀 모델을 통해 [1, 30x24) 윈도우에서 발생 가능한 크레아티닌의 최대값을 예측함
.
 예측된 크레아티닌 값으로부터 AKI 발생 여부와
AKI의 stage를 예측함

 크레아티닌 역수값 사용
 크레아티닌 값과 신장 기능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

 크레아티닌 측정치의 역수값을 사용할 경우 목적값을 특징 벡터 변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하기가 용이해져 회
귀 모델들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특징 벡터의 시계열 부분과 목적값에 크레아티닌 측정값들이 사용되는데, 제안 기법은 크레아티닌 측정치의 역수

값을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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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Models
 실험 목표

1) 제안 기법은 크레아티닌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
2) 제안 기법은 급성신손상의 발병 여부와 단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나?
 회귀(regression) 모델

• 선형 회귀 모델

.

 linear regression (LIN)
 ridge regression (RID)

 lasso (LAS)
 least-angle regression (LAR)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 비선형 회귀 모델
 random forest (RAF)
 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s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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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 Analysis for
Acute Kidney Injury
in Adult Cancer Patients

Number of Occurrences of AKI


Total 68,002 patients were included and mean follow-up duration was 48.5±40.3 months.



AKI occurred in 23,000 (33.8%) of cancer patients during the follow-up period.



Median time to first AKI was 106 days (interquartile range 25-475 days) and more than half of patients
(n=11,724, 50.9%) experienced two or more AKI events.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AKI
Variables
Sex (reference. female)
Age at diagnosis
Comorbidities
HTN
DM
Current smoker
BMI
MBP
Cancer
Thyroid cancer
Breast cancer
Skin cancer and melanoma
Gastrointestinal tract cancer
Head and neck cancer
Metastasis of unknown origin
Respiratory cancer
Male genitourinary cancer
Female genitourinary cancer
Genitourinary cancer
Central nervous system
Soft tissue
Bone and joint
Mesothelioma

multivariate analysis*
OR (95% CI)
P
1.404 (1.309-1.506)
<0.001
1.009 (1.006-1.011)
<0.001
1.361 (1.282-1.445)
1.346 (1.249-1.450)
1.099 (1.026-1.177)
0.985 (0.977-0.994)
1.005 (1.002-1.007)
reference
0.589 (0.492-0.705)
2.174 (1.628-2.903)
1.697 (1.444-1.994)
2.469 (1.879-3.244)
2.721 (1.802-4.110)
2.153 (1.812-2.559)
2.775 (2.289-3.364)
2.888 (2.302-3.623)
6.793 (5.702-8.094)
3.722 (3.010-4.602)
3.183 (2.464-4.112)
3.570 (2.562-4.975)
3.758 (1.411-10.003)

<0.001
<0.001
0.007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8

Variables
eGFR at diagnosis
≥90 mL/min/1.73m2
89-60 mL/min/1.73m2
59-45 mL/min/1.73m2
45-30 mL/min/1.73m2
30-15 mL/min/1.73m2
Laboratory data
Creatinine at diagnosis
Albumin
Bilirubin
Uric acid
Hemoglobin
Total cholesterol
CT count
0~1/year
2~3/year
≥4/year
Clinical trial
Cancer treatment
Surgery Yes, chemo No
Surgery Yes, chemo Yes
Surgery No, chemo Yes
Surgery No, chemo No

multivariate analysis*
OR (95% CI)

P

reference
0.806 (0.759-0.856)
1.264 (1.134-1.401)
2.582 (2.095-3.183)
9.524 (6.009-15.096)

<0.001
<0.001
<0.001
<0.001

0.464 (0.433-0.496)
1.071 (1.052-1.089)
1.048 (1.028-1.070)
0.943 (0.927-0.958)
1.000 (1.000-1.001)

<0.001
<0.001
<0.001
<0.001
0.435

reference
1.042 (1.308-1.503)
1.602 (!.500-1.710)
1.522 (1.386-1.897)

<0.001
<0.001
<0.001

reference
2.092 (1.961-2.232)
2.526 (2.329-2.750)
0.782 (0.706-0.866)

<0.001
<0.001
<0.001

Kaplan-meier Curve in Cancer Patients

Survival Analysis According to AKI
Univariate analysis
HR (95% CI)
P

Multivariate analysis
HR (95% CI)
P

Overall cancera
(except HCC, hematologic malignancy)
No AKI
AKI 1-2/year
AKI ≥3/year

1.00 (reference)
3.354 (3.249-3.464)
3.107 (2.960-3.261)

No AKI
AKI 1-2/year
AKI ≥3/year

1.00 (reference)
2.168 (2.034-2.311)
1.499 (1.426-1.704)

No AKI
AKI 1-2/year
AKI ≥3/year

1.00 (reference)
4.545 (3.934-5.252)
4.520 (3.830-5.335)

<0.001
<0.001

1.00 (reference)
1.584 (1.519-1.653)
1.617 (1.517-1.723)

<0.001
<0.001

<0.001
<0.001

1.00 (reference)
1.710 (1.578-1.853)
1.933 (1.719-2.175)

<0.001
<0.001

<0.001
<0.001

1.00 (reference)
2.329 (1.914-2.833)
2.262 (1.826-2.802)

<0.001
<0.001

Hepatocellular carcinomab

Hematologic malignancyc

aAdjusted

for sex, age, HTN, DM, smoking, BMI, mean arterial pressure, cancer, eGFR at diagnosis, albumin, bilirubin, uric acid, hemoglobin, total cholesterol, CT count,
clinical trial, cancer treatment, and AKI
bAdjusted age, sex, HTN, DM, smoking, BMI, mean arterial pressure, eGFR at diagnosis, albumin, bilirubin, uric acid, hemoglobin, CT count, cancer treatment, AKI.
cAdjusted sex, age, HTN, DM, smoking, BMI, mean arterial pressure, eGFR at diagnosis, albumin, bilirubin, uric acid, hemoglobin, CT count, chemotherapy, AKI.

Risk Factor Analysis for
Acute Kidney Injury
in Pediatric Patients

Results of Pediatric Patients
 Total 1,657 patients, Median age: 8 years (IQR: 2 - 13 years)
 Death: 18.9%, Chemotherapy: 60%
 Acute kidney injury: 51.9% (severe acute kidney injury: 30.5%)
• Median time: 21.5 days (IQR: 5 – 78 days), 56.1% : AKI within 1 months after diagnosis
 Severe AKI (stage 2,3) is an independent risk factor of death

Conclusion

Conclusion
 연구 결과
 본 연구는 1) 다양한 종류의 변수들로 구성된, 불규칙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급성신손상을 예측하기 위한 효

과적인 모델을 제안하였고, 2) 90,000여명의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통한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효과를 보였
음. 암환자가 향후 30일 동안 급성신손상을 겪게 될지를 예측하는 실험에서 제안 기법은 0.8855의 정밀도와
.

0.8903의 재현율, 그리고 0.8876의 F-measure를 얻었음.

 본 연구에서는 또한 성인과 소아 데이터를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급성신손상의 위험인자를 분석하였음.

 연구 성과
 본 연구 결과는 현재 SCIE 등재 논문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Data Mining and Bioinformatics에 제출
하여 리뷰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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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