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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6분 보행 검사(표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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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minute walk test (6MWT) is a simple method for evaluating functional capacity, comparing efficacy of
various cardio-pulmonary interventions, and predicting the prognosis in patients with respiratory disease. This
test is relatively safe with submaximal exercise level. The 6MWT evaluates the global response of all the multi-organ systems during the exercise. However, in cases of exercise limitation, it does not provide specific mechanism
of functional changes. To maintain standardization between different centers, technicians should be trained based
on the standar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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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운동기능에 대한 간단한 질문지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사는 기억에 의존하고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인 기능평가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하다. 객관적으로 운동 기능
1,2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계단 오르기, 6분보행검사, 셔틀보행검사,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 등이 있다 . 이 중 6분보행
검사는 30 m 복도 외에 특별한 운동 기구나 전문적인 검사자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검사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6분보행검사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운동능력평가를 위해 시행하던 12분 달리기검사 를 변형하여 고안된 것으로,
편평하고 단단한 바닥에서 6분동안 가능한 많이 걷게 한 후 그 누적거리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걷기 운동은 아주
심한 기능저하가 있는 환자가 아니고서야 모든 환자들이 매일 수행하는 활동으로 비교적 안전하며, 준최대량의 운동
4
이므로 일상생활의 활동성을 보다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 이 보행거리는 걷기운동에 필요로 하는 모든
시스템, 즉 심폐기관, 전신혈류순환, 말초혈류순환, 혈색소양, 신경근육계통, 근육 대사 등의 전반적이고 통합된 반응
을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하지만 6분보행검사는 이들 중 어느 장기, 어느 시스템에 의해 운동제한이 발생한 것인지,
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며, 준최대량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최대운동량으로 시행
하는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처럼 최대산소섭취량(peak oxygen uptake: VO2 max)을 측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1,2.
하지만 두 검사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6분보행거리는 최대산소섭취량과 비교적 좋은 연관관계를 보이며5,6,
7
8
안정 시 호흡곤란 정도 나 삶의 질 을 최대운동부하량이나 최대산소섭취량보다 오히려 더 잘 반영한다. 6분보행거리
는 환자들에게 측정기계를 이용해 객관적으로 실측한 일평균 운동량과도 비례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기저질환이
없는 정상 노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4. 6분보행검사는 폐기능의 여러 지표와도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7, 치료 전후
9,10
주관적으로 느끼는 호흡곤란 정도의 개선을 잘 반영하며 , 질문지를 통한 기능평가에 비해 더욱 작은 분산값을
갖는다6. 또한 6분보행거리 및 검사 중 산소포화도의 저하 정도가 환자들의 사망률과 깊은 관련성을 보임이 잘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6분보행검사와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검사라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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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6분보행검사의 적응증
치료 전후의 비교
운동능력의 평가
예후(morbidity & mortality)의 평가

호흡재활, 폐이식, 폐절제, 폐용적축소술,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고혈압,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낭성섬유증,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섬유근통, 고령 환자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고혈압

사용된다.
6분보행검사의 주요 적응증은 중등도 이상의 심폐질환 환자에서 호흡재활치료, 폐절제술, 폐용적축소술, 폐이식
등의 여러 종류의 중재 후 반응 평가를 위하여 시행되며, 전반적인 운동능력 평가와 예후 예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Table 1). 검사는 준최대량의 운동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한달 내에 발병한 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금기이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수축기 혈압＞180 mmHg, 이완기 혈압＞
100 mmHg)이나 빈맥(안정 시 심박수＞120회/분)을 보이는 경우에는 약물 투여 및 적절한 모니터링 하에서 조심스럽
게 시행해 볼 수 있다. 검사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곳에서 이에 대비한 약품(설하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albuterol 흡입기 또는 네뷸라이저) 및 기기를 갖춘 상태에서 기본인명구조술(Basic life support: BLS)을 이수한 자가
시행하며, 환자의 개별 상태에 따라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의사가 대기한다. 검사 시 준비해야 할 것들로는 스톱워치,
랩 카운터, 반환점에 놓을 원뿔형 교통 표지판 2개, 이동이 쉬운 의자, 검사 기록지, 산소, 혈압계, 전화기, 제세동기
등이 포함되며, 가정 산소를 필요로 하는 자는 평소에 사용하는 대로 산소 공급을 하고, 제공한 유량을 기록한다.
검사 중 흉통이 발생하거나, 참을 수 없는 호흡곤란, 하지 근육경력, 비틀거림, 심한 발한, 창백 등이 발생하면 검사를
중지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검사자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6분보행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 요인으로는 키, 나이, 성별, 체중, 인지기능과 심폐기능, 근골격계 기능
저하 등이 있으며, 검사자체의 요인으로는 동기부여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자들에게 검사자가 검사 중
격려의 반응을 보이며 동기 부여를 하면 검사 중 시간이 경과해도 도보속도가 더디게 감소하여 보행거리가 유의하게
12
증가하기 때문에 , 검사 중 격려의 어구, 어조 및 빈도는 재현성을 위해 모든 센터에서 표준화하여야 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연습에 의한 학습효과가 있다. 현재 ATS 진료지침에서는 검사 전 연습 세션을 두는 것에 대하여 굳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연습을 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 후 재검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효과에
13-17
의해 실제로 두 번째 검사 시 보행거리가 증가하므로
연습 세션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센터 간 합의가
필요하다. 운동 시 저산소증이 있는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면 보행거리가 증가하며, 산소유량이 증가할수록 비례하
여 보행거리가 증가하므로18,19 검사 시 가능하면 산소유량, 산소운반방식을 매번 동일하게 시행하되, 변화가 있을
때는 잘 기록해 두어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검사 트랙의 길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의 17개의
의료기관에서 761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대규모 연구17에서는 타원형이나 사각형 모양의 연속 트랙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왕복 직선 트랙에 비해 보행거리가 증가하지만, 왕복 트랙의 직선거리 자체는
20
검사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수행된 무작위 대조군 연구 에
서는 30 m 직선거리 코스에 비하여 10 m 코스로 검사를 할 경우 무려 49.5 m나 유의하게 보행거리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6분보행검사를 시행할 때 또는 추적검사 시 의료기관마다 동일한 왕복거리를 설정하
는 것은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병원 환경에서 30 m의 복도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의 대표적인 COPD 환자 코호트인 KOLD
(Korea Obstructive Lung Disease) 코호트 연구에서도 포함된 30여개의 기관 중 18개 센터에서 30 m 미만의 트랙을
사용하고 있었고, 오직 10개의 센터에서만 30 m 복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60 m 이상의 코스를 이용하는
센터도 2군데가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트랙의 거리는 6분보행검사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향후 이를 보정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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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6분보행검사는 중등도 이상의 심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하게 운동기능을 평가하고, 치료
전후의 효과 비교 및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되는 검사이다. 여러 장단점으로 인해 운동부하심폐기능 검사와 상호보완적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검사결과의 질관리를 위해서는 센터 간 통일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검사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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