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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Boston Naming Test (BNT) is a widely used neuropsychological test for 
evaluating language ability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Several different abbre-
viated forms of the BNT have been used in previous research and clinical settings. For effi-
ciency, valid and sensitive abbreviated forms of the BNT are useful.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that focused on comparison among various forms of the BNT and MCI. Thus, we 
conducted a meta-analysis of studies that assessed subjects with MCI alongside normal el-
derly with one of three different forms of the BNT: 60 items (BNT-60), 30 items (BNT-30), 
and 15 items (BNT-15). Methods: A total of 41 studies (19 for BNT-60, 5 for BNT-30, and 17 
for BNT-15) were included in the present meta-analysis. Effect sizes were obtained by Hedg-
es’s g with a 95% confidence interval. Results: The random-effects meta-analysis model 
composite with all forms of the BNT showed that MCI subjects performed lower than the 
normal elderly on the BNT. Additionally, MCI subjects acquir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than normal elderly in all different forms of the BNT. Conclusion: MCI subjects show signifi-
cantly lower performance even in the shortest form of the BNT (BNT-15).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an abbreviated form of the BNT can be used effectively in clin-
ic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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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인 질환 중 증가율 1위를 차지하는 치매는 가정 및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Cha & Hwang, 2014). 치매는 퇴행성 

질환으로 조기 발견 및 진단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

다. 이를 위해 최근 임상에서는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

로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

pairment, MCI) 단계가 주목받고 있다. Petersen 등(1999)은 MCI

의 진단 기준을 (1) 기억 손상에 관한 주관적인 보고, (2) 경도의 전

반적인 기능적 손실, (3) 정상적인 전반적 인지 기능의 저하, (4) 정상

적인 일상 생활 유지, (5) 치매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로 제시

하였다. MCI는 초기 치매단계라고도 일컬어지며, 알츠하이머형 치

매로 이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지목된다(Alom, Llinares, & 

Fajardo, 2012; Griffith et al., 2006; Jacova et al., 2008; Petersen et 

al., 1999, 2001). 역학 연구에 따르면, 매년 평균 정상 노인의 치매 발

병률은 1%-2%인데 비해, MCI 환자는 14%이며(Petersen et al., 2001), 

MCI 환자의 치매 전환율은 1년 후 41%, 2년 후 64%에 육박한다

(Geslani, Tierney, Herrmann, & Szalai, 2005). 이와 같이 MCI는 치

매를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임

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Apostolova & Cummings, 2007).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는 

대표적인 치매 선별 검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MMSE

의 단독 평가만으로는 MCI를 선별하기에 임상적으로 낮은 신뢰도

를 보인다(Lee, Cheong, Oh, & Hong, 2009). 또한 MMSE만 시행했

을 경우 언어 수행력 저하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다는 제한점이 있다(Park & Chey, 2000). 따라서 MCI 환자를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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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진단함에 있어 더욱 심층적인 신경심리평가가 필요하다. 

MCI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경심리평가는 언어 능력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언어기능은 인지 기능의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진단 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서, 특히 치매 초기부터 기

능 저하가 보고되는 의미 처리 능력(Balthazar, Cendes, & Dama-

sceno, 2008; Taler & Phillips, 2008)을 필수적으로 평가한다. 대표

적인 의미 언어 평가 과제는 대면이름대기(confrontational nam-

ing)이다. 대면이름대기의 대표적인 과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Boston Naming Test, BNT)이다. 60개의 그

림 자극을 보고 그 이름을 말하도록 하는 이 과제는 Kaplan, Good-

glass와 Weintraub (1983)이 개발하여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신경 

손상 장애 환자의 변별과 예측에 민감한 지표로서 유용하게 사용

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문항 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거친 한국판 보

스턴 이름대기 검사(Korean version of Boston Naming Test, K-BNT; 

Kim & Na, 1997, 1999)가 연구와 임상에서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Kang, Kim, & Na, 1999).

60개 문항으로 개발된 표준 BNT (BNT-60)는 60문항 전체를 평

가하도록 개발되었으나, 인지 기능이나 주의 집중에 저하를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문항을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Kim & Kim, 2013). 이에 따라 검사의 효율성을 위해 BNT-

60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단축형 BNT의 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졌다. BNT-60의 항목을 순서에 따라 축소 구성하거나 새로운 

문항 개발을 통한 30문항(BNT-30) 혹은 15문항(BNT-15) 등의 다

양한 단축형 BNT가 개발되었고 치매환자와 정상 노인의 수행력을 

변별하는 도구로서 60개 문항의 BNT (BNT-60)와 높은 상관관계

가 검증된 단축형 BNT는 MCI 환자에게도 평가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Arlt et al., 2013; Beinhoff, Hilbert, Bittner, Grön, & Riepe, 

2005; Bélanger & Belleville, 2009; Bigler et al., 2003; Brunet et al., 

2011; Deason, Hussey, Budson, & Ally, 2012; De Jager, Hogervorst, 

Combrinck, & Budge, 2003; Devanand et al., 2010; Fillenbaum et 

al., 2005; Griffith et al., 2006; Guo, Zhou, Zhao, Wang, & Hong, 

2012; Jefferson et al., 2006, 2007; Johns et al., 2012; Joubert et al., 

2010; Kramer et al., 2006; Laakso et al., 2009; Pa et al., 2010; Price 

et al., 2010; Vliet et al., 2003; Yeh et al., 2011).

치매 환자는 선행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낮은 BNT 수행력이 보고

된 반면, MCI 환자의 경우에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혼재한다(Ta-

ler & Phillips, 2008). 다수의 연구에서 MCI가 정상 노인에 비해 저

하된 수행력을 보였다(Alom et al., 2012; Arsenault-Lapierre, Berg-

man, & Chertkow, 2012; Beinhoff et al., 2005; Beversdorf et al., 2007; 

Bigler et al., 2003; Brunet et al., 2011; De Jager et al., 2003; Devana-

nd et al., 2010; Duong, Whitehead, Hanratty, & Chertkow, 2006; 

Fillenbaum et al., 2005; Guo et al., 2012; Harel et al., 2011; Jacova et 

al., 2008; Jefferson et al., 2006, 2007; Johns et al., 2012; Kramer et 

al., 2006; Laakso et al., 2009; Malek-Ahmadi, Raj, & Small, 2011; 

Malek-Ahmadi, Small, & Raj, 2011; Pa et al., 2010; Rami et al., 2008; 

Schmitter-Edgecombe & Creamer, 2010; Schmitter-Edgecombe & 

Sanders, 2009; Weakley, Schmitter-Edgecombe, & Anderson, 2013; 

Yeh et al., 2011). 그러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Arlt et al., 2013; Balthazar et al., 2008, 2010; Bélanger 

& Belleville, 2009; Deason et al., 2012; Griffith et al., 2006; Grönholm-

Nyman, Rinne, & Laine, 2010; Grönholm, Rinne, Vorobyev, & Laine, 

2007; Harel et al., 2011; Joubert et al., 2010; Price et al., 2010; Schmit-

ter-Edgecombe, Woo, & Greeley, 2009; Vliet et al., 2003). MCI 환

자와 정상 노년층의 수행력 차이는 BNT-60을 실시한 연구보다 단

축형 BNT를 실시한 연구에서 더욱 비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 문

헌 고찰을 통해 MCI 환자와 정상 노년층의 BNT 수행력에 따른 변

별력과 치매 전환 예측력을 살펴본 Taler와 Phillips (2008)는 단축

형 BNT를 사용하거나 대상자의 수가 적을수록 MCI 환자의 변별

력과 예측력이 낮게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MCI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축형 BNT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CI 환자와 정상 노인의 수행력의 차이를 

보고한 기존의 상반된 연구 결과들로부터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및 

임상 현장에서 근거 기반에 기초한 평가 도구로서 표준형 및 다양

한 단축형 BNT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검사의 효율성 증대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MCI와 정상 노년층의 BNT 수행력 차이의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산출한다.

둘째, 문항 수에 따라 BNT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MCI와 정상 노

년층의 수행력 차이의 효과크기를 각각 산출한다.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문헌 검색

다양한 단축형 BNT를 이용한 MCI 환자와 정상 노년층의 이름

대기 수행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014년 4월에 PubMed와 Pro-

Quest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 검색을 실시하였다. 문헌 수집에 사

용된 검색어로는 PubMed에서는 (“mild cognitive impairment” OR 

MCI) AND (“boston naming test” OR BNT OR naming OR f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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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y), ProQuest에서는 (“mild cognitive impairment” OR MCI) 

AND BNT가 사용되었다. PubMed 데이터베이스에서는 MCI 환

자를 대상으로 널리 쓰이는 신경심리검사인 생성이름대기(fluen-

cy)를 검색어에 포함하여 선정에 적합한 논문이 누락되는 것을 최

소화하고자 하였다. 반면 ProQuest 검색 결과에서는 BNT 이외의 

이름대기 검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검색의 효율성을 위해 과제 

관련 검색어를 ‘BNT’로 한정하여 재검색하였다. 

논문의 선정 기준

PubMed에서 350편, ProQuest에서 229편으로 총 579편의 연구

가 검색되었다. 논문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을 통해 최종 41편의 

문헌이 메타 분석을 위해 수집되었다. 논문 선정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선정된 개별 논문의 특성은 Table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신뢰도 평가

논문 선정 과정에서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연구자 1인과 연구 

보조원 1인의 논문 선정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전문 이용이 가능한 

논문 중 약 50%에 해당하는 20편을 무선 표집(random sampling)

한 후, 연구 보조원이 Figure 1에 제시한 논문의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 근거에 따라 논문을 선정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검사자 간 

논문 선정의 일치도는 95%였으며, 불일치는 재검토를 통해 추가 논

의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론적 질적 평가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에 적합한 질적 평가를 위해 

Gersten 등(2005)의 필수 질적 지표(essential quality indicator)를 

차용 및 수정하여 측정하였다(Table 2).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

된 논문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료의 코딩

연구자, 게재연도, BNT 문항 수, BNT 문항 인용 출처, 대조군과 

MCI 두 집단의 표본 크기, BNT 수행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두 집

단 간 효과크기를 기록하였다. 연구자 이외의 검사자가 코딩을 검

토한 결과, 일치율은 98.2%였으며, 불일치한 자료는 재검토와 논의

를 거쳐 수정하였다.

출판 편향

표준 오차에 대한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을 퍼넬 플롯(fun-

nel plot)으로 확인하였다. 여기서 ‘출판 편향’이란, 메타분석의 결과

가 과대추정되어 왜곡될 위험성을 일컫는데(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높은 효과크기를 보고한 연구들이 낮

은 효과크기를 보고한 연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출판될 확률이 높으

며 메타분석에서는 기출판된 연구들이 주로 포함되기 때문에 출판 

편향의 위험성을 보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에서 trim-and-fill (Duval & Tweedie, 2000) 방법을 

이용한 헤지의 표준화된 평균차(Hedges’s g) 값이 삽입된 도표는 

Figure 2와 같다. 이 도표에서 빈 원(  )은 본 메타분석에 실제 사용

된 값을, 검은 원( )은 보정되어 삽입된 값을 의미한다. 또한 도표 

아래의 다이아몬드는 각각 실제 사용된 값(�)과 보정된 값(�)의 

전체 효과크기와 95% 신뢰구간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출판 편

향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Classic fail-safe N (Rosenthal, 

1979) 계수는 4,075로 출판 편향의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본 메타 분석의 효과크기를 무효화하기 위해 추가적으

로 필요한 문헌의 수를 나타내며, 이 계수가 클수록 연구결과가 출

판 편향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Borenstein et al., 

2009).
Figure 1. Flowchart of studies included from database search. BNT= Boston 
Naming Test;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Full text unavailable
(N=73)

[Exclusion criteria]

1. Design: (N=111): review, pre- 
    post comparison, single subject  
    research
2. Participants: (N=201):  
    unspecified diagnostic criteria  
    for MCI (ex: predementia stage),  
    no control group, multiple  
    disability, same participants  
    across studies
3. Methods & Results (N=125):  
    naming test other than BNT, no  
    BNT score

Duplicates (N=28)

Total 579 searched
PubMed (N=350),  
ProQuest (N=229)

Full text available (N=506)

Eligible articles (N=41)

[Inclusion criteria]

1. Design: cross-sectional
2. Participants: include both  
    control and MCI group, specified  
    diagnostic criteria (ex: CDR=0.5)
3. Methods & Results: full &  
    short form of B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BNT score  
    in two groups, or effect size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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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y characteristics 

Study (Language)
Age of participants (yr) No. of participants

MCI type
BNT

Normal MCI Normal MCI No. of items Form

Arlt et al. (2013)
   German

67.6 (5.7) 70.6 (6) 11 18 Amnestic 15 N/S

Bélanger & Belleville (2009)
   French

N/A (age matched) 16 18 Amnestic-single
Amnestic-multiple

15 Kaplan et al. (1983)

Beinhoff et al. (2005)
   German

63.5 (7.5) 66.4 (7.1) 57 48 N/S 15 Lezak (1995)

Bigler et al. (2003)
   English

76.88 (6.48) 84.09 (6.79) 20 30 N/S 15 Kaplan et al. (1978)

Brunet et al. (2011)
   French

72.7 (5.3) 72.83 (7.4) 26 33 Amnestic 15 Calero et al. (2002)

Deason et al. (2012)
   English

73.5 (7.54) 73 (8.6) 12 12 Amnestic-single
Amnestic-multiple

15 N/S

Devanand et al. (2010)
   English

80.2 (5.7) 81.46 (6.07) 802 290 Amnestic
Non-amnestic

15 N/S

Fillenbaum (2005)
   Japanese English

79.6 (7.2) 83.5 (7.8) 201 33 N/S 15 Kaplan et al. (1978)

Fillenbaum (2005)
   Japanese English

80.6 (5.2) 82.5 (5.4) 120 65 N/S 15 Kaplan et al. (1978)

Griffith et al. (2006)
   English

65.92 (7.66) 68.47 (8.65) 49 49 Amnestic 15 Kaplan et al. (1983)

Johns et al. (2012)
   French, English

71.8 (5) 72.4 (8.6) 32 40 Amnestic 15 Mack et al. (1992)

Joubert et al. (2010)
   French

72.4 (7.1) 73.7 (6.3) 16 15 Amnestic 15 Calero et al. (2002)

Kramer et al. (2006)
   English

73 (5.3) 75 (6.1) 35 22 Amnestic 15 N/S

Laakso et al. (2009)
   English

71 (4) 73 (4) 486 72 N/S 15 Morris et al. (1989)

Pa et al. (2010)
   English

65.2 (8.9) 69.8 (9.3) 40 57 Amnestic single
Amnestic multiple
Dysexecutive MCI

15 Kaplan et al. (1983)

Price et al. (2012)
   English

75.52 (6.17) 77.61 (7.2) 33 33 Amnestic 15 Kaplan et al. (2001)

Vliet et al. (2003)
   English

67.9 (8.2) 69.7 (10.5) 153 92 N/S 15 Kaplan et al. (1983)

De Jager et al. (2003)
   English

75 (9) 76 (10) 51 29 N/S 30 Kaplan et al. (1983)

Guo et al. (2012) 
   Chinese

68.84 (7.7) 70.18 (5.06) 197 311 Amnestic-single
Amnestic-multiple

30 Guo et al. (2006)

Jefferson et al. (2006)
   English

72 (8.4) 71.4 (8.2) 222 166 Amnestic-single
Amnestic-multiple

Non-amnestic-single
Non-amnestic-multiple

30 Fisher et al. (1999)

Jefferson et al. (2007)
   English

71.9 (8.4) 71.8 (8) 219 155 N/S 30 Williams et al. (1989)

Yeh et al. (2011)
   Chinese

76.5 (6.6) 78.37 (6.15) 64 150 Amnestic-single
Amnestic-multiple

30 Kaplan et al. (1983)

Alom et al. (2012)
   Spanish

70.2 (6.9) 72.3 (7.3) 63 89 N/S 60 Kaplan et al. (1983)

Arsenault-Lapierre (2012)
   English

74.7 (9) 75 (7) 33 60 N/S 60 Mack et al. (1992)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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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Language)
Age of participants (yr) No. of participants

MCI type
BNT

Normal MCI Normal MCI No. of items Form

Balthazar (2007)
   Brazilian

69.4 (7.28) 66.26 (10.27) 15 15 Amnestic 60 Lezak (1995)

Balthazar et al. (2008)
   Brazilian

70.62 (7.77) 70.87 (9.79) 16 16 Amnestic 60 Modified version of Kaplan  
et al. (1983)

Balthazar et al. (2010)
   Brazilian

69.12 (7.55) 74.26 (6.33) 16 17 Amnestic 60 Modified version of Kaplan  
et al. (1983)

Beversdorf et al. (2007)
   English

68 (8.3) 67.5 (8.9) 20 26 N/S 60 Kaplan et al. (1983)

Djordjevic et al. (2008)
   English, French

73.7 (3) 75.4 (3.3) 33 51 Amnestic 60 N/S

Duong et al. (2006)
   English

74.38 (5.74) 74.68 (6.28) 60 61 Amnestic 60 N/S

Grönholm (2007)
   Finnish

65.5 (6.9) 68.6 (8.6) 10 10 Amnestic 60 N/S

Grönholm-Nyman (2010)
   Finnish

66 (7.3) 69.5 (8.2) 12 13 Amnestic 60 N/S

Harel et al. (2011)
   English

66.2 (6.7) 67.7 (5.6) 30 30 Amnestic 60 Morris et al. (1989)

Jacova et al. (2008)
   English

72.1 (7.3) 69.2 (7.5) 26 25 Amnestic 60 Kaplan et al. (1983)

Malek-Ahmadi et al. (2011a)
   English

71.57 (5.59) 74.3 (5.19) 33 33 Amnestic 60 Kaplan et al. (1983)

Malek-Ahmadi et al. (2011b)
   English

74.8 (5.77) 74.8 (5.77) 33 33 Amnestic 60 Kaplan et al. (1983)

Rami et al. (2008)
   Spanish

74.3 (5.3) 73.6 (6.8) 26 30 Amnestic 60 Kaplan et al. (1983)

Schmitter-Edgecombe & Sanders (2009)
   English

72.45 (4.9) 71.64 (5.7) 42 42 Amnestic
Non-amnestic

60 Kaplan et al. (1983)

Schmitter-Edgecombe et al. (2009)
   English

70.38 (9.1) 70.88 (9.55) 26 26 Amnestic-single
Amnestic-multiple

60 N/S

Schmitter-Edgecombe & Creamer (2010)
   English

70.56 (7.8) 70.78 (9.32) 23 23 Amnestic-single
Amnestic-multiple

60 Kaplan et al. (1983)

Weakley et al. (2013)
   English

71.44 (9.37) 72.05 (9.78) 90 90 Amnestic-Single
Amnestic-multiple

Non-amnestic

60 Ivnik et al. (1996)

Values of age are presented as mean (SD).
BNT= Boston Naming Test;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Table 1. Continued

메타분석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0)을 이용하여 효과크

기를 산출하였다. 개별 연구에서 사용된 BNT 문항 수에 따라 BNT-

60, BNT-30, BNT-15로 분류한 후, 대조군과 MCI의 표본 크기, 평

균, 표준편차, 계산된 효과크기를 이용하여 종합 효과크기와 BNT 

유형에 따른 각각의 효과크기(Hedges’s g)를 산출하였다. 또한 표

준오차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신뢰구간 95%를 기준으로 효과크기의 이질성

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

총 대상자는 MCI환자 2,428명, 정상 노년층 3,566명이었다. 문항 

수에 따른 BNT 유형 하위 집단에 해당하는 논문 수와 대상자 정보

는 Table 3과 같다.

BNT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수행력 차이 비교

BNT 유형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MCI와 정상 노년층의 전반

적인 BNT 수행력은 효과크기 -.641 (95% CI: -.735 to -.547, p< .0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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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luation by quality indicators 

Category Quality indicators Qualified Non-qualified

Participants Was sufficient information provided to determine/confirm whether the participants demonstrated the disability(ies)  
   or difficulties presented?
Were appropriate procedures used to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relevant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the  
   sample were comparable across conditions?
Was sufficient information given characterizing examiners provided? Did it indicate whether they were comparable  
   across conditions?

41

41

41

0

0

0

Assessment procedure Were the assessment procedure and scoring system clearly described and specified? 41 0
Outcome measures Was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provided as outcome? 41 0
Data analysis Were the data analysis techniques appropriately linked to key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41 0

Table 3.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cluded in the analysis by BNT types

Group
BNT-60 BNT-30 BNT-15 Total

MCI Normal MCI Normal MCI Normal MCI Normal

No. of studies 19 5 17 41
No. of participants 690 623 811 753 927 2,190 2,428 3,566
Age (yr) 72.35 (7.43) 71.49 (7.05) 72.46 (6.81) 71.72 (8.12) 74.79 (4.75) 75.06 (5.92) 72.82 (7.15) 73.74 (6.64)

Values of age are presented as mean (SD). 
BNT= Boston Naming Test;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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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Hedges's g

Figure 2. 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Hedges’s g after trim-and-fill.  =  
Hedges’s g of observed values;  = Hedges’s g of imputed filled values;   =  
overall effect size and 95% CI before allowing for publication bias; �= overall 
effect size and 95% CI after allowing for publication bias.

서 MCI 환자가 정상노년층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나타냈다(Table 4).

단축형 BNT 유형별 두 집단 간 수행력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BNT-60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효과크기가 -.639 (95% CI: -.751 to 

-.528, p< .001)로 MCI 환자가 정상 노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Figure 3). 둘째, BNT-30을 시행하였을 

때 효과크기는 -.685 (95% CI: -.917 to -.454, p< .001)로 MCI의 이

름대기 수행력이 정상 노년층의 수행력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ig-

ure 4). 셋째, BNT-15를 시행하였을 때 역시 효과크기는 -.626 (95% 

CI: -.801 to -.450, p< .001)로 MCI 환자가 정상 노년층보다 낮은 수

행력을 나타냈다(Figure 5). 요컨대, BNT 유형을 종합했을 때와 세 

유형의 BNT 유형에서 모두 MCI 환자가 정상 노년층에 비해 유의

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출판 편향을 고려한 trim-and-fill 보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유형

의 BNT를 종합한 경우 MCI와 정상인의 BNT 수행력은 효과크기 

-.782 (95% CI: -.895 to -.669)로서 MCI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BNT-60은 효과크기 -.653 

(95% CI: -.762 to -.544), BNT-30은 효과크기 -.685 (95% CI: -.916 to 

-.453), BNT-15는 효과크기 -.815 (95% CI: -1.000 to -.627)로 나타났

으므로, 출판 편향 보정 후에도 앞서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

의 BNT에서 MCI 환자가 정상 노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

력을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메타분석을 통해 MCI가 정상 노년층에 비해 낮은 BNT 수행

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개별적으로 보고된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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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effect sizes for BNT score between MCI and normal elderly

Type
Effect size and 95% CI Homogeneity tests

Hedges’s g Lower limit Upper limit p Q df (Q) p I2

Overall -.641 -.735 -.547 < .001 89.874 40 < .001 55.411
BNT-60 -.639 -.751 -.528 < .001 13.348 18 .770 .000
BNT-30 -.685 -.917 -.454 < .001 17.395 4 .002 77.005
BNT-15 -.626 -.801 -.450 < .001 54.591 16 < .001 70.691

BNT= Boston Naming Test;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Study name Statistics for each study Hedges's g and 95% CI

Hedges's Lower Upper 
g limit limit p-Value

Alom(2012) -0.392 -0.716 -0.068 0.018
Arsenault-Lapierre(2012) -0.816 -1.253 -0.379 0.000
Balthazar(2007) -0.407 -1.110 0.297 0.258
Balthazar(2008) -0.457 -1.142 0.227 0.191
Balthazar(2010) -0.371 -1.043 0.301 0.280
Beversdorf(2007) -0.753 -1.346 -0.160 0.013
Djordjevic(2008) -0.756 -1.204 -0.307 0.001
Duong(2006) -0.887 -1.258 -0.515 0.000
Gronholm(2007) -0.504 -1.358 0.350 0.247
Gronholm-Nyman(2010) -0.620 -1.398 0.158 0.118
Harel(2011) -0.470 -0.977 0.037 0.069
Jacova(2008) -1.069 -1.648 -0.490 0.000
Malek-Ahmadi(2011a) -0.703 -1.195 -0.211 0.005
Malek-ahmadi(2012) -0.697 -1.188 -0.205 0.005
Rami(2008) -1.087 -1.642 -0.531 0.000
Schmitter-Edgecombe(2009) -0.474 -0.904 -0.044 0.031
Schmitter-Edgecombe(2009b) -0.330 -0.869 0.209 0.230
Schmitter-Edgecombe(2010) -0.678 -1.263 -0.093 0.023
Weakley(2013) -0.611 -0.909 -0.314 0.000

-0.639 -0.751 -0.528 0.000
-2.00 -1.00 0.00 1.00 2.00

MCI Normal

Effect sizes for BNT-60

Figure 3. Effect sizes for BNT-60 items. BNT= Boston Nam-
ing Test;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Study name Statistics for each study Hedges's g and 95% CI

Hedges's Lower Upper 
g limit limit p-Value

De Jager(2003) -0.539 -0.998 -0.080 0.021
Guo(2012) -0.368 -0.548 -0.189 0.000
Jefferson(2006) -0.887 -1.097 -0.677 0.000
Jefferson(2007) -0.792 -1.005 -0.579 0.000
Yeh(2011) -0.817 -1.119 -0.516 0.000

-0.685 -0.917 -0.454 0.000

-2.00 -1.00 0.00 1.00 2.00

MCI Normal

Effect sizes for BNT-30

Study name Statistics for each study Hedges's g and 95% CI

Hedges's Lower Upper 
g limit limit p-Value

Arlt(2013) -0.463 -1.202 0.276 0.219
B?langer(2009) -0.571 -1.242 0.101 0.096
Beinhoff(2005) -0.620 -1.010 -0.230 0.002
Bigler(2003) -0.867 -1.449 -0.284 0.004
Brunet(2011) -0.612 -1.131 -0.093 0.021
Deason(2012) -0.454 -1.237 0.329 0.256
Devanand(2010) -0.340 -0.475 -0.205 0.000
Fillenbaum(2005A) -0.905 -1.281 -0.529 0.000
Fillenbaum(2005B) -0.522 -0.827 -0.217 0.001
Griffith(2006) -0.270 -0.664 0.125 0.180
Johns(2012) -0.982 -1.469 -0.495 0.000
Joubert(2010) -0.523 -1.222 0.175 0.142
Kramer(2006) -0.967 -1.522 -0.412 0.001
Laakso(2009) -1.133 -1.389 -0.877 0.000
Pa(2010) -0.921 -1.342 -0.499 0.000
Price(2012) -0.442 -0.925 0.041 0.073
Vliet(2003) -0.132 -0.390 0.126 0.315

-0.626 -0.801 -0.450 0.000
-2.00 -1.00 0.00 1.00 2.00

MCI Normal

Effect sizes for BNT-15

Figure 4. Effect sizes for BNT-30 items. BNT= Boston Nam-
ing Test;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된 연구 결과를 통합하고 종합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저하

된 의미 처리 능력이 꾸준히 보고되어온 치매 초기 단계뿐만 아니

라 치매 전 단계인 MCI 단계에서부터 의미 처리 능력을 반영하는 

대면이름대기 과제인 BNT의 수행력이 정상 노년층에 비해 저하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더욱이 60문항의 기본형 BNT뿐만 아니라 30문항, 15문항으로 

구성된 다양한 단축형 BNT를 이용한 간단한 평가만으로도 MCI

와 정상 노년층의 대면이름대기 수행력을 변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본 메타 분석의 결과는 적은 문항수의 단축형 BNT

를 이용한 평가로는 MCI와 정상 노년층의 변별에 특히 어려움이 

있다는 Taler와 Phillips (2008)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

한 상반된 의견의 이유는 Taler와 Phillips (2008)가 통계적 유의성 

결과에 따른 연구 편수를 세는 방법(vote counting)으로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와 효과크기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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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ame Statistics for each study Hedges's g and 95% CI

Hedges's Lower Upper 
g limit limit p-Value

De Jager(2003) -0.539 -0.998 -0.080 0.021
Guo(2012) -0.368 -0.548 -0.189 0.000
Jefferson(2006) -0.887 -1.097 -0.677 0.000
Jefferson(2007) -0.792 -1.005 -0.579 0.000
Yeh(2011) -0.817 -1.119 -0.516 0.000

-0.685 -0.917 -0.454 0.000

-2.00 -1.00 0.00 1.00 2.00

MCI Normal

Effect sizes for BNT-30

Study name Statistics for each study Hedges's g and 95% CI

Hedges's Lower Upper 
g limit limit p-Value

Arlt(2013) -0.463 -1.202 0.276 0.219
B?langer(2009) -0.571 -1.242 0.101 0.096
Beinhoff(2005) -0.620 -1.010 -0.230 0.002
Bigler(2003) -0.867 -1.449 -0.284 0.004
Brunet(2011) -0.612 -1.131 -0.093 0.021
Deason(2012) -0.454 -1.237 0.329 0.256
Devanand(2010) -0.340 -0.475 -0.205 0.000
Fillenbaum(2005A) -0.905 -1.281 -0.529 0.000
Fillenbaum(2005B) -0.522 -0.827 -0.217 0.001
Griffith(2006) -0.270 -0.664 0.125 0.180
Johns(2012) -0.982 -1.469 -0.495 0.000
Joubert(2010) -0.523 -1.222 0.175 0.142
Kramer(2006) -0.967 -1.522 -0.412 0.001
Laakso(2009) -1.133 -1.389 -0.877 0.000
Pa(2010) -0.921 -1.342 -0.499 0.000
Price(2012) -0.442 -0.925 0.041 0.073
Vliet(2003) -0.132 -0.390 0.126 0.315

-0.626 -0.801 -0.450 0.000
-2.00 -1.00 0.00 1.00 2.00

MCI Normal

Effect sizes for BNT-15

Figure 5. Effect sizes for BNT-15 items. BNT= Boston Nam-
ing Test;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항의 난이도만을 고려하여 문

항을 축소한 병렬형 단축형을 사용한 연구(Bélanger & Belleville, 

2009; Bigler et al., 2003; De Jager et al., 2003; Fillenbaum et al., 2005; 

Griffith et al., 2006; Pa et al., 2010; Price et al., 2010; Vliet et al., 

2003; Yeh et al., 2011) 이외에도 문화를 고려하여 번안된 문항이나 

높은 변별력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새로이 단축된 문항으로 개발된 

다양한 단축형 BNT의 사용이(Beinhoff et al., 2005; Brunet et al., 

2011; Guo et al., 2012; Jefferson et al., 2006; Johns et al., 2012; Jou-

bert et al., 2010) 적은 문항의 단축형 BNT로도 MCI와 정상 노년층

을 효과적으로 변별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MCI 환자의 대면이름대기 능력 평가를 위

한 기본형 BNT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단축형 BNT가 임상 현장 및 

특히 대단위 역학 조사나 외래 진료 등 시간의 제약이 있는 조건에

서 효율적으로 MCI로 의심되는 환자의 대면이름대기 수행력을 짧

은 시간 내에 선별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MCI 변별에 있어 단축형 BNT의 유용성이 검

증됨에 따라 선별 검사에서 단축형 BNT의 활용은 짧은 추가 평가 

시간만으로도 기존의 치매 선별 검사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언어 능

력 수행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신경심리학적 수

행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정확한 MCI의 진

단과 변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메타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도 MCI와 정상 노

년층을 변별하기 위한 단축형 K-BNT의 개발 연구가 꾸준히 진행

되어왔다. 단축형 Korean-Boston Naming Test (S-K-BNT)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문항의 난이도만을 고려한 병렬형 단축형이 제시

되었으나, 이후 치매 환자와 정상 노년층의 변별력을 더욱 높이기 위

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문항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5개 문

항으로 이루어진 치매진단을 위한 단축형 K-BNT (S-K-BNT)는 기

존 K-BNT와 높은 상관성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60개 문항의 K-BNT

를 실시하였을 때보다 더 높은 변별 효용성을 보인다(Kang et al., 

1999). 특히 최근에는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단축형 문항을 선

정한 K-BNT-15가 MCI와 정상 노년층의 수행력을 효과적으로 변

별할 수 있었다(Kim & Kim, 2013). 이와 같이 MCI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변별력이 높은 단축형 문항이 개발되면서, 국내 연구 및 

임상 현장에서도 단축형 K-BNT의 유용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혼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BNT를 

활용한 MCI와 정상 노년층의 대면이름대기 수행력 차이를 종합하

여 BNT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근거 기반에 기초한 평가 도구로서 

임상에서의 활용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국내에서 

개발된 BNT를 활용한 연구를 대상으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효과

크기 및 두 집단의 변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조사

하는 등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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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도인지장애 변별을 위한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의 유용성: 메타 분석

황윤경1·김향희1,2

1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및 재활의학연구소

배경 및 목적: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Boston Naming Test, BNT)는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환자의 이름대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상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 정상 노년층과의 수행력 차이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연구 결과가 혼재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 분석을 통해 MCI를 대상으로 BNT의 수행력을 보고한 개별 연구들로부터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근거 기

반에 기초한 평가 도구로서 문항 수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BNT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MCI와 정상 노년층의 BNT 점수

를 비교한 연구들을 ProQuest와 PubMe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총 41편의 문헌을 수집하여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총 41개 문헌 중 BNT의 문항 수에 따라 60문항 BNT (BNT-60)를 이용한 연구는 19편, 30문항 BNT (BNT-

30)는 5편, 15문항 BNT (BNT-15)는 17편이었다. BNT의 유형을 종합한 효과크기(effect size) 및 문항 수에 따른 유형별 효과크기를 살

펴본 결과, 모든 유형의 BNT에서 MCI가 정상인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논의 및 결론: MCI 대상 BNT 검사의 종합적인 유용성

을 검증하고 문항 수에 따른 하위 유형별 변별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및 임상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였다. BNT는 

MCI와 정상인의 이름대기 능력을 변별하는 평가도구로 유용하며, 특히 단축형 BNT를 활용하여 임상에서 검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BNT, 대면이름대기, 경도인지장애, MCI 

본 연구는 2014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원으로 대학원 총학생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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