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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Vision therapy 프로그램이 양안시기능 개선에 주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종합하기 위하여 전체평균 효과크기, 종

속변수별 평균 효과크기 그리고 대상특성과 처치특성에 따른 효과크기를 메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

였다. 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 vision therapy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 14편을 선정

하여 메타분석하였다. 결과: 전체평균 효과크기는 1.207로 높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양안시이상 유형별

하위영역의 평균 효과크기는 버전스 이상 그룹(2.989)이 가장 높았으며, 조절기능이상 그룹(0.868), 조절기능과 버전

스 모두 이상이 있는 그룹(0.692) 순이었다. 대상특성에 따른 효과크기는 중복장애가 없는 양안시이상 그룹(2.509)

을 대상으로 실시한 vision therapy가 가장 컸으며, 주당횟수별 평균 효과크기는 주당 7회의 처치 때 2.310으로 가

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처치기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8주에서 2.019로 양안시기능 개선을 위한 vision

therapy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결론: Vision therapy 효과에 대한 각각의 연구결과를 평균 효과크기로 변환하고 이를

객관화하는 방법을 통해 양안시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가 효과적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주제어: 양안시이상, 조절기능이상, 버전스 이상, Vision therapy, 메타분석,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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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Vision therapy는 비사시성 조절이상, 버전스 이상, 그리

고 안구운동기능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와 성인의 양안시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효과적인 훈련 방법으로

그 적용범위는 사시성 양안시이상, 안구운동이상, 약시,

안진과 시지각이상의 교정은 물론, 조절부족, 폭주부족,

폭주과다 및 개산과다의 증상 개선에도 사용되고 있다.[1,2] 

초기의 vision therapy 효과에 대한 연구는 임상기록에만

의존하거나,[3] 실험군에 대한 대조군이 없고,[4] 눈 이상에

대한 기준 및 치료성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의 문제점이 있었다.[5] 그러나 최근의 vision therapy 효과

에 대한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둔 실험계획에 의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증상을 호소하

는 조절부족이나[6] 폭주부족에[7,8] 대한 vision therapy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 실제로 눈 증상을 제거하고 조절기

능이나 버전스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9]

양안시이상이나 vision therapy와 관련된 국내 연구논문

은 2000년에 최초로 발표된 이래 현재까지 약 80여 편의

연구가 관련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국내외 vision therapy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절기능

이상이나 버전스 이상에 대한 vision therapy 효과는 비교

적 잘 알려져 있다.[9-11] 

하지만 선행연구들처럼 통계적 유의성에 기초한 경우

vision therapy에 대한 전체적인 효과크기를 알 수 없는 한

계가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존 중재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방법으로 메타분석이 있다.[12] 

메타분석을 행하는 이유는 효과크기를 계산해서 관련

중재의 방향(direction)과 크기(amount)를 결정하고,[13] 이

를 통해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실행된 연구들로부터 효과

적인 중재에 대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증거기반

의 실제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

기 때문이다.[14] 또한 연구물의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처치의 효과성이나 관계의 강도에 대한

변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양안시이상자를

위한 vision therapy의 효과에 대한 논문을 체계적으로 검

색·수집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vision therap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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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시기능 개선에 주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통

합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Vision therapy 프로그램의 전체평균

효과크기와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버전스 이상, 조절기능

이상, 그리고 조절기능과 버전스 이상을 모두 갖는 경우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또한 vision therapy 프로그램의

연구 대상특성과 처치특성인 주당횟수, 처치기간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발

행된 양안시이상자를 위한 vision therapy의 효과를 분석

한 선행 연구들로서 출처는 국회전자도서관, 한국학술정

보(korea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한국안광학회, 대한시과학회의 검색엔진

을 이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로는 ‘양안시이상’,

‘시기능훈련’, ‘폭주부족’, ‘조절부족’, ‘vision therapy’, ‘효

과’를 사용하였으며,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에 의하여

메타분석 결과가 과추정되지 않도록 학술지논문과 학위논

문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vision therapy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위해 설정된 논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분석

은 개별연구들을 대상으로 통계치를 산출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질적 연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

서 연구결과가 통계적으로 수량화되어 있는 논문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 둘째, 양적연구라 할지라도 vision therapy

와 양안시이상과의 훈련전과 훈련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Table 1. Summary of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meta-analysis

Study name Publication

Type of 

binocular 

vision

Target 

characteristics

Sample size The total number of 

enforcement session

(home/clinic)

Number of

times a week

(home/clinic)

Training 

periodExperiment/

Comparison

Lee et al. (2008) Academic Journal

CI General 11/- 48/8,16 6/1,2 8

DO-CI General 5/- 48/8,16 6/1,2 8

DE-CI General 6/- 48/8,16 6/1,2 8

Shin et al. (2009a) Thesis Paper

AI Eye symptoms 6/7 60/24 5/2 12

CI Eye symptoms 15/12 60/24 5/2 12

AI-CI Eye symptoms 18/11 60/24 5/2 12

Shin et al. (2009b) Academic Journal AF Eye symptoms 5/3 252/24 21/2 12

Lee (2009) Academic Journal CI General 41/- 48/8 6/1 8

Lee et al. (2009) Academic Journal

CI General 6/ 48/8 /1 8

CI General 13/ 48/8 /1 8

CI General 16/ 48/8 /1 8

Shin et al. (2010a) Academic Journal AI Eye symptoms 6/7 60/24 5/2 12

Shin et al. (2010b) Academic Journal AI Eye symptoms 7/- -/- -/- -

Lee et al. (2010) Academic Journal CI General 26/- 48/8 6/1 8

Lee et al. (2011) Academic Journal CI General 17/- 56, 67.9/8, 9.7 7/1 8

Kim et al. (2012) Academic Journal CI General 15/- 7/- - 2

Kim (2012) Thesis Paper CI General 15/- 7/- - 2

Bae (2012) Thesis Paper AI-CI Eye symptoms 58/- 40/8 5/1 8

Lee (2012) Thesis Paper

AI-CI Eye symptoms 20/18 60/36 5/3 12

AI-CI
Eye symptoms 

and ADHD
13/13 60/36 5/3 12

Jang & Kim (2013) Academic Journal AI-CI General 47/- 40/8 5/1 8

CI: convergence insufficiency, DO-CI: Distance orthophoria-convergence insufficiency, DE-CI: Distance exophoria-convergence insufficiency, AI:

Accommodative insufficiency, AI-CI: Accommodative insufficiency-convergence insufficiency, AF: Accommodative in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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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으나 평균과 표준편차를 찾을 수 없는 연구는 제

외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메타분석을 실행할 경

우 반드시 필요한 연구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거나 연구물

의 수를 메타분석 연구자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

지만 학술적, 실천적 의미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산출하

기 위하여 연구의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모

든 연구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상으로 선정기준에 충족되는 연구물 중 학술지논문

30편, 학위논문 7편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여 선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재출판한 경우 학회지

를 선택하여 메타분석이 불가능한 논문들을 제외한 총 14

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시 14편의 연

구논문을 양안시유형에 따라 추가 분류하였다(Table 1). 

2. 분석대상 연구의 자료 코딩

자료 분석의 대상이 되는 총 14편의 코딩은 최종 선정

된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의 기

본정보에 해당하는 저자명, 학술지 게재 여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조절기능이상, 버전스 이상, 조절기능과 버전스

이상, 처치기간, 주당횟수 등을 중요 범주형 변수로 간주

하여 코딩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자와 전공 관련 연구자

와의 합의하에 코딩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자와 메타분

석 전공자가 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코딩을 실시하는 과정

에서 의견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였으며, 두 코딩자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

우 전공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불일치 문제의 대부분

은 단순한 입력실수 및 연구결과를 유목화 하는데 있어서

의견차이로 인한 것으로 세 사람이 협의한 후 불일치하는

항목은 없었다. 1차, 2차 코딩 후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 분석 결과에 따라 3차 코딩을 실

시하였으며, 3차 코딩시에는 처치특성에 따른 변수를 정

리하여 입력하였다. 

3. 효과크기의 의미

메타분석의 결과로 제시되는 효과크기의 해석은 Cohen[15]

이 제시한 기준에 의해 해석하였다. 그 기준은 효과크기가

0.20 이하이면 작은 효과크기, 0.50은 중간정도의 효과크

기, 0.8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해석한다.

4. 효과크기의 계산

분석 대상 논문에서 사용한 통계방법에 따라 효과크기

를 구하는 방법은 다르게 되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논문

들은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그리고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중 하나에 해당되며,

각 연구 설계방법에 따라 효과크기 계산 방법을 달리 적

용하였다. 

먼저,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표준화된 평균차(standardized mean difference)에 의한

효과크기 공식을 사용하였다.[15] 표준화된 평균 차의 효과

크기는 실험집단의 평균값에서 통제집단의 평균값을 뺀

값을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 실험집단의 평균

: 통제집단의 평균

 : 통합표준편차

효과크기(effect sizes)는 개별연구의 결과에서 보고된 양

적 연구결과를 나타내는 통계치로써 서로 다른 연구결과

를 표준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통합표준편차 추정치(Sp)는

분산 동일성 가정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대신에 통합된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또한 개

별연구물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Hedges와 Olkin

이[16] 제시한 다음의 공식을 활용하였다.

n1 : 실험집단의 사례수

n2 : 통제집단의 사례수

: 실험집단의 표준편차

: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g : 교정효과크기

N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례수(ne+nc)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의 효과크기와 효과크기의 분

산 및 표준편차에 대한 계산은 Cooper[13]가 제시한 다음의

공식을 활용하였다.

dchange: 효과크기

Swithin, Sdiff: 표준편차

Ypre : 사전측정치

Ypost : 사후측정치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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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사전-사후검사 상관계수

n : 집단사례수

SEd : 효과크기의 표준오차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의 효과크기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값과 사후값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전-사후 평균값의 차이인 ∆=gtrt
−gcrt으로 측정되고, 측정

된 효과크기의 분산과 표준오차는 다음 공식에 의해서 유

도된다.[17]

gtrt, gcrt: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효과크기

Xtrt : 실험집단의 사전 평균값

Ytrt : 실험집단의 사후 평균값

Xcrt :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값

Ycrt :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값

Sx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평균값의 표준편차

r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상관계수

메타분석에서는 사례수가 적은 연구보다 사례수가 많은

연구에서 더 정확하게 효과크기가 추정된다고 가정하므로

사례수가 많은 연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효과크기를

계산하는데,[16] 연구대상의 사례수의 크기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Hedges와 Olkin[16]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 가정 위반을 고려하여, 개별연구

물을 분석단위로 하여 전체적인 효과크기를 구하였으며,

하위변인 분석(sub-group analysis)에서는 개별연구결과들

을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효과크기를 분석단위

로 하는 분석단위의 이동(shifting unit of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였다.[13] 

전체평균 효과크기를 계산하기에 앞서 각각 연구 결과

들의 효과크기들에 대한 모집단 동질성의 전제조건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의 판단여부를 위해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사(test for the homogeneity of effect size)를 실시한다. 

동질성 검정에는 Cochran[18]이 제안한 Q-검정과 Higgins

등[19]이 제안한 I2-통계량 값도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나타

내는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I2-통계량은 총 효과크기

분산 중 실제 효과크기의 분산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로서

연구들 간의 이질성 정도가 메타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I2-통계량이 25%

이하이면 ‘낮은 이질성’, 25~50% 이면 ‘중간정도의 이질

성’, 그리고 75% 이면 ‘높은 이질성’으로 해석한다.[19] 

개별연구물을 분석단위로 하여 전체평균 효과크기를 분

석한 결과 본 연구는 I2 값이 96.645%로 측정되어 이질성

정도가 매우 큰 편에 속하였다. 또한, Q-value는 387.527

로 p=0.000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므로 개별연구간 효과크

기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표본오차

(sampling error)와 랜덤오차(random error)까지 고려하는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에 의해 분석하였다

(Table 2). 

결과 및 고찰

1. 전체평균 효과크기

개별연구물을 분석단위로 하여 전체 효과크기를 랜덤효

과모형으로 측정한 결과 vision therapy가 양안시이상자들

에게 미치는 효과크기는 1.207이였으며(Table 3), 전체 효

과크기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0.830~1.585이었다. 이

는 Cohen[15]의 정의에 근거하여 큰 효과크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Vision therapy는 조절부족, 눈모임부족, 조절부족과 눈

모임부족이 있는 어린이,[10,11,20,21] 폭주부족을 가진 대학생

및 일반인[22,23]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왔다.

Sterner 등[6]은 조절기능이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플

리퍼를 이용한 vision therapy 실시 후 조절기능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폭주부족, 개산과다, 기본형 외사위, 기본형

내사위, 그리고 이향운동이 용이하지 않을 때 vision

therapy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Cooper 등[24]의 연구

에 의하면 치료군은 굴절력이 있는 렌즈를 사용하고 대조

군은 평면렌즈로 조절용이 훈련을 실시하여 치료효과를

평가한 결과 vision therapy는 눈 증상을 제거하고 양안시

기능을 개선시킴으로써 심리적인 영향에 의한 위약효과가

아닌 실제 치료효과가 높다고 증명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의 분석결과는 vision therapy가 양안시기능 및 자각적 증

상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개별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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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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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mpling of homogeneous assay results

N Qb p I2

14 387.527 0.000 96.645

N: number of studies included, Qb: Cochran's Q test of heterogeneity

between studies P: homogeneous assay statistics for the significant

level value, I2: percentage of overall variance that is attributable

to heterogeneity between studies 



Vision Therapy 프로그램의 양안시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205

Vol. 20, No. 2, June 2015 J Korean Ophthalmic Opt Soc.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양안시이상 유형별 평균 효과크기

양안시이상 유형에 대한 전체평균 효과크기를 버전스

이상, 조절기능이상, 그리고 조절기능이상과 버전스 이상

을 함께 수반한 그룹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Table 4). 버

전스 이상에 따른 vision therapy의 효과크기(2.989)가 조

절기능이상의 효과크기(0.868)와 조절기능이상과 버전스

이상을 함께 수반한 그룹의 효과크기(0.692) 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났다. 

Helveston[25]은 vision therapy가 버전스 이상에 해당하는

폭주부족 환자의 폭주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고 말한 바 있으며, vision therapy 후에 양안시기능을 측

정한 결과 외사위가 감소하고 양성융합여력, 양안 최대조

절력 및 조절지체의 증가를 보였으며,[10,26-28] 자각증상이

감소하고 눈모음근점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29]

Lee[10]는 버전스 이상이 있는 어린이 집단에서 기준에 만

족하는 치료율은 70%, 향상률은 95%라고 하였으며,

CITT Study Group[7]은 눈 증상과 근거리 융합버전스가 모

두 정상값을 만족하는 향상률이 87.5%로 보고하였다. 

조절부족 환자는 vision therapy 프로그램 실시 후 눈 증

상이 제거되고 최대조절력, 양성상대조절력, 음성상대조절

력, 단안조절용이성 그리고 양안조절용이성의 증가[10,24,30]

및 양성융합버전스와 음성융합버전스가 향상되었다고 보

고하였다.[3] 조절기능 향상을 위한 vision therapy는 렌즈

나 거리의 변화를 이용하여 조절자극과 이완을 주는 훈련

법으로 조절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불수의근인 섬모

체근의 훈련에 의해서 양성융합버전스와 음성융합버전스

를 향상시킨다.[31] Lee[10]는 조절이상이 있는 어린이 집단

에서 기준에 만족하는 치료율과 향상률은 모두 62.5%라

고 하였으며, Daum[3]은 96명 환자의 53%에서 눈 증상과

조절력 그리고 조절용이성 모두 치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조절기능이상과 버전스 이상을 함께 가진 그룹의 vision

therapy에 의한 치료율은 33.3%, 향상률은 66.8%로 보고

되었으며,[10] Shin[11]과 Mazow 등[32]은 치료율이 각각

61%와 65%로 보고하였다. 치료율과 향상률의 성공분류

기준의 차이로 인해 연구자들마다 결과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체로 버전스 이상의 치료율이 높고 다

음으로 조절기능이상, 조절기능과 버전스 이상을 동시에

가진 그룹 순이었다.

3. 처치특성에 따른 효과크기 

1) 대상특성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연구 대상특성에 따라 양안시이상 그룹, 양안시이상이

있는 학습장애 그룹, 그리고 양안시이상과 학습장애와

ADHD가 있는 그룹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효과크기를 산

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양안시이상이 있는 그룹의

vision therapy는 2.509(K=90, 95% 신뢰구간 2.123~2.896)

Table 3. Random-effects model - studies effects

N ES SE 95% CI

14 1.207 0.193 0.830~1.585

N: number of studies included, ES: effect size, SE: standard

errors, CI: confidence interval for the average value of ES

Table 4.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dependent variables by vision therapy

Type of binocular vision K ES SE 95% CI Qb p

VD 83 2.989 0.240 2.519~3.460

136.742 0.000AD 32 0.868 0.224 0.428~1.307

CAV 63 0.692 0.092 0.512~0.872

VD: vergence dysfunctions, AD: accommodative dysfunctions, CAV: accommodative dysfunctions and vergence dysfunctions, K: number

of the effect size, ES: effect size, SE: standard errors, CI: confidence interval for the average value of ES, Qb: Homogeneous test of

statistics, P: Homogeneous assay statistics for the significant level value

Table 5.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vision therap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K ES SE 95% CI Qb p

BD 90 2.509 0.197 2.123~2.896

62.514 0.000LD 68 0.834 0.105 0.628~1.039

LA 20 0.731 0.165 0.407~1.054

BD: binocular dysfunctions, LD: binocular dysfunctions with ADHD, LA: binocular dysfunctions, learning disability, and ADHD, K:

number of the effect size, ES: effect size, SE: standard errors, CI: confidence interval for the average value of ES, Qb: Cochran's Q test

of heterogeneity between studies, P: homogeneous assay statistics for the significant leve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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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두 그룹의 효과크기 보다 큰 효과를 보였으며, 범

주간의 차이는 Q between 검정 결과 62.514로 나타나 vision

therapy는 대상특성에 따라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대상특성과 종속변인에 따라 vision therapy의 평균 효

과크기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으

로 해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양안시이상이 있는 버전스 이상 그룹과 조절기능과 버전

스 이상을 함께 가진 그룹으로 이분화하여 분석한 연구

에서는 버전스 이상의 효과는 1.477(K=80, 95% 신뢰구

간 1.328~1.625)로 큰 효과크기로 평가 되었으며, 조절

기능과 버전스 이상을 함께 가진 그룹의 효과는

0.512(K=10, 95% 신뢰구간 0.360~0.664)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였다.

양안시이상이 있는 학습장애 그룹의 버전스 이상의 효

과는 2.365(K=3, 95% 신뢰구간 1.784~2.946), 조절기능

이상의 효과는 0.551(K=32, 95% 신뢰구간 0.325~0.777),

그리고 조절기능 이상과 버전스 이상의 효과는 0.583

(K=33, 95% 신뢰구간 0.490~0.675)으로 버전스 이상

(ES=2.365)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조절기능과

버전스 이상(ES=0.583), 그리고 조절기능 이상(ES=0.551)

의 순이었다. 양안시이상 그룹과 양안시이상과 학습장애

를 함께 가진 그룹 모두에서 조절기능과 버전스 이상을

함께 가진 대상자는 효과수준이 중간 정도였다. 이점은 앞

서 논의한 양안시유형에 따른 vision therapy 효과가 버전

스 이상 그룹에서 가장 컸고, 조절기능과 버전스 이상을

동시에 가진 그룹에게서 효과가 낮았다는 점과 같은 맥락

이다. 

Vision therapy는 눈 증상으로 인한 학습장애를 개선시

킴으로써 학업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

고되고 있다.[4,5,9,11,33] 특히 vision therapy가 대뇌, 소뇌, 전

두엽,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와 매우 유의한 관련이 있어서,[27]

전두엽과 관련이 있는 ADHD의 증상 개선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근거리 작업과 학업수행에 있

어서 눈의 피로감, 두통, 불편함 등 다양한 자각증상이 생

기는 것을 고려할 때,[34] 중복장애를 가진 그룹의 경우 지

속적인 시각시스템의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집중이 결여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복장애가 없

는 양안시이상 그룹이 학습장애 또는 ADHD를 가진 그룹

보다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vision therapy에 의한

양안시기능 및 증상의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dependent variables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ependant 

variables
K ES SE 95% CI Qb p

BD
VD 80 1.477 0.076 1.328~1.625

147.076 0.000

CAV 10 0.512 0.078 0.360~0.664

LD

VD 3 2.365 0.297 1.784~2.946

AD 32 0.551 0.297 0.325~0.777

CAV 33 0.583 0.047 0.490~0.675

BD: binocular dysfunctions, LD: binocular dysfunctions with ADHD, VD: vergence dysfunctions, AD: accommodative dysfunctions,

CAV: accommodative dysfunctions and vergence dysfunctions, K: number of effect size, ES: effect size, SE: standard errors, CI:

confidence interval for the average value of ES, Qb: Cochran's Q test of heterogeneity between studies, P: homogeneous assay statistics

for the significant level value 

Table 7.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way of progress of the subjects of vision therapy

Subgroup within study K ES SE 95% CI Qb p

Number of times a week

6times 21 0.487 0.144 0.206~0.768

91.782 0.0007times 62 2.310 0.236 1.847~2.774

More than 8 times 37 0.643 0.108 0.432~0.854

Training period

6weeks 14 1.548 0.475 0.617~2.479

28.866 0.0008weeks 84 2.019 0.164 1.697~2.341

12weeks 67 0.938 0.119 0.705~1.172

K: number of the effect size, ES: effect size, SE: standard errors, CI: confidence interval for the average value of ES, Qb: Cochran's Q

test of heterogeneity between studies, P: homogeneous assay statistics for the significant leve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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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방법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당횟수별 평균 효과크기

는 주당 7회의 처치 때 2.310(K=62, 95% CI=1.847~2.774)

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주당 8회 이상의 처치와

주당 6회의 처치는 각각 0.643(K=37, 95% CI=0.432~0.854)과

0.487(K=21, 95% CI=0.206~0.768)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

기를 보였다. Vision therapy의 처치기간은 6주, 8주, 그리

고 12주로 분류하여 각 범주의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처치

기간이 8주 때의 효과는 2.019(K=84, 95% CI=1.697~2.341)로

가장 높았으며, 6주 때의 효과는 1.548(K=84, 95%

CI=0.617~2.479), 그리고 12주의 효과는 0.938(K=84, 95%

CI=0.705∼1.172)이었다. 처치기간 6주, 8주, 그리고 12주

모두 효과크기가 Cohen의 기준인 0.8 이상이므로 높은 효

과크기를 보였다(Table 7). 

Table 8은 진행방법과 종속변인별 평균 효과크기를 나타

낸 것으로 주당 7회의 처치 때 버전스 이상의 효과는

2.252(K=54, 95% CI=1.740~2.764)로 높은 효과크기를 보

였으며, 주당 8회의 처치도 버전스 이상의 처치효과가

1.126(K=42, 95% CI=0.523~1.730)으로 높았다. 결과적으

로 vision therapy의 주당 횟수에 따른 종속변인별 효과크

기는 다르며, 버전스 이상 그룹은 주당 7회의 처치를 하였

을 때 효과가 컸다. 

6주 동안 처치한 버전스 이상 그룹의 효과크기는

2.376(K=9, 95% CI= 0.597~0.828)으로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조절기능 이상이 있는 그룹과 조절기능과 버전

스 이상이 함께 있는 그룹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

하여 의미있는 효과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석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8주 동안 처치한 버전스 이상 그룹의 효

과크기는 3.387(K=63, 95% CI=2.799~3.976)로 높은 효과

크기를 보였으며, 조절기능과 버전스 이상이 함께 있는 그

룹은 0.496(K=21, 95% CI=0.400~0.592)으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12주 이상 처치한 조절기능 이상이 있는 그룹의 효과는

0.903(K=27, 95% CI=0.404~1.403)이었고, 조절기능과 버

전스 이상이 함께 있는 그룹의 효과는 0.712(K=42, 95%

CI=0.597~0.828)였다. 조절기능이상이 있는 그룹은 높은

효과크기, 조절기능과 버전스 이상이 함께 있는 그룹의 효

과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Lee 등[26]은 폭주부족 환자의 사위도 및 여력이 매우 부

족한 경우 3일에 한번, 그 외 일주일에 한번 클리닉 방문

을 요청하고, Home therapy를 매일 실시한 8주간의 시기

능 훈련은 양성융합여력이 증가되어 외사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Daum[35]은 내편위 환자에게

7주간, 주당 50시간의 시기능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음성

융합여력의 증가와, 원거리 근거리 모두 내사위 감소 또는

외사위의 증가를 보인다고 하였다. Scheiman 등[8]은 눈모

임부족이 있는 9∼18세를 대상으로 클리닉과 가정에서 12

주 동안 주당 6회의 vision therapy를 실시한 연구결과 약

7주 후 눈 증상이 제거되었고, 양안시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Vision therapy는 환자가 클리닉센터에 방문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과 가정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

나 가정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보다 클리닉에서 훈련

을 진행하는 방법이 시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고 알려져 있다.[8,36]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전문가의 직접

적인 중재여부와 대상자의 바른 훈련태도나 자세에 기인

Table 8.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dependent variables by the way of progress

Subgroup within study
Dependant 

variables
K ES SE 95% CI Qb p

Number of times a 

week

6 Times CAV 21 0.487 0.144 0.206~0.768

106.579 0.000
7 Times

VD 54 2.252 0.261 1.740~2.764

CAV 7 2.207 0.388 1.547~3.067

More than eight times
VD 23 1.126 0.308 0.523~1.730

CAV 37 0.643 0.108 0.432~0.854

Training period

6 Weeks VD 9 2.376 0.059 0.597~0.828

93.286 0.000
8 Weeks 

VD 63 3.387 0.300 2.799~3.976

CAV 21 0.496 0.049 0.400~0.592

12 Weeks
AD 27 0.903 0.255 0.404~1.403

CAV 42 0.712 0.059 0.597~0.828

VD: vergence dysfunctions, AD: accommodative dysfunctions, CAV: accommodative dysfunctions and vergence dysfunctions, K: number

of the effect size, ES: effect size, SE: standard errors, CI: confidence interval for the average value of ES, Qb: Cochran's Q test of

heterogeneity between studies, P: homogeneous assay statistics for the significant leve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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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며 단순히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임상현장의 여건

을 고려할 때, 클리닉에서만 훈련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문 클리닉과 가정에서의 훈

련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에서 훈

련할 경우 중재자의 중재방법과 대상자의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Shin[11]은 조절이상과 버전스 이상이 동반된 양안시이상

이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학교에서는 60분씩

주 2회, 가정에서는 1일 30분씩 주 5회 실시한 시훈련은

조절력, 단안조절용이성, 눈모임근점, 그리고 근거리 양성

융합버전스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Lee[10]는

12주 동안 학교에서는 주당 3회, 1회 40분씩 훈련하고 가

정에서는 주당 5회, 1회 30분씩 시훈련을 실시하여 양안

시이상 어린이뿐만 아니라 ADHD 증상이 있는 어린이의

조절기능과 버전스기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

다. Scheiman과 Wick[31]은 조절기능과 버전스 이상이 동반

된 경우의 vision therapy 프로그램은 주당 1~2회, 1회 60

분, 12주 정도의 클리닉 치료를 시행했을 때 효과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개별연구물은 버전스 이상이나 중복장애를

가진 조절기능과 버전스 이상을 함께 가진 그룹을 대상으

로 한 연구보다 조절기능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

적으로 적어 조절기능이상에 대한 주당횟수와 처치기간에

대한 효과를 해석할 수 없었다. 앞으로 조절기능이상에 관

한 vision therapy의 효과성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개별연구물들

의 vision therapy에 대한 회기당 소요시간에 따른 정보의

제시가 부족하여 정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본 개별연

구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14편 중 5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을 포함한 연구가 7편으

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회기당 적절한

시간의 산출과 관련하여, 저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2~3차

례 회기당 30~40분 정도, 고학년은 회기당 45분~1시간 정

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37,38] 또한, 2009년에 개정한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초등학생의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심리학적인 견해를 참고하

여 vision therapy에서도 집중력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시

간을 근거로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단지 훈련의

횟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한편으로 처치자는 환자의 눈 증상을 과학

적인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파악한 후, 각 증상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vision therapy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

용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결과적으로 양안시이상자의 시기능 개선을 위한 vision

therapy를 실시할 때에는 눈 이상의 정도, 눈 이상의 중복

성 여부, 대상자의 연령 등에 따라 주당횟수, 회기당 처치

시간, 그리고 처치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성장

발육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처치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자칫 집중력이 흐려지고, 학교 교육과

정이나 방과 후 학습활동, 가정환경 등 대상자와 처치자를

둘러싼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

치자에 의한 개인차를 줄이고 vision therapy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vision therapy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표준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라 하겠다. 

결 론

메타분석에서 vision therapy의 전체평균 효과크기를 랜

덤효과모형으로 측정한 결과, vision therapy가 양안시이상

자들에게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는 1.20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효과크기의 해석기준에 근거하여 큰 효과크

기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vision therapy가

양안시이상자들의 시기능 개선에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

이다. 

대상특성에 따른 효과크기는 중복장애가 없는 양안시이

상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vision therapy가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였으며, 대상특성에 따른 종속변인별 효과크기

에 대한 분석결과는 양안시이상만 있는 경우 버전스 이상

의 효과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조절기능과 버전스 이상이

동반된 경우로 나타났다. 

처치기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6주와 12주의 처치 보다 8

주의 처치에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종속변인별 효과크

기에서 버전스 이상 그룹은 주당횟수, 처치기간 모두 각각

7회, 8주 때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중복장애를 가진 조

절기능과 버전스 이상을 함께 수반한 그룹은 주당횟수 7

회, 처치기간 12주로 하는 것이 다른 진행 횟수와 기간보

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연령, 눈 증상과 중복장애 여부 등에 따라서 처치기간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임상현장 및 교육현장에서 많이 적용되어온

vision therapy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그 효과를 수량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안시이상자

들을 위한 vision therapy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

인들을 유목화하고 그 효과크기를 측정한 것은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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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y의 실제적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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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order to aggregat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binocular vision function by vision therapy, total

mean effect size, mean effect size by dependent variables, and effect size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characteristics of treatment were analyzed by meta-analysis.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14 Korean

National primary studies, which reported effects of vision therapy programs, using meta-analysis. Results: The

effect size of total mean was 1.207, which showed high effect. The mean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sub-

category of the binocular dysfunctions was the highest for vergence dysfunctions group (2.989), followed by

accommodative dysfunctions group (0.868) and group with both vergence dysfunctions and accommodative

dysfunctions (0.692).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as the highest in the vision

therapy conducted in the binocular dysfunctions group (2.509) that had no other dysfunctions. The mean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number of programs was the highest (2.310) for 7 times a week. Vision therapy for

improving the binocular functions was the most effective (2.019) in 8 weeks later from vision therapy start.

Conclusions: It can prove that the therapy for the improvement of binocular vision function is effective through

that each result of the vision therapy effect is converted to mean effect size, and being objectifying the mean

effect size.

Key words: Binocular dysfunctions, Accommodative dysfunction, Vergence dysfunction, Vision therapy, Meta-

analysis, Effect s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