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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시아동 어머니의 가림치료 교육의 효과

한승희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the Mother's about Amblyopia Occlusion Therapy 

Seung-Hee Han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요  약  약시아동의 시력개선을 목 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림치료는 부모의 조 하에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는 약시아동 어머니를 상으로 가림치료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여 약시아동의 시력을 향상시키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를 감소시키며 부모 효능감을 높이고자 실시한 비동등성 조군 후 실험설계이다. 본 연구는 2010년 3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G시 소재 일 학병원 안과 외래에서 통원 치료하는 약시아동 어머니 60명(실험군 29명, 조군 31명)을 상으로 
하 다. 본 로그램은 실험군에게 총 24주 동안 가림치료 어머니를 상으로 실시되었다(면 면 상담, 화 상담 등). 자료
수집에서 시력측정은 유아용 시력표를 이용하 으며, 양육스트 스, 부모효능감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0.0을 이용하여 χ2-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 t-test  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하 다.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시력개선 수가 유의하게 높았고(우측, F=40.64, p<.001, 좌
측, F=10.28, p<.001), 양육 스트 스가 낮았고(F=9.85, p=.003), 부모 효능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F=22.19, p<.001). 이상의 
연구 결과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은 약시아동의 시력개선과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낮아지고, 부모효능감이 높아
지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mother's education about amblyopia occlusion 
therapy on parenting stress and efficacy and the visual acuity improvement of the amblyopia child. The study was
designed 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quasi-experimental study. The mothers with amblyopia 
children who signed the consent form were assigned to one of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29) and control 
group (31).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5 to October 5, 2010, at G university hospital outpatient department
located in G city. The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Mothers Education about Amblyopia 
Occlusion Therapy for 24 weeks, which included face to face consultations, telephone counseling, etc.. The degree
of parenting stress and efficacy were measured by using questionnaires and the visual acuity was measured by visual
examina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χ2-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t-test and Repeated Measure
ANOVA using SPSS PC+20.0 for Window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after the therapy. The experimental 
group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visual acuity (Rt, F=40.64, p<.001, Lt, F=10.28, p<.001), lower parenting 
stress scores (F=9.85, p=.003) and higher parenting efficacy scores (F=22.19, p<.001) than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the Mothers about Amblyopia. Occlusion Therapy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visual acuity of the amblyopia children, and decreasing the parenting stress and enhancing the parenting efficacy of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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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약시는 어린이에서 교정시력 하의 가장 흔한 원인으

로, 유병률은 인구의 약 2.0∼2.5%로 추정된다[1] 약
시는 출생 후 시자극이 조 되는 민감기에 한 자극

이 주어지지 않아서 시력발달이 이우러지지 않은 경우이

고, 정확한 상에 의한 시자극 결핍이나 비정상 인 두  

상호견제작용에 의하여 단안 는 양안에 나타나는 시력

하로서 검사상 안 의 기질  이상이 없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정상시력으로의 회복이 용이

하다[2]. 약시가 확인된 시 에서 “바로”, “종일가림을”, 
“높은 순응도로”, “충분한 기간 동안 시행하는 것” 등이 
시력개선을 한 최 조건으로 볼 수 있다[3].
약시의 치료방법으로는 건안을 안 로 차폐하는 가림

치료가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4] 가림치료는 
3∼6개월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5]. 따라서 약시 치료에서 가장 요한 은 약시 치
료의 목 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올바르게 교육하여 시력

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동기부여 하고 처음

시작부터 가림치료를 철 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5]. 
가림치료의 실패원인으로 무 심, 열악한 가정환경, 

환자의 정서상태, 굴 이상에 한 불완  교정, 그리고 
불충분한 가림치료 실시 등을 들 수 있는데 환자와 보호

자가 가림치료의 요성을 잘못 인지하여 불충분한 가림

치료를 실시하 던 것 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으로 나타

났다[6]. 
장기간의 치료기간 동안 아동과 보호자, 의사 모두의 

치료의지가 약화되어 간에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양안

의 시력차와 입체시의 결여로 인해 평생 장애가 남게 된

다. 따라서 약시로 인한 장애를 방하기 해서는 약시
를 조기에 발견하여 철 하게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7]. 
약시아동의 가림치료에 한 기존 연구에서 치료의 성패

를 좌우하는 요한 요인으로 순응도를 보고하고 있으나

[8], 보호자 특히 어머니의 심과 성의가 치료의 결과에 
큰 향을 미친다고 하 고[9], 보호자가 가림치료를 시
행하는 동안 계속 으로 환아를 돌보아야 함으로 보호자

의 교육 로그램의 필요성이 실한 실정이다.
한 사회 어머니의 사회참여가 증가되고 있고 

자녀양육과 가사로 인한 책임과 부담이 가 되고 있다. 
특히 약시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에게 시행되는 진단 검

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불안, 공포, 무기력 등의 정서  반

응을 겪게 되므로 양육 스트 스가 매우 높다는 보고가 

있다[10]. 어머니가 양육 스트 스를 받게 되면 어머니

뿐만 아니라 양육 태도에도 향을 주게 되어 자녀의 성

장발달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11]. 특히 아동의 
시력 하 뿐만 아니라 안질환과 련되어 발육지연, 학
교생활의 불편감, 치료가 늦어지거나 못하게 되면 성인
이 되어서는 교정이 안 되므로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12, 13]. 기존의 선행
연구로는 등학생 장애자녀 어머니 교육 로그램[14], 
등 장애아 어머니를 상으로 한 처훈련 로그램

[15] 등이 있었으나 사시아동 어머니를 상으로 한 교
육 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양육 스트 스와 부모의 양육 행동에 매개 인 역할

을 하는 부모효능감은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이며, 자
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

미한다[16]. 부모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극 인 행 가 

가능하며 어떠한 어려운 역경에 놓이더라도 부모는 어려

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념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17]. 기존의 선행연구로는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은 어
머니의 교육수 , 취업여부, 사회  지원 등에 향을 받

으며[18], 양육 스트 스가 부모 효능감에 부  상

계를 나타내고 있어 [19-21] 양육 스트 스와 부모 효능

감은 부모의 역할 수행  특히 자녀 발달과 환아 간호

에 향을 을 알 수 있었다. 약시아동의 가림치료와 같
이 어머니가 아동의 치료에 하게 조해야 하는 장

기 인 질환은 부모교육 로그램을 통해서 양육 스트

스와 부모효능감에 향을 미치고 있으나 약시아동 어머

니를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이 

약시아동의 시력개선과 약시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고자 본 연구

를 시도하 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약시아동 어머니를 상으로 한 가

림치료 교육 로그램이 약시아동의 시력개선과 약시아

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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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이 약시아동

의 시력개선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

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 학교 병원 임상시험심사 원회(IRB: 
No. 2010-03-046)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 으며, 연구
상자 수는 유의수  α=0.05, 집단 수 2(u=1), 효과크
기를 간 이상인 .40, 검정력을 .80으로 하여 Cohen이 
제시한 표를 이용 각 집단 26명으로 총 52명이 필요하
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조군 각각 30명 수
으로 상자수를 결정하 다. 연구자가 연구의 목 과 

내용을 설명하고, 상자의 허락을 받은 후, 설문지를 
상자가 직  작성하도록 하 다.

상자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1) 약시아동
가) 의사로부터 약시로 진단 받은 아동으로 약 물을 
복용하지 않은 자

나) 약시 외에 선천성 백내장이나 안진 등 다른 안질
환이 없는 자

2) 어머니
가) 의사로부터 약시로 진단 받은 아동의 어머니
나) 연구 목 을 이해하고 로그램에 참여의사 를 표

명한 어머니

다) 약시 교육 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어머니

2.3 연구 도구

2.3.1 양육 스트레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부모의 양육 스트 스를 측정

하기 해 Abidin[22]이 개발한 양육 스트 스(Parenting 
Stress Index/Short From; PSI/SF) 측정도구로 5  척도

로 구성되었으며,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92
고, 본 연구의 비조사에서는 .94이었으며, 본 조사에
서는 .95이었다.

2.3.2 부모 효능감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23]
이 개발한 16문항으로 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24]가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 고 5  척도로 구성되었다. 신숙재[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의 
비조사에서는 .63이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80이었다.
 
2.3.3 시력검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진용한 유아용시력표(4m)를 
이용하여 시력을 측정하 고 안과 외래의 고른 조명하에 

검사거리를 수하여 시행하 으며, 시력표에서 한 에 
5개의 시표  3개 이상을 맞춘 경우 그 의 시력으로 
인정하 다. 

2.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2.4.1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교육 로그램은 가림치료 아동의 어머니들을 

상으로 상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 화 상담, 면담을 
병합하여 만든 교육 로그램이다. 교육 로그램의 내
용은 련분야의 문가 집단(간호학과 교수 3인, 안과
의사 1인, 안과 수간호사 1인)과 약시아동 어머니 2인에
게 자문을 구해 수정, 보완하여 총 24주 로그램 구성
으로 최종 완성하 다.

2.4.2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자

료수집

설문을 받기  연구 상 병원의 간호부장에게 사  

조를 얻어 연구자가 외래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 , 필
요성, 방법, 설문지  동의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여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연구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하 다. 설문지는 집단 배부 후 작
성하 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 으며 작성시간은 

10-15분이 소요되었다. 
본 로그램은 실험군에게 총 24주 동안 가림치료 어

머니를 상으로 한 교육 로그램과 면 면 상담, 화
상담 등의 내용으로 운 되었다. 첫 8주간 교육 로그
램과 면 면 상담은 1주, 3주, 5주, 7주에 실시하 고 

화상담은 2주, 4주, 6주, 8주에 격주로 실시하 다. 교육 
로그램과 면 면 상담은 총 4회로 격주 1회 90분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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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고, 화상담은 총 4회로 교육이 없는 격주 1회 
10∼20분씩 실시하 다. 다음 9주부터 24주 동안은 반
복 교육으로 병원 방문 시 경험나 기, 가림치료 실천수
첩 체크리스트 검,  운동과 이완요법 실습, 면 면 

상담 등을 10주, 12주, 14주, 16주, 18주, 20주, 22주에 
실시하 고, 화상담은 9주, 11주, 13주, 15주, 17주, 19
주, 21주, 23주에 격주로 실시하 다. 24주에는 자조모
임을 결성하고 수료증을 교부하 다.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 증진 략으로 언어  설득은 

‘약시와 가림치료에 하여’, ‘어린이  리의 요성’, 
‘시력강화를 한  운동’, ‘스트 스 이완요법’등의 교
육과 면 면 상담, 화상담을 사용하 고, 성취완성은 
밝은  지킴이 운동 시범  실습, 가림치료 실천수첩 
우수 수행자 표창, 스트 스 이완요법 우수 수행자 표창, 
가림치료 실천수첩 검 등을 사용하 다. 리경험은 

약시아동 어머니 소개, 밝은  지킴이 운동 CD 동 상 

시청, 일주일간의 가림치료 실천 시 문제 에 해 의견 

공유, 스트 스 이완요법 테이  청취 등을 사용하 고, 
정서  이완은 스트 스 이완요법, 화상담 자조모임 

등을 사용하 다. 조군에게는 실험처치에 해당되는 
로그램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첫 번째 사후조사 후 보상

으로 조군에게 가림패치를 제공하 고, 두 번째 사후
조사 후 보상으로 가림치료 실천수첩, 이완요법 오디오 
테이 , 밝은  지킴이 운동 CD, 가림패치, 어린이  
리 책자를 제공하 다.

2.5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PC 20.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산통계 처리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실험군과 조군 두 집단 간의 사  동질성 검증

은 Chi-square,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t-test, 
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Repeated Measure 
ANOVA를 하 다. 각 시 별로 실험군, 조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t-test를 하 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을 구하 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3.1.1 일반적 특성별 동질성 검증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상자는 실험군 29명, 조군 31명으로 총 60명으로 조
사되었다. 약시아동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6.3세, 조군 
6.8세 다. 한 약시아동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실험군 

36.4세, 조군 37.9세 고, 교육수 은 고졸 이상이 실

험군 62.1%, 조군 58.1%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서 직업이 없는 어머니가 실험군 69.0%, 조군 64.5%
고, 경제 상태는 정도가 실험군 55.2%, 조군 

54.8% 다. 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실험군 

69.0%, 조군 54.8% 다.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간에 동

질성이 확인되었다(p>.05)[Table 1].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0)

Characteristics

Exp.
(n=29)

Cont
.(n=31) χ2/t p

N(%)  N(%)

Children Gender
Male 16(55.2) 19(61.3)  0.23  .631

Female 13(44.8) 12(38.7)

Age(yrs)

3-6 16(55.2)  14(45.2)  1.62  .446

7-8  6(20.7)  11(35.4)   

9-10  7(24.1)  6(19.4)

Mother

Age(yrs)

≥ 29  3(10.3)  1( 3.2) -  .526*

30-39 19(65.6)  21(67.7)   

≤ 40  7(24.1)  9(29.1)

Education
≥ High school 18(62.1) 18(58.1)  0.10  .752

≤ University 11(37.9) 13(41.9)

Occupation
Have  9(31.0) 11(35.5)  0.13  .715

Have not 20(69.0) 20(64.5)

Economic
status

Upper  5(17.2)  4(12.9) -  .938*

Middle 16(55.2) 17(54.8)

Lower  8(27.6) 10(32.3)

Religion
Have 20(69.0) 17(54.8)  1.27  .261

Have not  9(31.0) 16(45.2)

 

3.1.2 질병관련 특성 동질성 검증

약시아동 질병 련 특성은 Table 2와 같으며, 약시 진
단을 받은 기간은 실험군, 조군 모두 평균 3개월, 사시 
수술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실험군 69.0%, 조군 

48.4%, 가림패치 사용 평균 기간은 실험군 2개월, 조

군 3개월이었다. 약시의 종류는 실험군 79.3%, 조군 

83.9%로 사시성 약시가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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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약시아동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동의 건강상태

는 보통 이상이 실험군 86.2%, 조군 87.1%로 부분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시의 인지에서 인지하지 못
한다가 실험군 58.6%, 조군 41.9%이었다. 한 가림

치료 방법 인지에서 인지하지 못한다가 실험군 79.3%, 
조군 58.1%로 부분 가림치료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
고 있었다. 가림치료에 한 교육은 실험군, 조군 모두 
100% 가까이 요구하고 있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질병
련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p>.05)[Table 2].

Table 2. Homogeneity Test of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0)

Characteristics  

Exp.
(n=29)

Cont.
(n=31)

χ2/t p
N(%)

/M±SD
 N(%)

/M±SD)

Children

Illness 
3.0±2.1 3.2±2.6 -0.32  .753

Duration(mth)

Strabismus Done  9(31.0) 16(51.6)  2.61  .106

Operation Never 20(69.0) 15(48.4)

Occlusion 
therapy 

duration(mth)
2.2±1.5 2.8±1.8 -1.43  .156

Amblyopia 
Type

Strabismic 
Amblyopia 23(79.3) 26(83.9) - .884*

Anisometropic 
Amblyopia  4(13.8)  3(9.7)

Organic 
Amblyopia  2(6.9)  2(6.5)

Mother

Perception of
Children's

health status

Healthy 25(86.2) 28(87.1) -
1.00

0

Not healthy  4(13.8)  5(12.9)

Amblyopia 
cognition

Yes
No

12(41.4)
17(58.6)

18(58.1)
15(41.9)

 1.67  .196

Occlusion 
therapy 

cognition

Yes  6(20.7) 13(41.9)  3.13  .077

No 23(79.3) 18(58.1)

Occlusion 
therapy 

education

Need 29(100) 30(96.8) - 1.00
0

No need  0(0.0)  1(3.2)

 *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3.2 시력, 양육 스트레스, 부모효능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

로그램 실시  실험군과 조군간의 우측 시력, 좌
측 시력, 양육스트 스, 부모 효능감에 한 동질성을 검

증하 다. 로그램 재  우측 시력의 평균 수는 실
험군(0.55±0.25)이 조군(0.46±0.21)보다 높았으나,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좌측 시력의 평균 수는 실
험군(0.57±0.26)이 조군(0.58±0.20)보다 낮았으나,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양육 스트 스의 평균 수

는 실험군(86.93±24.45)이 조군(77.10±17.16)보다 높
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효능감 평균 
수도 실험군(30.62±4.95)이 조군(29.81±4.91)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집단의 좌우 
시력, 양육스트 스  부모 효능감 모두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p>.05)[Table 3].

Table 3. Homogeneity Test of Visual Acuity,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f the Subjects 

(n=60) 

Variables
Exp.(n=29) Cont.(n=31)

t p
M±SD M±SD

Rt. Visual Acuity  0.55±0.25(n=14) 0.46±0.21(n=20) -0.25 .807

Lt. Visual Acuity  0.57±0.26(n=15) 0.58±0.20(n=10) -1.43 .166

Parenting Stress 86.93±24.45 77.10±17.16  1.81 .075

Parenting Efficacy 30.62±4.95 29.81±4.91  0.64 .525

3.3 가림치료 어머니교육프로그램이 시력개선

에 미치는 효과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 재 후 실험군의 우

측시력의 하가 있는 약시아동의 우측시력은 실험  

0.55±0.25 에서 12주 0.69±0.26 , 24주 0.84±0.21
으로 증가하 고, 조군은 실험  0.57±0.22 , 12주 
0.59±0.20 , 24주 0.70±0.23  증가하 지만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실험 24주 후 변화 
정도에서 실험군은 실험 에 비해 0.29  증가한 반면, 
조군은 0.13  증가하 으며, 실험군이 조군보다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2.10, p=.043). 실험군과 
조군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40.64, p<.001), 시간과 집단 간 상호작용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F=6.03, p=.007)[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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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

Pre-test
1st 

Post-test
(12wks)

2nd 
Post-test
(24wks) Source F* p***

M±SD M±SD M±SD

Exp.
(n=15) 0.46±0.21 0.63±0.28 0.79±0.20 Group 0.11  .742

Cont.
(n=10) 0.58±0.20 0.58±0.21 0.63±0.30 Time 10.28 <.001

Time＊group  5.60  .007

t(p)** -1.04(.354) 0.78(.413) 1.57(.131)

Table 4. Repeated Measure ANOVA of Right Visual 
Acuity                             (n=60)

Group
(N)

Pre-test
1st 

Post-test
(12wks)

2nd 
Post-test
(24wks) Source F* p***

M±SD M±SD M±SD

Exp.
(n=14) 0.55±0.25 0.69±0.26 0.84±0.21 Group  0.87  .354

Cont.
(n=21) 0.57±0.22 0.59±0.20 0.70±0.23 Time 40.64 <.001

Time＊group  6.03  .007

t(p)** -0.25(.807) 1.17(.252) 2.10(.043)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Repeated Measure ANOVA
** t-test

Time(Right Visual Acuity)

0.69
0.55

0.84

0.59
0.57

0.7

0

0.2

0.4

0.6

0.8

1

1.2

pretest 12wks 24wks

Exp. Cont.(Scores)

 

Fig. 1. Change of the Scores of Right Visual Acuity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 재 후 실험군의 좌

측 시력에 하가 있는 약시아동의 좌측 시력은 실험  

0.46±0.21 에서 12주 0.63±0.28 , 24주 0.79±0.20
으로 증가하 고, 조군은 실험  0.58±0.20 , 12주 
0.58±0.21 , 24주 0.63±0.30  증가하 지만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실험 24주 후 변화 
정도에서 실험군은 실험 에 비해 0.33  증가한 반면, 
조군은 0.05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실험군과 조군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F= 10.28, p<.001), 시간과 집단 간 상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60, p=.007)[Table 5].

Table 5. Repeated Measure ANOVA of Left Visual 
Acuity                              (n=6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Repeated Measure ANOVA
 ** t-test

Time(Left Visual Acuity)

0.63

0.46

0.79

0.58
0.58

0.63

0

0.2

0.4

0.6

0.8

1

1.2

pretest 12wks 24wks

Exp. Cont.(Scores)

Fig. 2. Change of the Scores of Left Visual Acuity

3.4 가림치료 어머니교육프로그램이 양육스 

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 재 후 실험군의 양

육 스트 스 수는 실험 86.93±24.45 , 12주 
70.28±19.16 , 24주 61.31±8.15 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 고, 조군에서는 실험  77.10±17.16 , 12주 
81.42±14.65 , 24주 92.94±16.07 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실험 후 변화정도에서 실험군은 실
험 에 비해 25.62  감소한 반면, 조군은 15.84  증

가하 으며, 실험 12주와 24주에 실험군과 조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54, p=.014; t= 
-9.51, p<.001). 실험군과 조군 집단 간에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9.85, p=.003), 시간에 따른 
변화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68, p= .033), 시간
과 집단 간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7.33, 
p<.001)[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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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peated Measure ANOVA of Parenting 
Stress                              (n=60) 

Group
(N)

Pre-test
1st 

Post-test
(12wks)

2nd 
Post-test
(24wks) Source F* p***

M±SD M±SD M±SD

Exp.
(n=29) 86.93±24.45 70.28±19.16 61.31± 8.15 Group  9.85  .003

Cont.
(n=31) 77.10±17.16 81.42±14.65 92.94±16.07 Time  3.68  .033

Time＊group 37.33 <.001

t(p)** 1.81(.075) -2.54(.014) -9.51(<.00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Repeated Measure ANOVA
 ** t-test

Time(Parenting Stress)

70.28

86.93

61.31

81.42

77.1

92.94

0

30

60

90

120

150

180

pretest 12wks 24wks

Exp. Cont.(Scores)

Fig. 3. Change of the Scores of Parenting Stress

3.5 가림치료 어머니교육프로그램이 부모효 

능감에 미치는 효과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 재 후 실험군의 부

모-자녀 간 역기능  상호작용 수는 실험  

30.62±4.95 , 12주 31.55±4.69 , 24주 36.17±2.82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조군에서는 실험  

29.81±4.91 , 12주 30.74±4.60 , 24주 26.71±3.87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실험 후 변화정
도에서 실험군은 실험 에 비해 5.55  증가한 반면, 
조군은 3.10  감소하 으며, 실험 24주에 실험군과 
조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10.78, p 
<.001). 실험군과 조군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F=22.19, p<.001), 시간에 따른 변화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과 집단 간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06, p<.001)[Table 7].

Table 7. Repeated Measure ANOVA of Parenting 
Efficacy                              (n=60)

Group
(N)

Pre-test 1st Post -test
 (12wks)

2nd Post-test
(24wks) Source F* p***

M±SD M±SD M±SD

Exp.
(n=29) 30.62±4.95 31.55±4.69 36.17±2.82 Group 22.19 <.001

Cont.
(n=31) 29.81±4.91 30.74±4.60 26.71±3.87 Time  1.65  .199

Time＊group 25.06 <.001

t(p)** 0.64(.525) 0.67(.503) 10.78(<.00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Repeated Measure ANOVA
 ** t-test

Time(Parenting Efficacy)

31.55

30.62

36.17

30.74

29.81

26.71

0

15

30

45

pretest 12wks 24wks

Exp. Cont.(Scores)

Fig. 4. Change of the Scores of Parenting Efficacy

4. 논의 

어린이의 교정시력 하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약시는 

 인구의 2.0-2.5%로 매년 증가추세이나 조기에 발견
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정상시력의 회복이 용이하다[2]. 
약시 치료에서 가장 요한 은 치료의 목 을 올바르

게 교육하고 믿음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처음부터 

가림치료를 실시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5]. 이에 본 연
구는 가림치료 어머니를 상으로 한 가림치료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하여 약시아동의 시력, 약시아동 어
머니의 양육 스트 스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약시아동 어머니를 상으로 언어  

교육을 격 주 1회 8주간 실시한 후 24주 동안 격주 1회 
화 상담과 병원 방문 시 면담과 시력검사를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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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시간에 따른 시력개선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간의 시력개

선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우측 시력에 하가 있는 
아동의 우측 시력은 실험군이 조군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F=40.64, p<.001), 
시간과 집단 간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으며(F=6.03, 
p=.007), 좌측 시력에 하가 있는 아동의 좌측 시력도 
실험군이 조군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에 유의하게 높았

고(F=10.28, p<.001), 시간과 집단 간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다(F=5.60, p=.007). 
비록 실험군과 조군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군이 조군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력개선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임상  의

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Greenwald와 Parks[25]은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에 한 동기강화의 효과로 가림치

료 시작 3주 후 시력호 이 있었고, 치료 기 6개월 혹
은 1년 내의 치료 성공률을 보인 환자는 치료에 한 순
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기에[26] 가림치료 어머니
교육 로그램이 시력개선에 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뒷

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안재균 등[5]은 약시의 처음 가림
치료에 의한 효과가 외래 진료를 자주 오도록 하여 가림

치료를 잘하도록 교육하고 확인한 후 3∼6개월에 가장 
큰 시력변화가 나타났고, 단안 약시환자의 가림치료의 
효과에서 최고 시력에 도달한 평균 기간은 4∼6개월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 다[27].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을 받은 약시아동은 가림치료 수행

도  치료에 한 순응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높아

져 시력개선 정도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된다. 결국은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이 약시의 
시력개선 정도를 상승시켜 치료의 효과를 극 화 하고 

국가·경제 으로 환자의 시력 장애와 치료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부담을 감소시키는 요한 요인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양육 스트 스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

고(F=9.85, p=.003), 시간에 따른 변화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68, p=.033), 시간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7.33, p<.001). 가림치료 
어머니를 상으로 교육 로그램 재 후에 양육 스트

스를 종속변수로 측정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서 

이에 한 비교 논의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연구결과들
과 비교 논의하면, 장애자녀 일반 등학교 이지원을 
한 16주 동안 13회 부모교육 로그램을 받은 실험군 
어머니는 조군보다 양육 스트 스가 유의하게 감소하

고[28], 등학교, 학교 부모 상의 부모교육 로

그램이 부모의 양육 스트 스를 감소하 다는 보고와 맥

을 같이하여[29] 이는 양육 스트 스가 가림치료 어머니

교육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

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부모 효능감 정도를 검증한 결

과, 실험군이 조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F=22.19, p<.001), 시간에 따른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과 집단 간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25.06, p<.001). 가림치료 어머니를 상으로 교
육 로그램 재 후에 부모 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측정

한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없었기에 이에 한 비교 논

의는 어렵지만 다른 련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신
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받은 어머니는 부모 효능감

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30], 내면 아이상담을 활용한 
부모교육 로그램이 부모효능감이 증가하 고[31], 
PSWS 부모교육 로그램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반 으로 증진되었다는[31] 보고가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효능감이 12주째
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4주째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측, 좌측 시력개선 
정도는 24주에서 시력개선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나 부모 효능감이 약시아동의 시력 향상 정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기에 단기간의 

교육 로그램보다는 지속 인 교육 로그램과 추후 

리가 시력개선에 매우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은 약시아

동의 시간에 따른 시력개선에 임상 으로 의의가 매우 

큰 효과가 있었으며 약시아동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를 감소시키고, 부모 효능감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 용된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은 임상 실무에서 약시아동 어머니를 교육시킬 

수 있는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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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이 약시아동

의 시력개선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해 실시한 비동등성 조군 

, 후 실험설계이다.
실험군에는 총 24주간 실험처치(4회 교육, 12회 화

상담, 면 면 상담   운동, 이완요법 스트 스 등 11
회)를 하 고, 조군에게 실험처치는 하지 않았으나 실
험에 사용하는 교육 Kit를 제공하 다. 실험군, 조군 

모두 실험 , 12주, 24주에 걸쳐 양육 스트 스  부모 

효능감과 아동의 시력을 측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시력개선 간의 차이가 높을 것이다는 가설을 검증한 결

과 우측 시력에 하가 있는 실험군은 실험 후 조군보

다 시간 변화에 따른 시력개선 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F= 40.64, p<.001), 좌측 시력에 하가 있는 실험군은 
실험 후 조군보다 시간 변화에 따른 시력개선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10.28, p<.001). 가림치료 어머니교
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

다 양육 스트 스 정도가 감소되었고(F=9.85, p=.003) 
부모 효능감은 증가되었다(F=22.19, p<.001).
본 연구결과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양육 스트 스

는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부모 효능감은 유의하게 증가
되었다. 한 실험군의 약시아동은 조군 약시아동에 

비해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 시력이 빠르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가림치료 어머니교육 로그램은 약시아동 어머

니의 양육 스트 스, 부모 효능감은 물론 약시아동의 시
력개선에 있어 효과 인 간호 재라고 사료된다. 약시아
동과 어머니에 한 교육 로그램의 반복 연구를 통해 

효과 인 시력개선 재 로그램 개발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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