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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ith reduction of the number of student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predict number of potential students

for optometry course and number of optometry practitioners. Methods: A functional equation to predict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was made based on the data from statistics Korea,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Health Welfare White Paper. Using the functional equation, number of entrance students, number

of graduate, number of applicant for license examination and passing rate for license examination were calculated.

Results: The calculation expected that number of entrance students will be 1,527, number of graduate will be 1,267,

number of applicant for license examination will be 1,852 and passing rate for license examination will be 75% in the

year of 2020. With that calculation, the number of new optician with license will be 1,389. Conclusions: There will be

rapid reduction of the number of students who are willing to enter the optometry cour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standing organization which predict the number of demand and supply of medical technician and make long

term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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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87년 법률 제3949호로서 의료기사법에 제13조의3 제

1항, 제2항(안경사제 도)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약사법(제2조 제9항)상 의료용구의 일종으

로 취급되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외에는,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에 종사

하는데 대해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안경업소를

경영하려는 자나 의료행위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을 겸업하려는 안과의사는

위 법조항에 따른 등록만으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판

매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 개정된 의료

기사법은 안경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그 자격, 면허 등

을 규정하면서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과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으로 한정함과 동

시에 동법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에 대하여는 위 약사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1] 즉

안경사제도는 자격 없는 자가 함부로 안경이나 콘택트렌

즈를 조제·판매한다면 국민의 안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

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신설된 제

도로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은 다른 의료용구

등 판매업과는 달리 법적인 자격이 있는 안경사만이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안경사제도가 만들어 짐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이 필요하게 되었고, 1984년 대구보건대학교에 2년제 안

경광학과가 개설된 후, 많은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어 체계

적인 대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안경사 양성기관인 2년제

대학의 과정으로는 안경사 전반업무에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과 기술을 숙달하기에 부족하다는 송용주(1997년)의

연구에서[2]
 볼 수 있듯이 학제 변경에 대한 요구의 증대와

인식의 변화에 의해 2002년부터 교육부에서 제시한 조건

에 부합한 대학들은 교육부에 신청하여 안경광학과가 3년

제로 전환하였고, 2009년 6개의 2년제 대학과 21개의 3년

제 대학, 13개의 4년제 대학교, 6개의 대학원이 개설 운영

되었다. 사회적으로 안경사의 질적인 요구가 증대되어

1997년 4년제 대학인 서울산업대학교(현 서울과학기술대

학교)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었다. 개설 안경광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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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49개 대학에 개설되었다. 2015년에는 44개 대학

에서 1,864명 모집에 1,814명이 등록하였고, 약 22개 대학

에서 정원 내 미달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현재 2개의 2년

제 대학, 28개의 3년제 대학, 14개의 4년제 대학, 10개의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다.[3] 이와 같이 많은 양성기관들을

통하여 안경사들이 배출되었고(2015년 43,027명) 국민의

안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경사 수급에 대한 관련기관의 정책은 정해진

것이 없고, 고등교육법에서 안경사 양성기관의 학수연한

에 제한도 없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경사

직무의 제한 등과 같은 법률적인 지원이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법률적인 미비로 인하여 매년 약 1500명의 안경사

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경사의 구인난이 점

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전의 안경사의 수요와 공급을 정책하는 보고서조차도

방향이 없고,[4]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바뀌고 있다. 기본

적으로 오영호의 수급추계의 모델링이 잘못되어 있다. 안

경사들에 대한 현역활동 안경사, 손실인력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발표되는 보

고서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5-7]

학령인구 감소[8]와 대학구조개혁에[9] 따른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광학과의

수급과 예측되는 안경사 공급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

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학

령인구 감소에 따른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급되는 안경사의 수를 예측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보건복지백서의 자료, 교육통계

자료와 대학알리미 자료를 이용하여 학령인구감소의 함수

를 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안경광학과 입학학생 수의 함

수를 구하였다. 얻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안경광학과 정원

과 졸업생 수를 예측하였고, 안경사 면허 시험응시자들의

함수를 구하여 이에 따른 안경사 합격률에 따른 안경사의

공급을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학령인구의 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2022년까지 입학 정원을 10만명 감

축할 계획이며, 2016년 현재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축소

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정원 감축은 대부분의 대

학이 비특성화 분야의 정원 축소 및 모집중지가 아닌 모

든 전공에 동등한 비율로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질 뿐만 아니라 학생모집에 어려운 학과들을 정원을 감

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

여 안경광학과 정원도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정원 축소

와 동등한 경향으로 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먼

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감소함수를 구하였다. Fig. 1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함수를 보여 준다. 년도에 따른 학령인

구의 감소를 4차 함수로 피팅하였고, 그 결과 기울기 값을

2015년 안경광학과 입학생 수에 적용하여 이후 년도의 입

학생 수를 예측하였다.

Fig. 1에서 붉은 점선은 피팅커브로 2015년에서 2040년

까지의 고교졸업자 수로 피팅함수는 Y=0.10307+52.235x−

0.0769x2+3.7×10−5
x
3
−6.1×10−9

x
4이다.

Fig. 1. Fitting results for school age populations.[7]

Table 1. Number of incoming student vs high school graduate

Year
Number of high 

school graduate

Number of incoming student

4 year 2, 3 year

2000 868,366 175 1,663

2005 574,218 301 1,824

2010 638,216 729 1,812

2015 595,718 505 1,265

2016 575,166 488 1,222

2017 558,304 474 1,187

2018 546,062 461 1,154

2019 529,481 448 1,121

2020 456,463 436 1,091

2025 445,765 395 988

2030 440,837 381 953

2035 439,421 372 930

2040 432,391 369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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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생 수

Table 1은 고교졸업자 대비 안경광학과의 2015년까지의

실제 입학학생 수[10]와 2016년 이후는 예측된 값을 보여주

고 있다. 대학알리미를 통한 2016년 안경광학과 실제 입

학자 수는 1,758명이고 예측 값은 1,710명으로 48명의 차

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값과 매우 유사한 결과

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중도탈락

비율이 이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안경광학과 입학생 수는 정원 외를 포함하여 2010년에

2,541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복잡한 입학생 수는 시계

열 분석에 의한 입학생 수 예측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2

년제들의 경우에 한번에 3년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전화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어렵게 한다. 하지

만 입학생 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학령인구의 감

소이다. 또한 3년제 대학이 2년제로 학제를 바꾸는 상황

이어서 더욱 어렵게 한다.

Fig. 2는 학령인구감소 함수에 넣어 구한 예측된 입학학

생 수와 실제 입학 학생 수를 보여준다. 안경광학과 입학

정원의 급격한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2025년쯤에 되어서야 안정화 된다. 이러한 예상은 현재 안

경광학과 현황과 매우 비슷하다. 2015년 정원 내 미달대

학의 수가 22개에 이르고 있고, 입시경쟁률도 2002년 평

균 10.9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4.9까지 감소하며, 정원

외 입학 학생 수도 2003년 397명에 이르던 수가 2016년

에 102명으로 감소, 편입학생 수도 2003년 150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59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

경광학과의 선호도가 감소하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2017년도에도 2개의 대학이 학생 모집을 하지 않을 예

정이고, 대학구조개혁과 맞물려 학생의 정원을 감축시키

는 대학들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경광학과 입학정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폐쇄된 대학 정원, 감축된

정원, 학제 변경에 따른 감축정원 등을 교육부가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다시 인원을 증가시

킬 가능성이 있다.

Fig. 3은 2,3년제와 4년제의 입학학생 수의 실제 값과 예

측값을 보여주고 있다. 4년제에 비하여 2, 3년제의 학생

수가 더욱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3년까지의 2, 3년제

의 입학학생 수는 최대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4년제의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부터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 3년제의 경쟁률(4.5), 등록

률(90.6%)과 중도탈락률(8.3%)이 4년제의 경쟁률(5.4), 등

록률(97.7%)과 중도탈락률(3.4%)비하여 낮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에 따라서 2,3년제의 입학 학생 수가 더욱 빨

리 감소할 수 있다. 

2. 졸업생 수

입학생 수와 졸업생 수를 년차별로 비교하여 상관관계

를 보았다. Fig. 4는 4년제 졸업생 fitting(회귀) 함수는

y=117.4+0.56535x이고, R값 0.92이다. 이 함수로 4년제 입

학생 수(-4년 입학생수 2006-2015 데이터 사용)로부터 졸

업생 예측하였다. 

Fig. 5는 2,3-년제 졸업생 fitting(회귀)함수 y = −0.1598+

0.73695x이고, R값 0.64이다. 이 함수로 2,3년제 입학생 수

(-3년)로부터 2, 3년제 졸업생 예측하였다.

4년제의 경우 4년 전 입학생 수와 졸업생수가 가장 높

은 상관계수(0.96)를 보였고, 2·3년제의 경우 3년 전 입학

생 수와 졸업생 수가 가장 높은 상관계수(0.64) 값을 보였

Fig. 2. A estimate value and actual value of Incoming student

of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 (preestimate):

● (actual): Incoming student of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2, 3, 4 year), + : high school graduates

Fig. 3. A estimate value and actual value of Incoming student

with an educational system. : filled: real value, open :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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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2·3년제의 경우에는 2년제로 시작하여 3년제로

한꺼번에 학제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각 대학별로 학제

전환이 이루어져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게 나왔다.

년도 별 입학생수를 섞어서 졸업생과 비교하였으나 차

이가 작았고, 따라서 4년제 대학의 졸업생 수는 4년 전 입

학한 학생 수에 의해 결정되고, 2, 3년제 대학의 경우 3년

전 입학한 학생 수에 결정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 두 개 회귀함수로 4년 전/3년 전 입학생수로부터 졸업

생 수(2016년~2040년) 졸업생을 예측하면 Fig. 6과 같다.

입학생수와 졸업생수를 선형회귀 분석하여 입학생 수로

부터 졸업생 수를 구하였다. 결과는 Table 2와 같이 2020

년 1,267명, 2025년 1,125명, 2030년 1,057명으로 졸업생

수는 2030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고교졸업자 수는 575천명이나 2030년 441천명,

2040년 432천명으로 향후 25년 동안 학령인구는 현재 보

다 10만명 이상 작다. 따라서 향후 20년 동안 안경광학과

입학생 또는 졸업생 수가 현재보다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

로 추정되며, 가장 크게 추정되는 숫자는 현재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안경광학과 졸업생 예

측값의 최고는 입학생 수가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되

Fig. 4. Fitting function for incoming student vs. graduate of 4

year. 

Fig. 5. Fitting function for incoming student vs. graduate of 2,3

year. 

Fig. 6. ●○: 2, 3 year graduate □, ■: 4 year graduate +:
entrance (4year ago/3year ago) 4-year university graduate

(square), 2,3-year university graduate (circle) open symbol

: estimate close symbol : actual value + : incoming student.

Table 2. Number of entrance student and graduate student

년도

4 year 2, 3 year
Total 

numbers

 of graduate
Entrance

(-4year)

Numbers 

of graduate

Entrance

(-3year)

Numbers 

of graduate

2006 191 226 2,010 1,537 1,763

2007 295 239 1,867 1,370 1,609

2008 303 320 1,824 1,630 1,950

2009 301 289 1,916 1,660 1,949

2010 392 366 1,894 1,490 1,856

2011 551 368 1,779 1,402 1,770

2012 520 418 1,732 1,235 1,653

2013 584 487 1,812 1,340 1,827

2014 729 527 1,890 1,337 1,864

2015 740 535 1,689 1,244 1,779

2016 635 476 1,582 1,165 1,641

2017 593 452 1,350 995 1,447

2018 536 420 1,265 932 1,352

2019 505 402 1,222 900 1,302

2020 488 393 1,187 874 1,267

2025 425 357 1,043 768 1,125

2030 392 339 974 7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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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즉 2019년 예상 졸업생 수인 1,302명이 그 이후에도 그

대로 유지되는 경우이며, 최저값은 계산된 학령인구의 감

소에 비례하는 졸업생 수이다. 하지만 입학정원이 더욱 감

소해서 졸업생이 예상값보다 더욱 감소할 수도 있다.

3. 국가고사 응시인원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졸업생과 응시인원의 결과를

사용하여 함수를 얻었다. Fig. 7은 fitting 결과를 보여준다.

fitting 결과 Pearson r값이 0.82인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R-square 값도 0.63으로 신뢰할만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 회귀분석 결과로 졸업생 수로부터 국가시험 응시자

수를 추정하면 Fig. 8과 같다

이렇게 계산된 응시생을 기준으로 안경사 면허합격률을

70%/75%/80%/85%가 합격한다면 면허신규 취득자 수는

Table 3과 Fig. 9과 같게 된다. 이와 같이 급격한 안경광학

과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응시생들의 감소는 급격한 안경

사 면허자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앞의 결과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안경광학과 선호도 감

소에 따라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매우 빠른 감소의 예상

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응시자의 감소에 다른 안경

사의 배출인원도 매우 빠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만약

이전의 평균합격률(61.06%)을 사용한다면 더욱 빠르게 안

경사 배출인원이 감소할 것이다.

이전의 안경사 추계공급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

Fig. 7. Fitting function for examine vs. graduate between 2005

and 2014.

Fig. 8. A estimate value for the number of graduate and

examinee.

Table 3. The estimated number of license acquisitor

Examinee
70%

 success

75%

 success

80%

 success

85%

 success

2016 2186 1530 1640 1749 1858

2017 2013 1409 1509 1610 1711

2018 1928 1349 1446 1542 1639

2019 1883 1318 1412 1506 1601

2020 1852 1296 1389 1481 1574

2021 1823 1276 1367 1458 1550

2022 1795 1257 1347 1436 1526

2023 1769 1238 1326 1415 1503

2024 1744 1221 1308 1396 1483

2025 1725 1207 1294 1380 1466

2026 1709 1196 1281 1367 1452

2027 1694 1186 1271 1355 1440

2028 1678 1175 1259 1343 1427

2029 1670 1169 1253 1336 1420

2030 1664 1165 1248 1331 1414

Fig. 9. The estimated number of license acquis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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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영호는 2005년 입학정원을 2130명으로 동결하고

2008년부터 공급된다는 가정하고 예측하였다. 공급추계방

법과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수급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

다고 하였고,[5] 안경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보다는 미취업자

들을 활용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0

년 오영호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 대비 또는 인구대비 안

경사 비를 이용하는 경우의 문제는 현재 공급된 안경사

수를 기준으로 추계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왜곡된 안경사

비를 반영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추계방법을 사용

하여도 안경사는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대

한안경사협회에서는 외국의 안경사 관련 직종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서 외국의 안경사 비를 작용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였다.[6] 

최근에 발표된 2015년 오영호는 2010년에 주장한 외국

의 안경사는 직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사

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2015년 보고서에

는 독일의 인구 10만명당 안경사의 비를 우리나라(시나리

오 1 : 단순인구수; 시나리오 2 : 보정인구수)에 적용하였고,

안경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하였다.[7] 2015

년 기준으로 독일의 경우 검안안경사, 마이스터, 조제안경

사를 다 포함하면 약 48700명이다. 그리고 안과의사 수는

약 6,756명에 이르고 있다.[11] 독일의 안경사 관련 직종의

1인당 인구 수는 약 1,667명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약

1180명이다.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처럼 안과의사의 수가

충분한지만 안경관련 직종의 인원이 많은 것은 안과의사

가 아니어도 충분한 눈과 관련된 검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영호의 결과는 김 등이[12-14] 발표한 논문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인

력 수급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보고서에서도 년도를 정하

여 그 인원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들만으로 추계를 하였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도 않고, 또한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이

이렇게 감소되는 경우는 예상하지 않고 수급과 공급을 예

측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의 증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야 하지만 안경사직종은 협의 의무가 없

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유보정원(대학폐쇄, 감

축, 대학통합 인원)을 자유롭게 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

률적인 미비는 안경사를 과잉 공급하여, 현장 근무여건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안경사의 선호도 감소로 인하여 지속

적인 취업률의 하락과 타 직종으로의 이직으로 인하여 현

장에서는 안경사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다.[15]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되는 안경사의 수를 조절할 수 있

는 방법은 국가시험 합격률이다. 하지만 합격률을 올려서

안경사를 공급하는 방법은 또다시 과잉공급의 문제를 가

지고 와서 선호도 감소와 타직종으로의 이직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과잉 공급되는 안경사의 수

를 줄이기 위해서 합격률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현장의

붕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1989년~1991년

사이에 기존에 안경원을 운영하던 안경사들이 면허 시험

에 응시하여 약 12000명 이상이 면허를 취득한 상태이다.

시간상으로 보면 조만간 은퇴연령에 도달하여 많은 안경

사들이 현장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합

격률을 조정하여 배출되는 안경사의 수를 조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장에 필요한 안경사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안경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5년 안경사 보수교육의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은 안경

사들이 면허신고제 때문이라도 많은 등록을 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실제 등록인원은

17,986명이었다. 2015년 안경사 면허자가 43,027명인데

42% 미만이 보수교육을 받는 현 상태에서는 장래의 안경

사 수급과 공급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수도 없다. 그러므

로 면허신고제와 보건인력현황 등을 통하여 면허를 활용

하는 안경사의 수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전의 정원과 관련된 결과들에서[12-14] 안경광학과 입학

정원 감축을 주장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과잉안경

사가 배출되어 현재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배

출되는 인원은 충분하지만 현장을 안경사들이 떠난다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므로 면허취득자들을 활용하는 방안

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안경광학과 입학

정원의 감소에 따른 배출안경사의 감소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측한 결과는 안경광학과 입

학정원은 빠르게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른 배출 안경사도

매우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안경광학과 입

학정원의 지역별 불균형, 안경사 과잉공급에 따른 근무여

건의 악화 등은 안경업계의 악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

다. 감소되는 안경사의 적절한 수요와 공급을 위하여 정확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계방법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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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안경사의 장래 공급에 대한 연구

김흥수1, 서지근2, 심현석3, 김상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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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2016년 11월 10일), 수정일(2016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2016년 11월 16일)

목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을 예측하고, 공급되어지는 안경사의 수를 계산하였다. 방법: 통

계청, 보건복지백서의 자료, 교육통계자료와 대학알리미 자료를 이용하여 학령인구감소의 함수를 구하였다. 얻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입학학생 수, 졸업생 수, 시험응시자들과 합격률에 따른 안경사의 공급을 계산하였다. 결과: 학령

인구 감소에 의해 2020년에 입학생 수는 1527명, 졸업생 수는 1267명, 응시자 수는 1852명, 합격률을 75%로 가정

하면 배출되는 안경사는 1389명이다. 결론: 매우 빠르게 안경광학과 입학인원이 감소 할 것이다. 그래서 안경사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을 담당할 상설기구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주제어: 안경광학과, 안경사. 검안안경사, 수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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