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

경원과비슷한약국의경우, 약사들은처방받은약의

성분·효능·부작용등의정보를환자에전달하는 ‘복약

지도’를 제공하고그에대한금전적대가인 ‘복약 지도

료'를 받고 있으며, 조제료를 약국 관리료, 기본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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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필요성 및 정착화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안경사 202명을 대상으로 각 설문항목을 설정하고 온라인 오프

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Origin Pro 8.5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안경 조제·가공료

와 피팅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각각 92.1%(186명), 93.1%(188명)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있었다.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에대한설문분석및 해외사례를통해안정화된정책을제공함으로써보건의

료 서비스 전문가로서 안경사의 위치를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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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contents necessary for eyeglass

dispensing & fitting fee and characterization solution of eyeglass dispensing & fitting fee. From August 1,

2016 to September 30, questionnaires were set up for 202 spectators of Seoul and Gyeonggi are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and offline. Statistical processing of all data was performed using

Origin Pro 8.5. 92.1% (186 people) and 93.1% (188 people) were positively evaluating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fo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eyeglass dispensing & fitting fee, respectively. The result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sition of the optician as a medical service expert by

providing a more stable policy through analysis of overseas cases of eyeglass dispensing & fitt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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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복약 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세분화

해 약사 기술료를 받고 있다[1,2,3,4,5].

이처럼 현대사회는 서비스도 전문화가 이뤄지듯이 안

경사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직업군으로 분류되기 위해

서는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를 세분화 시켜 안경사

가전문적인기술을가진의료기사임을소비자들이인식

할 수 있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안경사의

전문성강화와안경조제·가공료와피팅비에대한서비스

비용 정착화, 한발 더 나가 가격 책정을 세분화 시킬 필

요가 있다[6,7,8,9].

안경사의직무인시력검안이나안경조제·가공기술은

단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전문 교

육을통해서만가능하기때문에소비자들에게시력검안

이나안경조제·가공기술료를받는것은당연하며, 이를

바탕으로소비자는정당한비용을지불하고서비스를받

는 것이고, 안경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에 합당한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

[10,11,12].

안경조제·가공료가세분화되고정착화되면소비자들

도 안경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전문적인기술을바탕으로한서비스라는것을인식하게

될 것이며, 안경사에 대한 인식자체도 변화할 것으로 기

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

비의 필요성 및 정착화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정착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대상자 선정 및 분석방법
본설문조사연구는 201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경기지역의안경사 202명을대상으로각설문항목

을 설정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Origin Pro 8.5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2.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전체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122명(60.4%), 여성 80명

(39.6%)으로 남성이 더 많았으며, 경력기간은 10년 이상

67명(33.2%), 5~10년이 51명(25.2%), 3~5년이 37명

(18.3%), 1년 미만 30명(14.9%), 1~3년이 17명(8.4%) 순으

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직위는 직원 79명(39.1%),

원장 59명(29.2%), 부장급 39명(19.3%), 팀장급 25명

(12.4%)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필요성 타당도
<Table 1>은 안경조제·가공료와피팅비도입필요성

을 알아보기 위한 필요성 타당도에 대한 설문으로 설문

문항 중 각각 ‘매우 필요’가 160명(79.2%), 145명(71.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안경렌즈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았다.

very
nece
-ssity

nece
-ssity

nor
-mal

unne-c
essity

very
unne-
cessity

dispensing fee
160
(79.2)

26
(12.9)

11
(5.4)

4(2.0) 1(0.5)

fitting fee
145
(71.8)

43
(21.3)

12
(5.9)

0(0.0) 0(0.0)

<Table 1> Necessity of eyeglasses dispensing & fitting 
fee                                     n(%)

3.2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도입에 대한 
세부 평가사항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도입에 대한 세부 평가사

항을알아보기위하여안경조제·가공료 와 피팅비책정

시고려사항과안경조제·가공료와피팅비정착시고려

사항을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책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설문은현재안경원수익구조, 안경 구매소비자분석및

시장분석, 고객이 요구하는 시장가치, 비용 책정에 필요

한 관련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Table 2>.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책정 시 고려사항은 안경

조제·가공료와피팅비비용책정에필요한관련법률, 고

객이요구하는시장가치, 안경구매소비자분석및시장

분석, 현재 안경원 수익구조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매우

필요와 필요)에 대한 답변이 184명(91.1%), 164명

(81.2%), 155명(76.7%), 139명(68.8%)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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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iderations of eyeglasses dispensing & 

fitting fee                               n(%)
very
nece
-ssity

nece
-ssity

nor
-mal

unne-c
essity

very
unne-
cessity

profit
structure

80
(39.6)

59
(29.2)

42
(20.8)

18(8.9) 1(0.5)

consump
-tion analysis
for purchase

79
(39.1)

76
(37.6)

36
(17.8)

7(3.5) 2(1.0)

market value
by customers
demand

89
(44.1)

75
(37.1)

33
(16.3)

4(2.0) 0(0.0)

related laws
for fee
determi
-nation

124
(61.4)

60
(29.7)

17
(8.4)

0(0.0) 0(0.0)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책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설문은안경원대국민홍보전략, 안경사의 전문성향상,

안경원 서비스 차별화, 안경조제·가공료와 피팅비 관련

내용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로 문항을 분류

하여설문조사하였다<Table 3>. 안경 조제·가공료와피

팅비정착시고려사항은안경사의전문성향상, 안경조

제·가공료와 피팅비관련내용을의료기사등에관한법

률에명시, 안경원대국민홍보전략, 안경원서비스차별

화순으로긍정적인평가(매우필요와 필요)에 대한답변

이 190명(94.1%), 181명(89.6%), 179명(88.6%), 164명

(8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3> Considerations for characterization solution of 
dispensing & fitting fee                  n(%)

very
nece
-ssity

nece
-ssity

nor
-mal

unne-c
essity

very
unne-
cessity

PR strategy
for people

143
(70.8)

36
(17.8)

20
(9.9)

0(0.0) 0(0.0)

specialty
improve
-men of
opticians

147
(72.8)

43
(21.3)

10
(4.9)

0(0.0) 0(0.0)

service
differen
-tiation

118
(58.4)

46
(22.8)

32
(15.8)

4(2.0) 0(0.0)

law specifi
-cation for
opticians

155
(76.7)

26
(12.9)

18
(8.9)

1(0.5) 0(0.0)

3.3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의 적정한 가격
안경 조제·가공료의 적정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12만원 이상, 8~12만 원, 5~8만 원, 5만 원 이하, 잘 모르

겠음의 5단계로 분류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안경 조제·가공료의 적정한 책정가격은 5만 원 이

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109명(54.0%)으로 가장 많았으

며 5~8만 원, 잘모르겠음, 12만 원 이상, 8~12만 원 순으

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안경테의 가공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Fig.1].

120,000< 8-120,000 5-80,000 50,000> unfamiliarity et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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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pe
rc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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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onable price of eyeglasses dispensing fee(%)

안경 피팅비의적정한가격을알아보기 위하여 5만원

이상, 3~5만원, 1~3만원, 1만원 이하, 잘 모르겠음의 5단

계로 분류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 결과 1~3만원

이 136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3~5만원, 1만원 이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에는 ‘안경테의 가격에 따

라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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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onable price of eyeglasses fitt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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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재 안경원의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책정 반영 여부
<Table 4>는현재운영중이거나근무중인안경원에

서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

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경우에 따라서’ 안경

조제·가공료와피팅비를반영한다고대답한안경사가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혀 반영 안함’과 ‘반영 안함’

의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4> Charge for eyeglasses dispensing & fitting 
fee                                     n(%)

1996년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안경

사협회가 산업연구원(KIET)에 의뢰한 안경제품 조제기

술료산정작업보고를받고정부기관에서시행령을내

렸다. 당시 산업연구원이 산정한 안경 조제·가공료는

31,000원으로 선정됐으며, 안경 가격에 적용키로 하였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 단체들이 안경제품 가격에 안경 조

제·가공료를별도로적용하면소비자들이이중부담을안

게된다며제도도입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의견을제

시해 반대를 분명히 했었고 당시 통산부는 논란이 되는

조제·가공료의 책정은업체자율에맡길수밖에없는상

황이라고 판단하였다[13]. 그 후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

팅비를정착화하기위한많은노력들이자체적으로이루

어져왔다[14,15,16].

4. 결론
설문조사 실시 결과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도입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92.1%(186명), 93.1%(188명)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책정 시 고려사항은 안경

조제·가공료와피팅비비용책정에필요한관련법률, 고

객이요구하는시장가치, 안경 구매소비자분석및시장

분석, 현재 안경원 수익구조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매우

필요와필요)에대한답변이많았다.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책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

팅비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조제·가공료와 피팅비 정착 시 고려사항은 안경

사의 전문성 향상, 안경조제·가공료와 피팅비 관련 내용

을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명시, 안경원대국민홍보

전략, 안경원 서비스 차별화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매우

필요와 필요)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안경조제·가공료와

피팅비정착시고려사항으로는안경사의전문성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안경 조제·가공료의 적정가격에 대한설문에서는 5만

원이하가 54%, 5~8만원이 32.6%로나타났으며, 안경피

팅비 적정가격에서는 1~3만 원이 67.3%로 나타났다.

현재 안경원의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 반영여부

에 대한 설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반영한다는 의견이

65.8%로가장많았으며 ‘반영안함’과 ‘전혀반영안한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30.2%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 안경원에서 안경 조

제·가공료와피팅비를별도로책정하기보다안경렌즈또

는 안경테에 포함해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

는 정책적으로 가격을 분리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안경조제·가공료와피팅비에대한가격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안경

조제·가공료와 피팅비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보다 안

정화된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전문가로

서 안경사의 위치를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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