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4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374

ORIGINAL ARTICLE  ISSN 1225-9578
e-ISSN 2093-7814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374
JKASNE
Vol.26 No.4, 374-382, November, 2020

간호대학(학과) 학사 편입과정 졸업생의 실태와 과정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양승현1) ․ 이혜정2) ․ 김효영3) ․ 민아리4) ․ 조의영5)

1)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 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모임간호학연구소, 부교수

3)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사 ․ 4)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5)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Profile of the accelerated second-degree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program 
graduates and analysis of relative efficiency of programs*

Yang, Seung-Hyeon1) ․ Lee, Hyejung2) ․ Kim, Hyo Yeong3) ․ Min, Ari4) ․ Cho, Euiyoung5)

1)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Mo-Im Kim Nursing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3) RN, Severance Hospital․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4) Assistant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5)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ai Cha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rofile of graduates from accelerated second-degree Bachelor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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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25년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노령인구의 의

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복합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더 많은 간호 

인력을 필요로 한다[2].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OECD 38개국 중 21위에 해당하며 OECD 평균인 

9.0명보다 낮은 6.9명이다[3]. 정부는 2019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

로 비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간호대학(학과) 편입(Accelerated 

Second-Degree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ABSN) 허용 인

원을 기존 편제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하여 간호사 수를 빠

르게 증원하려 하고 있다[4]. 이 정책을 통해 연간 최대 4,700명까

지 ABSN 과정의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고, 한시적이지만 연 최대 

24,000여 명의 간호대학(학과) 졸업생 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ABSN 제도는 1971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2018년 기준, 미

국의 282개 간호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추가적으로 30개 대학에

서도 본 과정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다[5,6]. 미국의 ABSN 과정

은 간호대학 정규 학사과정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11~18개월의 

짧은 기간에 교육과정을 마치고 간호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어

[5], 학사학위 소지 간호 인력을 빠르게 증원하는 데 효과적이었

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호주에서도 1990년대부터 이 과정을 개설

하여 간호 인력 수급에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7].

ABSN 과정의 학생은 이전 전공에 대한 지식과 인생 경험을 통

해 보다 성숙하고 학업 동기가 우수한 장점이 있다[8]. ABSN 과

정은 남학생의 입학 비율이 높아 궁극적으로 남성 간호사를 배출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어서, 미국간호연맹(National League for 

Nursing, NLN)이 목표하고 있는 간호사의 성별 다양성(gender 

diversity) 확보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9,10]. 또한, 이 과정을 

졸업한 간호사의 경우 임상 적응, 직무 만족도와 이직 의도에서도 

정규 간호대학 졸업생과 큰 차이가 없었다[11,12]. 그러나 ABSN 

과정의 학생이 정규 입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

전 전공의 영향으로 간호학 학문의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경험하

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보고되었다[13]. 

국내의 경우 ABSN 과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 국내 

간호대학(학과)의 ABSN 과정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14]에 따르

면 조사에 응답한 33개 간호대학(학과)의 5년(2014~2018년) 동안

의 평균 입학생 수는 99.8명이었으나 2019년에 179명으로 79.4% 

증가하여 최근 정책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남학생은 20.1%로 2018년 간호학과 졸업생 중 남성의 비율

(11.2%)에 비해 두 배 높았다. 그러나 ABSN 과정 학생의 갑작스

러운 증가는 교수 인력의 충원 없이 교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

적인 교육과 실습 기관 확보의 어려움이 보고되었다[14]. 짧은 기

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정규 과정의 졸업생과 비슷한 교육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

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ABSN 과정 학

생 수의 빠른 증가에 비해 교수와 학교 지원 인력이 준비되지 않

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ABSN 과정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잘 준비된 간호사를 배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은 비영리 공공

기관이나 병원과 같은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주 사용

되는 분석 방법이다[15]. 이 분석은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하여 

각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의 상대적 효율성

점수(relative efficiency score)를 제시하고, 데이터 집합 내에서 모

범 사례를 제시한다[16]. DMU란 비교의 대상을 의미하고, 이 분

석에서는 주로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Lim 등[17]은 DEA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방문인력수와 사업운영비를 투입 변수로 선정하고, 전담인

력 1인당 관리가구수, 고혈압 조절률, 당뇨 조절률을 산출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10개 DMU 중 2개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임을 

보고하였다[17]. DEA는 교육기관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에도 이

용되는데, 교육기관(조직)의 투입 변수는 경쟁률, 지출(인건비, 연

구비 등), 교수-학생 비율, 정원, 위치 등이 이용되었고, 산출변수

에는 출판물, 인용 횟수, 강의 및 연구의 질 등이 있었다[18].

본 연구는 국내 ABSN 과정의 졸업생 실태를 조사하고 DEA를 

이용하여 ABSN 운영 간호대학(학과)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ABSN 과

정의 운영을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ABSN 과정 졸업생의 실태를 조사하고 DEA

를 이용하여 ABSN 과정을 운영하는 간호대학(학과)의 상대적 효

율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ABSN 과정 졸업생의 실태와 ABSN 운영 간호

대학(학과)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위한 탐색적 횡단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국내 ABSN 과정의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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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인 졸업생을 모집하기 위해 한

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소속의 ABSN 운영 간호대학(학과)의 학

(과)장에게 설문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후, 각 학교의 졸업

생에게 설문 링크(Google survey)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ABSN 

과정 66명 졸업생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불충분하게 응답한 4명

의 설문은 제외하여 62명의 졸업생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ABSN 졸업생들에게 사용한 설문 문항은 문헌고찰

을 통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나이, 성

별, 편입 이전 전공 관련 문항, ABSN 과정에 대한 문항(입학 동

기, 평점평균,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여부, 휴학 여부, 정규과정 

입학생과의 관계 형성 어려움 등), 취업 상태, 석사과정 진학 계획 

여부, 그리고 타인에게 ABSN 과정을 추천할지 여부 등 총 46문

항이었다. 또한, 졸업생의 간호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Mariani Nursing Career Satisfaction Scale (MNCSS)를 사용하였

다. MNCSS는 간호직에서 경험하는 성취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

도록 개발된 도구로[19],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은 양 끝에 서로 상반

되는 형용사를 배치하여 응답자가 자신의 반응에 가까운 형용사 

쪽에 표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간호직에 불만족한다(unsatisfied) 

(1점).’와 ‘간호직에 만족한다(satisfied) (7점).’ 사이에서 응답자가 

자신의 반응을 표시하도록 한다. 오른쪽의 형용사는 긍정적인 단

어로 구성되어 있어, 총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0.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0.96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의 정책 연구의 일환인 

ABSN 과정의 운영에 대한 실태 연구[14]와 함께 각 대학(학과)의 

졸업생의 실태 연구가 정책 연구로 진행되었다. 졸업생의 실태조

사를 위해 2019년 6월 1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간호대학

(학과)장에게 이메일로 졸업생을 위한 설문 링크(Google survey)

를 보내 2017~2019년 동안 각 학교의 ABSN 과정 졸업생에게 발

송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을 

받은 졸업생은 링크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설문

을 완성한 졸업생에게는 모바일 음료 쿠폰(1만원)을 제공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변수와 분석 모형

DEA 분석에서 투입변수란 산출변수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비율과 ABSN 학

생을 지원하는 체계 여부를 투입변수로 선정하였다. 교수-학생 비

율은 교육의 효율성 연구에서 투입변수로 자주 사용되는 지표로

써 매년 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Quacquarelli Symonds 

(QS)에서 순위 산출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18,20].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수-학생 비율은 졸업생의 학교에서 제공한 정보로, 학생 

1명당 교수의 비율을 뜻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투입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ABSN 학생 지원체계는 학사 편입학생을 위한 오리엔

테이션 제공(1점), 전담 직원(1점), 그리고 전담 교원(1점) 여부를 

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총점의 범위는 0~3점으로 총점이 많을수록 

투입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DEA 분석의 산출변수는 ABSN 과정 졸업생의 취

업 여부와 간호 직무 만족도 점수로 선정하였다. 취업 여부는 교

육의 성과 분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변수로, QS 순위 산출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18,21], 졸업생이 응답한 취업 여부의 자

료를 사용하였다. 다른 산출변수인 간호 직무 만족도는 간호사가 

이직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으로,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

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환자의 만족도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2]. 또한, 간호 직무 만족도는 간호대학(학과) 교육과정 

성과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23]. 졸업생이 응답한 간호 직무 만

족도를 산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BSN 과정의 산출변수(취업률, 간호 직무 만족

도)에 대한 투입변수(교수-학생 비율,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제

거하기 위하여 투입 기준(input oriented) Banker, Charnes & 

Cooper (BCC) 모델을 이용하였다[24]. BCC 모델은 투입이 증가

할 때 산출이 증가, 감소, 혹은 불변할 수 있다는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하고 있어, 투입 기준 BCC 모델은 산출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분석이다. 반면에 산

출 기준(output oriented) 모델은 투입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

서 산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분석이다. DEA 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효율성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1에 가까

울수록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

효율적인 DMU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준거집단(referent 

group)을 제시한다[15]. 

DEA에서의 표본 수 산출 공식은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합의 3

배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25],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12

개 학교 이상으로 책정하였다. 또한, 응답한 졸업생 총수는 62명

이었으나, DEA 분석에 필요한 학교 관련 정보가 없는 졸업생 12

명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0명의 졸업생이 효율성 분석에 포함

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SPSS WIN 25를 이용하여 졸업생의 일반적 특성과 투입 및 산

출변수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기술 통계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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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DEA (OSDE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BSN 과정을 

운영하는 간호대학(학과)의 상대적 효율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Y대

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후에 진행하였다(IRB No: 

Y-2019-0031). 협의회에 소속된 간호대학(학과)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구 설명문과 ABSN 졸업생 대상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이

에 동의한 경우, 간호대학(학과)장이 ABSN 졸업생에게 설문 링크

를 이메일로 전달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며, 졸업생은 받은 이메일

을 통해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작 전 

연구목적과 방법, 참여 철회의 자율성, 수집된 자료의 사용 및 비

밀 유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개인 

연구 번호를 부여하고 코딩화하여 보관하였으며, 연구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학사 편입학 졸업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62명 졸업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ABSN 과정 입학 당시 연령은 평균 24.28세(±3.01)이었으며, 여성

이 80.6%이었다(Table 1). 이전 전공은 67.7%가 이과계열이었고, 

43.5%가 ABSN 과정 입학 이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ABSN 

과정에 입학한 동기 중 직업적 측면으로는 직업 안정성이라고 답

한 졸업생이 가장 많았고(50.0%), 개인적 측면에서는 다음 커리어

를 위한 발판이라고 응답한 졸업생이 40.3%이었으며, 학교 관련 

측면에서는 입학 조건이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77.4%가 응답하였

다. 졸업생의 51.6%가 간호학 평점평균(Grade point average, 

GPA) 3.5 이상(4.5 만점 기준)이었고, 모두 간호학 국가시험에 합

격하였으며, 졸업생의 93.5%가 휴학 경험 없이 졸업하였다. 정규 

과정 입학생과의 교우 관계 형성의 어려움 정도는 5점(매우 어려

움) 만점에 2.84점(±0.91)이었고, 이전 전공이 간호학 공부와 간호 

업무에 도움이 된 정도는 7점(매우 도움이 된다) 만점에 4.29점

(±1.57)이었다. 졸업생의 82.3%가 현재 취업 중이었으며, 대부분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절반의 졸업생이 간

호학 석사과정 진학 계획이 있었고, 타인에게 ABSN 과정을 추천

하겠다는 졸업생은 82.3%이었다. 간호 직무 만족도 점수는 7점 

만점에 4.81점(±1.07)이었다. 

효율성 분석

본 연구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요약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12개 대학의 교수-학생 비율의 평균은 0.15 (±0.08)이었고, 지

원시스템은 평균 0.83점(±0.58)이었으며, 지원시스템을 전혀 제공

하지 않는 학교는 3개교였다. 졸업생 응답자(50명)의 취업률은 평

균 0.92 (±0.13)이었고, 간호 직무 만족도는 4.91점(±0.67)이었다

(Table 2).

투입 기준 BCC 모형에 의한 간호대학(학과)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12개교 중 효율성 점수가 1

인 학교는 모두 4개교(2, 5, 10, 12번)이었으며, 효율성 점수의 평

균은 0.84 (±0.20)이었다. 

준거집단 분석 결과에서는 5번 학교(8개), 10번 학교(6개), 12번 

학교(3개)가 효율성 점수가 낮은 학교의 준거집단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예를 들어, 3번 학교의 효율성(0.81)을 ‘1’로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5번, 10번 학교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6번 학교

(0.64)는 5번, 10번, 12번 학교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논   의

2018년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이지만 ABSN 과정의 입학 허용 

학생을 대폭 증원하여 간호 인력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

다[4]. 정책 시행 첫해인 2019학년도 ABSN 과정 입학생 수는 그 

전 5년 동안의 평균 99.8명에 비해 크게(79.4%) 증가하였고[14],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최근 3년 동안 

ABSN 과정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학업 성취도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ABSN 운영 간호대학(학과) 간의 상

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국내 ABSN 졸업생의 입학 당시 나이는 대부분 20대(95.2%)로, 

미국(65.8%)에 비해 어렸으며[26], 성별은 약 20% 정도가 남성으

로 2018년 간호대학(학과) 졸업생 중 남성의 비율(11.2%)보다 높

았다[14]. 미국의 경우, NLN은 간호사의 성별 다양성(gender 

diversity) 확보를 목표하고 있으며, ABSN 과정의 남성 비율은 

2008년 17.5%에서 2016년 29.7%로 크게 증가하였다[9,10,26].

본 연구에서 졸업생의 이전 전공 계열은 대다수(67.7%)가 이과

계열이었으며, 이는 미국(56.0%)보다 높았다[26]. 간호학 공부의 

많은 부분이 과학과 관련되어 있어 문과 전공 계열자들에게는 관

심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간호사

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들만을 위한 선수과목을 제공하는 등 학

업의 커리큘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입학 동기 측면에

서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간호학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절반

(50.0%)이었는데, 미국의 경우 이는 12.5%에 불과하였고 절반 이

상(51.8%)의 학생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유연성 때문에 

ABSN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26]. 이러한 차이는 직

업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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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ABSN 과정 졸업생 절반 이상(51.6%)의 GPA가 이 3.5 이

상(4.5 만점 기준)인 것과 비교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85.5%)의 학생이 3.0 이상(4.0 만점 기준)의 GPA를 획득하여 차

이를 보였다[12]. 

본 연구에서 DEA를 이용하여 ABSN 과정을 운영하는 간호대

학(학과) 간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4개교(33.3%)가 ‘1’의 상대

적 효율성 점수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학교의 효율성 평균 점수는 

0.84 (±0.20)로 우수한 편이었으나, 0.38에서 1까지 편차가 컸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 (N=62)

Categories n (%) Mean±SD Range

Age at admission 24.28±3.01 19-36

Sex Male 12 (19.4)

Female 50 (80.6)

First undergraduate degree Medical related 18 (27.7)

Science related 18 (27.7)

Liberal arts 11 (17.7)

Engineering 6 (9.7)

Social science 5 (8.1)

Others (Arts, Education, etc.) 4 (6.5)

Previous occupation Yes 27 (43.5)

No 35 (56.6)

Motivation for 
admission

Job related Job security 31 (50.0)

Job opportunities 20 (32.3)

Flexibility (location) 8 (12.9)

Better salary 2 (3.2)

Flexibility (hours) 1 (1.6)

Personal Stepping stone to another career 25 (40.3)

To help someone 18 (27.7)

Challenge / Knowledge 18 (27.7)

Exposure to nursing 1 (1.6)

School Entrance requirements 48 (77.4)

Location 10 (16.1)

Financial assistance 4 (6.5)

GPA ≥ 4.0 10 (16.1)

3.5 ≤   < 4.0 22 (35.5)

3.0 ≤   < 3.5 23 (37.1)

< 3.0 7 (11.3)

RN examination Pass 62 (100.0)

Leave of absence Yes 4 (6.5)

No 58 (93.5)

Difficulty in relationships with regular course* 2.84±0.91 1-5

Degree to which previous majors helped in nursing† 4.29±1.57 1-7

Current employment 
status

Yes Tertiary hospital 28 (45.2)

General hospital 17 (27.4)

Other 6 (9.7)

No 11 (17.7)

Planning to MSN Yes 31 (50.0)

No 31 (50.0)

Recommend Yes 51 (82.3)

No 11 (17.7)

Nursing career satisfaction† 4.81±1.07 1.94-6.88

GPA=grade point average; RN=registered nurse; MSN=master in science of nursing; *Full score=5; †Full scor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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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ABSN 과정 운영 대학(학과)의 교수-학생 비율과 

ABSN 학생 지원체계가 졸업생의 취업 여부와 간호직 만족도에 

대한 범위가 넓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효율성 점수는 ‘상대적’인 것으로 간호대학

(학과)에서 투입한 자원 대비 결과가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효율성 점수가 ‘1’인 학교를 절대적으

로 뛰어난 학교로 해석하지 않고, 다만 효율적인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투입 자원을 ‘상대적’으로 잘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27]. 그 예로 10번 대학의 경우 효율성 점수가 ‘1’로 

분석되어 6개 다른 대학의 준거집단(referent DMU)으로 제시되었

으나, 간호 직무 만족도는 3.35 (±0.54)로 12개 학교 중 제일 낮았

다. 간호 직무 만족도 점수가 전체 평균(4.91)보다 현저히 낮음에

도 불구하고 효율적이라고 분석된 이유는 투입 변수인 학생 1명

당 교수의 비율도 0.06으로 가장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10

Table 2. Input and Output Variables

DMU
(College of Nursing)

Input (n1=12) Output (n2=50)

Ratio of faculty to 
student

Support system
Rate of employment

(Mean±SD)*

Nursing career 
satisfaction

(Mean±SD)†

1 0.12 1 0.86±0.38 4.96±0.53

2 0.19 1 1.00±0.00 5.81±0.00

3 0.12 2 1.00±0.00 4.38±0.00

4 0.16 0 1.00±0.00 5.31±0.00

5 0.15 0 1.00±0.00 5.63±0.00

6 0.16 1 0.67±0.52 4.45±1.04

7 0.13 1 0.83±0.38 4.76±1.27

8 0.13 1 1.00±0.00 4.88±0.88

9 0.38 0 1.00±0.00 5.35±0.55

10 0.06 1 1.00±0.00 3.35±0.54

11 0.19 1 1.00±0.00 4.63±0.53

12 0.13 1 0.67±0.58 5.44±1.13

Total
(Mean±SD) 0.15±0.08 0.83±0.58 0.92±0.13 4.91±0.67

DMU=decision making unit; n1=number of the college; n2=number of the subjects; *Full score=1; †Full score=7

Table 3. Relative Efficiency Score 

DMU Efficiency score* Referent DMU Number of referent

1 0.96 5, 10, 12

2 1 0

3 0.81 5, 10

4 0.93 5

5 1 8

6 0.64 5, 10, 12

7 0.87 5, 10, 12

8 0.89 5, 10

9 0.38 5

10 1 6

11 0.58 5, 10

12 1 3

Total
(Mean±SD)

0.84±0.20

DMU=decision making unit; *Full sco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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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대학은 절대적으로 투입 및 산출변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 낮음

에도 불구하고 적은 투입 대비 산출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효율적인 학교로 분석되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낮은 효율성 점수(0.38)를 보인 9번 대학은 

전임 교원의 비율(0.38)이 높고, 간호직 만족도 점수(5.35)도 평균

(4.91)보다 높았다. 이 대학은 학생 1인당 투입하는 학교 차원의 

자원이 많아 양질의 간호 교육이 제공되어 그로 인한 만족도 점수

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9번 학교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비슷한 간호직 만족도(5.31)를 나타낸 4번 학교, 더 

높은 만족도(5.63)를 나타낸 5번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투입된 자

원(학생 1명당 교수의 비율)이 많아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

로 분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DEA는 절대적인 DMU의 효율성

을 제시하기보다 상대적 효율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

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3번 대학의 경우 교원 확보 수준(0.12)이 12개 학교 

중 11번째로 매우 낮았지만, ABSN 지원 체계는 유일하게 2개를 

두어 상대적 효율성 점수가 0.81로 평균치(0.84)에 근접하였다. 현

실적으로 편제정원 대비 교원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지원 체계를 통해 산출량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상대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투입 변수를 조절하여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어 각 간

호대학(학과)은 자신의 투입 변수와 다른 학교의 투입 변수를 비

교하여 전략을 개발하거나 효율적인 ABSN 과정 운영을 위한 기

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A 분석을 위해 각 간호대학(학과)의 교수-학

생의 비율과 ABSN 학생의 지원시스템이 졸업생의 취업과 간호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하였으나, 이외의 변수들이 

취업과 간호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간호

대학(학과)에서는 ABSN 학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정규 교과

과정과 통합하여 지도하고 교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14], 이

러한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

내외 ABSN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DEA를 이용한 연구

는 없어 본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18]. 

단, 국내 약 57개의 ABSN 과정 운영 간호대학(학과) 중 12개의 

학교만을 분석한 점과 해당 과정 졸업생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

료가 없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리고 졸업 후 1~3년이 경과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간호 직무 만

족도를 조사하여 근무 병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후의 연

구에서는 졸업 시점에서 간호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근무 병원

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출신 학교의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효율성 예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석 모델에서 

더 많은 수의 변수가 포함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학

교가 충분하지 않아 DEA에서의 표본 수 산출 공식(투입변수와 

산출변수 합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25]에 따라 분석에 포함

할 수 있는 산출 및 투입변수 개수에 제한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의 졸업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졸업

생의 대상자 편중의 제한점이 있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하

여야 한다.

외국 간호대학의 ABSN 과정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간호 

교육을 받은 학사 면허간호사를 빠르게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여

러 차례 보고되었다[6]. 그러나 국내의 경우, ABSN 과정은 정규 

간호대학(학과)의 교과과정에 흡수되어 운영되어 이 과정의 성과

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였다. 양질의 간호사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

구와 함께 ABSN 과정의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과정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개

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ABSN 과정 학생들을 모니터링하

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해 ABSN 과정의 성과(면허시험 합격률이나 졸업 시험 합격)

를 분석하고 학교 운영과 정책 결정에 반영하여, 질적 관리가 되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ABSN 과정 졸업생의 실태를 조사하고 간호대

학(학과)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3년 동안 ABSN 과정을 졸업한 6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20%는 남성이었고, 이 과정에 지원한 동기는 간호사 직업의 안정

성과 다른 경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규 과정 입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 정도는 2.84 (±0.91)로 

중간 정도였으며, 간호직 만족도는 4.29 (±1.57)로 중간 정도이었

다. 대부분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많은 졸업

생이 이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12개 

간호대학(학과)의 투입 변수(교수-학생 비율, ABSN 과정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와 산출 변수(취업 여부, 간호직 만족도)를 바탕으

로 DEA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효율성 점수는 0.84 (±0.20)

이었다. 4개교는 효율성 점수 1에 해당하였고, 낮은 효율성 점수

를 보인 대학(학과)은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효율성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ABSN 과정의 효율성을 DEA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N 과정의 교육적 성과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의 입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결

과에 근거하여 운영 전략과 간호 인력 정책 결정에 부분적으로 활

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간호 교육을 제공하고 

인접 학문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역량 있는 학사 간호사 배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ABSN 과정 입학생 증원 취지인 간호 인

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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