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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a Documentary about High-risk Newborns in Nursing Education: 
An Exploratory Study 

Hyun-Ju Kang1, Juyoun Yu2

1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angwon University, Chuncheon;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Suw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nursing students'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linical environment 
of high-risk neonatal nursing care after watching a documentary about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where high-risk 
newborns are treated. Methods: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total, 151 nursing students’ personal essays 
describing their reactions to a documentary about the NICU were analyzed using the NVivo 12 program. Results: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engaging with a documentary about the NICU were structured into four thematic categories: ‘actual 
observations of the imagined NICU’, ‘observation and recognition of nursing knowledge’, ‘empathy with people related to the 
baby’, and ‘establishing attitudes and values as a nurse’.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documentaries can be applied in nursing education about high-risk newbo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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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인간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하여 상자에게 전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역

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1]. 따라서 간호 학 교육과

정에서는 전공 이론교육과 연계된 실습교육이 운영되며, 간호

학생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직접 상자를 만나 간호문제를 확인하

고 필요한 간호중재와 술기를 적용할 뿐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태

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고위험신생아 간호교육은 아동간호학의 일부 영역으로써 주로 

출생 직후의 적응에 문제를 가진 미숙아, 선천성 기형아 등의 고위

험신생아 간호 내용을 다룬다[2]. 최근 국내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가운데 미숙아의 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여서[3] 고도의 

집중치료와 간호사의 전적인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고위험신생아 

간호는 아동간호 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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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신생아를 간호하는 표적인 임상현장은 신생아집중치료실로, 

통합적 실무 적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실습 

경험이 필요하다. 미숙한 면역체계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신생

아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실습을 제한하는 추세이

기도 하여 고위험신생아 간호 실습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4,5]. 이러한 이유로 간호 학생이 고위험신생아 간호에 한 이

론 과목을 수강하였더라도 실제 상자를 만나거나 신생아집중치

료실 실습을 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한 보완으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고위험신생아 간호

를 주제로 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통해 임상과 유사한 

실습경험을 제공하고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의 효과로써 간호 학

생의 비판적 사고능력, 간호실무 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보고하였

다[5-8]. 그러나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주로 실제와 유사하게 꾸

며진 제한된 공간에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 또는 표준화 환자를 

상으로 개별 환자 사례에 한 계획된 시나리오 모듈을 구동하

고 이에 한 학생의 처와 반응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

라서 실제 의료환경에서 간호 학생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신생

아와 부모, 의료진의 상호작용, 다양하게 급변하는 신생아의 상태

와 반응, 간호업무의 흐름 등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

생아, 부모, 의료진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인간에 

한 이해는 예비간호사로서 직업적 가치관 및 윤리관 정립의 토

가 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학

습 방법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디어를 통한 시청각적 자극을 통해 정보를 흡수하는 것에 익

숙한 요즘 학생을 감안하여 최근 교육현장에서도 교육의 효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하고 있다[9,10]. 주로 짧

은 클립 형태의 영상, 교육용 또는 시사용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이

용되고 있으며,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러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학

습이 학습자의 만족도, 학습에 한 자신감을 높이거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를 보았음을 보고하였다[11-13]. 특히 윤리

적 측면을 다루는 교과에서 다큐멘터리나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자료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14]. 간호교육

에서도 적절한 콘텐츠가 포함된 시청각매체를 활용하여 간호교육

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 중 다큐멘터리는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배경에서 일상 인물의 서사적 이야기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담

아내는 프로그램이다[15,16]. 교육 방법으로써 다큐멘터리의 활용

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학습에 한 이해와 지식 습득

을 용이하게 하고, 특정 내용에 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며, 기존의 태도를 바꾸는 정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보고되었다[17]. 다큐멘터리 교육이 간호 학생

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간호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

다는 연구[18] 등이 수행되었으나 국내에서 다큐멘터리를 이용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고, 고위험신생아 간

호교육 영역에서 다큐멘터리 활용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 찾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신생아 간호교육에서 실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간호

학생이 신생아집중치료실이라는 의료 환경에서 고위험신생아

의 돌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이해하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간호 교육 방법의 하나로써 다큐멘터

리 시청의 의미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위험신생아 간호교육에서 다큐멘터리 시청 

후 간호 학생이 고위험신생아 돌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

을 이해하였는지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 문제는 ‘간호 학생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다큐멘터리 시청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배경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간호 학생이 느끼는 감정과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탐색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일개 종합 학의 간호학과에서 2018년 

1학기, 2019년 1학기에 각각 아동간호학 교과목 수업을 수강한 간

호학과 3학년 학생 각 79명, 72명을 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151

명의 간호 학생이 다큐멘터리 시청 후 작성한 개인 감상문 151부

를 분석하였다. 다큐멘터리 시청과 감상문 작성에 참여한 학생은 

고위험신생아 간호에 한 이론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병원 임상실

습 경험은 전혀 없었다. 

3. 자료 수집 방법

연구자는 2018년 1학기(2018년 3~5월), 2019년 1학기(2019년 

3~5월) 아동간호학 교과목에서 고위험신생아 간호 주제의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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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후 간호 학생에게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작한 ‘다큐 3일

-1g의 기적, 신생아집중치료실 72시간’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해당 다큐멘터리 영상을 구매한 후 온라인학습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업로드하였고,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다큐멘

터리를 시청한 후 과제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제작진이 실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72시간 

동안 촬영한 것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고위험신생아, 

면회 온 부모와 가족뿐 아니라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의

사와 간호사의 모습을 관찰자의 시선에서 다양하게 담고 있다. 또

한 부모와 의료진과의 인터뷰 장면과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실제 환

경을 모두 포함하였다. 2018년, 2019년 모두 동일한 다큐멘터리를 

제공하였으며, 다큐멘터리의 분량은 약 60분 정도로 간호 학생

에게 1회 시청 후 A4 2페이지 분량의 개인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안

내하였다. 감상문 작성에 한 가이드라인은 제공하지 않았고, 자

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2018년 1학기와 2019년 1학기 아동간호학 수강생 총 151명의 

개인 감상문 151부를 한글 파일 형태로 취합하였으며, 문서화된 자

료는 총 A4용지 300페이지 분량이었다.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추

출된 의미 단위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후 하위범주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

다. 도출 과정에 있어서 소감문에 나타난 다큐멘터리 시청 경험이 

누락되지 않고 최 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서화된 분석 자

료는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2 프로그램에 저장하

여 자료의 의미 단위에 따른 분류 및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NVivo 12는 질적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과학적, 체계적 분석

과 범주화를 통해 연구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코딩한 항목 간에 

코딩 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의미의 비중을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19]. 먼저 의미 있는 단어나 구문, 문장을 블록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특징화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 등으로 이름을 

붙여 노드(node)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유사한 노드를 묶어 계

층화하고, 이를 다시 범주화하여 하위범주와 핵심주제를 도출하

였다. 연구자 2인이 각각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한 후 논의

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의 분석 과정을 

다른 연구자가 추적할 수 있도록 분석 방법을 기록하고 컴퓨터 파

일 형태로 저장하여 관리하였고, 연구자 간 노드 생성과 범주화 과

정을 수시로 검토하여 통합된 결론에 이르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분석 결과 제시 시 인용문을 그 로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석 결과를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에게 피드백 받아서 동료 검증을 하였다[20]. 

6. 윤리적 고려

연구 수행 전 기 제출된 학생 개인 감상문을 활용한 본 연구의 

계획에 하여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IRB 

2019-09-007)을 받았다. 

연 구 결 과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다큐 3일-1g의 기적, 신생아집중치

료실 72시간’ 다큐멘터리 시청 감상문 분석 결과, 총 9개의 하위범

주가 도출되었고 도출된 하위범주는 다시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신

생아집중치료실을 눈으로 확인함’, ‘이론에서 배운 간호를 관찰하

고 인식함’, ‘아기를 둘러싼 여러 사람의 마음을 느낌’, ‘예비 간호사

로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의 4개의 범주(category)로 분류되었

다(Table 1). 

범주 1.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눈으로 

확인함

간호 학생은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해 실제 신생아집중치료실 

현장을 관찰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미숙아를 직

접 보면서 생각보다 매우 작은 아기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였다. 또

한 조용할 것만 같았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아기를 둘러싼 다양

한 치료 장비와 갑작스러운 경고음이 울리는 긴박한 응급상황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며 실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현장을 관찰하는 

경험을 하였다. 

1) 긴박한 응급상황이 존재하는 곳

모니터링을 하는 기계에서 바이탈 사인, 산소포화도, 심전

도 등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응급 신호가 울리는데, 의료진

들이 다 달려와서 산소를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18-15번)

하지만 NICU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화로운 곳이 아

니었다. 항상 긴장해야 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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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a Documentary about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Categories Subcategories

 Actual observations of the imagined NICU ․ A place where there are emergency situations
․ Very small babies

 Observation and recognition of nursing knowledge ․ Realizing the importance of careful observation
․ Feeling interested in the real implementation of nursing knowledge

 Empathy with people related to the baby ․ Feeling parents' love for their babies
․ Feeling nurses' combination of sadness and fulfillment

 Establishing attitudes and values as a nurse ․ Commitment to professional knowledge
․ Having a responsibility for living beings
․ Hoping to have empathy with a sincere heart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이었다.(18-53번) 

2) 매우 작은 아기를 처음 봄

이론으로 공부했을 때는 그냥 수치상으로 작구나 생각했

었는데 다큐에서 직접 그런 아기들을 보니 생각보다도 너무 

작았다.(18-4번)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계속 느낀 거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아

이들은 내가 생각해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약하고 

살짝만 잘못 만져도 바로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18-50번)

범주 2. 이론에서 배운 간호를 관찰하고 인식함

간호 학생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관찰한 간호를 이론시

간에 학습하였던 고위험신생아 간호와 연결하여 인식하는 경험을 

하였다. 간호사가 아기의 상태를 세심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간

호가 간단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였고, 이론에서 

다양하게 배웠던 여러 간호가 직접 수행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흥

미로워하였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표현을 하며 간호업무를 알아

보는 부분을 뿌듯해하기도 하였다. 

1) 주의 깊은 관찰의 중요성을 실감함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간호사가 아기 발가

락에서의 작은 컬러 체인지를 발견하고 의사에게 노티한 장

면이었다. 간호사는 아기의 작은 발가락 하나하나도 살펴보

고 있었던 것이다.(19-39번)

2) 알고 있던 간호지식이 실제 구현되는 모습을 보며 흥미를 느낌

영상을 보면서 이론상으로 배운 간호가 나와서 신기했는

데, 예를 들자면 아이의 굴곡을 유지하기 위해 아기 주변에 베

개를 적용하는 것, 아기의 낮밤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인큐베

이터에 커버를 씌어 놓은 모습...(18-23번)

이론으로만 배웠던 캥거루 케어를 영상으로 보니 더 신기

하고 인큐베이터보다 캥거루 케어가 왜 더 효과적인 것인지 

알 것 같았다. 인큐베이터에서 누워 있을 때보다 엄마의 피부

에 직접적으로 닿은 채로 엄마 품에 안겨져 있을 때가 아이들

이 더 표현도 많고, 더 안정되어 보이는 느낌이었다.(18-49번)

범주 3. 아기를 둘러싼 여러 사람의 마음을 느낌

간호 학생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그

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 아기의 부모를 보며 안타

까움을 느끼면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아기가 건강하게 지내고 

퇴원하기를 부모와 같이 소망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기를 돌보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감정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생아집중치료실은 아기를 치료하는 곳이 아닌 키우는 곳이라는 

표현에 감동하며 간호사가 아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건

강하게 회복하여 퇴원하는 아기를 그리며 기쁘고 보람된 마음을 

함께 느끼는 한편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한 아기를 이야기하

며 힘들어하는 의료진의 마음을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 

1)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느낌

면회가 끝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촛불 같은 아기를 

중환자실에 두고 집에 가는 발걸음은 정말 떨어지지 않을 것

이다. 집에 가면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는 중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걱정에 잠도 제 로 이루지 못

할 텐데 말이다. 아기를 볼 생각에 설레 면회시간이 되기도 전

에 이것저것 아기 용품들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는 엄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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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얼른 아기들이 회복해서 엄마의 품으로 갔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19-44번)

영상을 보면서 엄마들은 하루에 딱 2번 각각 한 시간씩 밖

에 면회를 못 하는데도 꼬박꼬박 와서 아이를 돌보고 안아주

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심지어 안아주지 못하는 엄

마들은 눈빛으로 아이들을 품어주듯 계속 이름을 불러주며 

사랑을 말해주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18-49번)

2)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보람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낌

영상 속에서 11년차 간호사 선생님이 지난 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28주로 태

어났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가 잘 퇴원해 어느덧 초등

학교 입학식을 한 지나간 환자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도 정말 인상 깊었다.(18-72번)

간호를 하면서 건강하게 퇴원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 퇴원 

못하는 아기들도 있다. 그런 아기들을 보면 안타깝다며 끝내 

눈물을 훔치며 돌아서는 간호사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

먹해졌다.(18-62번)

범주 4. 예비 간호사로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

 
간호 학생은 다큐멘터리 시청을 마무리하면서 간호사로서의 

태도와 가치관에 해 다시 생각하고 각오를 세워나가는 경험을 

하였다. 작고 어린 생명을 간호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모습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생명에 한 사명감을 갖추기를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환자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공감하

는 태도를 지니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1)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를 다짐함

앞으로도 종종 찾아보고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

심히 해서 지식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의식적으로도 성숙한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18-65번) 

2)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짐

책임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도 아이는 생명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그렇기에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19-30번)

간호사라는 직업만이 생명을 키우고, 돌보고 기적을 만들

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내가 준비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소중한 일을 

하는지 깨달았고, 내가 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

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느꼈다.(19-69번)

3) 진정한 마음으로 공감하기를 소망함

바쁜 업무, 모자라는 일손 때문에 신생아를 하는 의료진

의 모습이 건조하고 사무적이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

의 생각과는 달리 신생아 한 명, 한 명의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의료진의 모습은 미래의 내가 간호사가 되면 꼭 지녀

야 할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다.(18-78번)

아이들의 아픔을 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아이들을 정

말 열심을 다해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 그 마

음들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아픔을 

경감시키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 

(19-12번)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 학생이 신생아집중치료

실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해 고위험신생아 간호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이해하였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고위험신생아 간호교

육에서의 다큐멘터리의 활용 가능성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여자는 약 60분 정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본 후 신생아집중

치료실에 해 ‘생각보다도 매우 작은 아기가 많은 의료장비에 둘

러싸여 있으며, 긴박한 응급상황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시각적 이

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가 고위험신생아 간호에 한 이론

수업은 들었으나 임상실습 경험은 없었던 간호 학생이었고, 익

숙하지 않은 임상환경에서 신생아 응급상황에 한 경험이 없는 

것이 간호 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임을 고려한다면[4,5] 다큐멘터

리 시청이 임상현장을 미리 간접 경험함으로써 이미지화하는 학습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이나 시뮬레이션 실

습교육에서는 제한적인 다양한 임상적 상황을, 다큐멘터리는 상

상이 아닌 실재하는 현실 속의 장소와 사람, 사건을 그 로 보여줌

으로써[16] 상상과 현실의 차이를 메꿔주는 효과가 있다[21,22]. 

실제로 교육에서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결과 학습자가 좀 더 현실

적으로 받아들이고 몰입이 높았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

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18,23]. 특히 간호

학생이 경험하기 힘든 생애말 아동의 간호에 다큐멘터리 영상 

학습을 도입한 선행 연구에서도 간호 학생의 생애말 간호에 한 

이해가 높아지고 준비도가 높아졌음을 보고하여[24], 현실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상황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보안적인 학습 방

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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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참여자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앞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간호지식과 술기를 관찰하며 찾아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참여자는 실제 신생아집중치료실 임상현장에서 

수행되는 간호와 자신의 간호지식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기도 하였고, 간호 행위 하나하나가 실제로도 중요하

고 의미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선행 연구에서도 영상을 통한 교육

을 받은 학생이 문제분석, 다양성, 관계 설정과 의사소통 등의 역

량이 증가하였고[25], 영화간호교육을 통해 환자의 건강문제에 

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촉진시켰

다[26]. 따라서 간호지식과 술기의 통합적 적용이 간호 학생이 가

져야 하는 주요한 역량이며 이를 위해 임상실습이 효과적으로 운

영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고위험신생아 간호에 한 임상실습

이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이론적 간호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관

찰하는 학습에 다큐멘터리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참여자는 다큐멘터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현

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다. 다큐멘터리는 현실 속의 실재 인물

과 사건을 통해 일상의 삶을 그 로 반영하며 내레이션을 통해 등

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므로[16] 허구가 아닌 사실을 

다룬다는 점에서 시청자가 현실로 인식하는 동일시의 정도가 매우 

크다[27]. 다큐멘터리 역시 연출자의 의도가 들어가고 시청자의 공

감을 높이기 위하여 스토리텔링과 같이 일정한 관습에 따라 재구

성되거나 재현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27], 사실을 다룬다는 

점에서 시청자가 등장인물의 감정에 몰입하고 내부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다큐멘터리를 이용한 교육이 문자를 이용한 

교육과 비교해 감성적 판단이 우세하게 나타난다[28]. 참여자는 우

선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미숙아의 부모가 처한 상황과 맥락 속

에서 그들에 해 깊이 공감하였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은 부모가 

상주하지 못하고 제한된 시간에만 면회가 가능하므로 간호 학생

이 임상실습을 하더라도 부모를 만나고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

해하고 공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해 신생

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부모를 공감하는 경험은 간호 학생의 긍

정적 학습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신생아집중치

료실 간호사가 환자를 자신의 아기처럼 돌보는 모습을 인상 깊게 

바라보았고, 아기의 상태에 따라 기쁘고 보람되거나 슬프고 안타

까운 마음을 간호사의 입장에서 느끼고 공감하였다. 특히 다큐멘

터리에서는 영상뿐 아니라 내레이션을 통해 의료진의 이야기를 직

접 담아내어 의료진의 생각과 느낌이 참여자에게 그 로 전달되고 

전이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과학자의 일상과 연구 과정을 다

룬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학생의 과학자에 한 현실적 이해를 

증진시켰고[23], 간호사에 한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한 교육으로 

간호 학생의 간호직에 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18]. 따라서 간호 학생을 상으로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교육 

운영에 있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간호사의 현실적 이야기와 감

정이 간호 학생에게 그 로 전이되어 내면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제는 향후 간호사가 될 예비간호사로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경험이었다. 참여자는 전문적 지식뿐 

아니라 생명에 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환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였다. 휴먼 다큐멘터

리의 경우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참여자는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한 감정

적 반응에서 나아가 미래 간호사인 자신이 직면할 수 있는 현장에

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해 생각하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한 교육을 할 때 기

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라고 생각된다. 의학이나 간호학 교육에

서 환자와 가족에 한 공감 능력, 태도, 윤리의식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써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26,29]. 또한 다큐멘터리나 영

화를 이용한 의료 교육이 통증, 질병, 죽음과 같이 인간에게 초월적

인 상황이나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기에 매우 효과적인 교육법으로 

확인되었다[11,21,22,30]. 

본 연구를 통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실습교육이 제한적인 현실

에서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은 고위험신생아 간호의 실제를 간접적

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위험신생아 간호 상황에 한 

이해를 확장하며 고위험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로서의 태도와 가

치관을 세우는 교육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 현실을 보

여주는 다큐멘터리 또한 의도에 따라 재구성되므로, 실제 현실 속

의 다양한 비판적 사고보다는 수용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어[16] 

임상실습 현장에 한 보완적인 성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또한 교육적 다큐멘터리 컨텐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큐멘터리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분 긴 재생시간으로 인

해 실제 수업시간 내의 활용도가 낮으므로[17] 적절하게 분절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의 선택에 

있어 교육적 효과를 기 할 수 있을지에 한 교수자의 충분한 숙

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분량을 감안하여 온라

인학습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업시간 외에 자율적으로 다큐멘

터리를 시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추후 교과목 운영에서 다큐멘터

리를 활용할 경우, 시청 분량에 따른 수업시간의 배분, 학생 시청 여

부에 한 확인 방법 등에 한 전략과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질적연구자료의 분석 결과를 참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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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하여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교과목 운영 중 이미 제출된 학생 개인의 감상문을 분석

한 연구여서 연구에 한 사전 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학생

들이 교수자에게 과제로 제출한 자료이므로 감상문의 내용이 다소 

긍정적으로 편향되어 작성되었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제

한이 있다. 본 연구는 일개 학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다큐멘

터리 시청 소감문을 분석한 질적연구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보다는 간호 학생이 다큐멘터리 시청 후에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

였는지에 한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위험신생아 

간호교육에서 다큐멘터리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교수학습방법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후 

학습자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 경험이 임

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 학생의 고위험신생아 간호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간호

학생이 다큐멘터리 시청 후 제출한 소감문을 NVivo 12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개의 범주가 확인이 되

었다: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눈으로 확인함’, 

‘이론에서 배웠던 간호를 관찰하고 인식함’, ‘아기를 둘러싼 여러 

사람의 마음을 느낌’, ‘예비 간호사로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 

간호 학생은 실제에 기반을 둔 영상을 봄으로써 임상현장을 상상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실제 수행되고 있

는 간호와 강의시간에 배운 지식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군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그 중에서

도 특히 자신의 미래 모습으로 여기는 간호사의 시선을 자신과 동

일시하며 향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실적

으로 제한점이 많은 고위험신생아 실습에 있어 다큐멘터리의 시청

이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후 다양한 다큐멘터

리 영상을 교수학습방법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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