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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중단 경험: 
현상학적 연구

정남해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Experience of Interruption of 
Fieldwork Practice due to COVID19 : Phenomenological Study

Nam-Hae Jung
Division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eo University

요  약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습이 중단된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추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실습이 중단
된 작업치료학과 학생 총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전화로 코로나바이러스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실습 
중 경험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내용은 Colaizzi(1978) 자료 분석에 따라 분석하였다. 면담 결과, 17개의 주제,
6개의 주제모음, 2개의 범주로 조직화하였다. 주제모음은 무관심기, 문제인식기, 방황기, 대처기, 후유기, 대처에 대한 
기대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는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였고, 실습 중
단 과정에서는 불안감, 아쉬움 등을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모든 학교가 동시에 일괄적이고 빠른 대처를 시행하기를 기대
하였다. 추후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여 임상기관, 협회 및 학교가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체계
적인 소통 및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where their practice was discontinued due to COVID-19,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measures. This study was a phenomenological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ven 
students. Interviews were analyzed according to Colaizzi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an interview, it was
organized into 17 themes, six themes clusters, and two categories. The themes clusters were indifference,
problem recognition, wandering, coping, aftermath, and anticipation for coping. The students 
experienced a confused and frustrating situation after recognizing the problem of COVID-19 and 
experienced anxiety and regret as they experienced the interruption of their fieldwork. The students 
expected all universities to implement a batch and quick response at the same time. In the future, a 
systematic communication and delivery system is needed to quickly prepare and implement 
countermeasures at the same time as institutions, associations, and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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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작업치료사는 정신, 신체, 발달 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

들을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치료하며, 일상생활과 직업, 
교육, 놀이 등의 환경 내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업치료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갖춘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1].

임상실습은 작업치료 전공학생들에게 학문적 교육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
론을 임상실습 교육자의 지도하에서 적극적으로 실행 및 
통합하고 임상기술을 발달시켜 학생에서 전문적인 작업
치료사로 발전하도록 돕는다[2-3]. 학생들이 임상실습 
때 경험한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임상실습 교육자의 역할 
수행 정도는 졸업 후, 본인이 작업치료사가 되었을 때의 
작업치료사 역할 인식과 수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임상실습은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 내적으로 중
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4].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
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SARS-CoV-2의 감염증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5].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에 2월 대구신천지교
회, 구로구 콜센터, 5월 이태원 클럽 등의 집단 감염을 계
기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2020년 7월까지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6]. 

Shin[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의료계
가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의대, 간호대, 기타 보건의료계열 학생의 실습 기회가 
제한되어 미래 의료 인력이 현장 대응력을 함양하지 못
하게 된다고 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해 언론에서는 
실습시간을 채워야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한 간호조무사, 
위험에 노출된 의대생 등 실습생들의 위험에 대한 보고
가 터져 나오면서 감염사태 시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실
습경험의 제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실습 중이었던 혹은 실습예정이었던 작업치료 전공 대
학생들도 실습이 중단되거나 실습이 취소 되는 등 혼란
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 3차 유행을 예측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재난과 감염은 
더 빠른 주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현재

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실습이 중단된 학생들의 경험을 깊
이있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추후 대책 마련의 기초를 마
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는 고의성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선정 조건은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으로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 유행 당시 임상실습 중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임상실습이 중단된 자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총 7명의 작
업치료 전공 대학생이 참여하였다(Table 1). 

P1 P2 P3 P4 P5 P6 P7

Sex F F M M M F F

Age 23 23 25 25 26 23 23

Grade 3 3 3 3 3 3 3

Pre-experience 
of fieldwork 

practice
0 1 1 0 1 1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
지 약 6주간 연구 대상자와 전화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
다. 대상자의 편의에 맞추어 조용히 집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
하였고, 1시간~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녹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 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파일을 여러 번 들으면서 텍스트로 전사하였다. 
면담에서 사용한 질문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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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Questions about the fieldwork practice related to 
COVID-19
Please tell me about preparing and expectation of the 
fieldwork practice. 
Please tell me about any experiences you have had 
during the practice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COVID-19. 
Please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stopping the practice related to COVID-19.
Please tell me about your feelings, thoughts, and 
experiences after interruption of fieldwork practice 
related to COVID-19.   

Table 2. Questions in interview

2.2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olaizzi[8] 방법을 사용하였다. Colaizzi

는 자료 출처와 자료수집방법의 연관성 속에서 자료의 
의미와 주제 그리고 현상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Colaizzi 방법의 자료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에서 대상자의 기술을 읽어서 느낌을 얻는
다. 둘째,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
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다. 셋째, 
의미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한다. 
넷째,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
(formulated mean- ing)를 끌어낸다. 다섯째,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 범주
(cate -gories)로 조직한다. 여섯째, 주제를 관심있는 현
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인 기술
(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

2.3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Guba와 

Lincoln[9]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지켰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고려하여 연구자는 대상자
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
해 실제 의미를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성을 고려하여 대
상자는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현상에 대하여 충분한 경
험이 있고 언어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
다. 셋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작업치료
학과 교수 2인이 각각 의미 단위를 주요 의미 및 주제로 
구조화시켜 비교하였다. 연구자와 작업치료학과 교수 2
인과의 일치율은 각각 85.0%, 87.0%이었다. 넷째, 중립
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스스로 편견과 
고정관념을 의식하고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Colaizzi의 자료분석에 따라 연구대상자와의 면담 원 
자료로부터 도출된 98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주의깊게 보
면서 의미를 구성하여 21개의 구성된 의미를 도출하였
다. 의미있는 진술에서 사용된 명사의 빈도를 워드클라우
드로 제시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Fig. 1. Word Cloud for the meaningful statements 

도출된 의미에서 17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이 과정
에서 현상학을 이해하고 있는 작업치료학 교수 2인으로
부터 타당성을 검정한 후 6개의 주제 모음으로 확정하였
고, 이를 최종적으로 2개의 범주로 조직화하였다(Table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실습 중단을 경험
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합한 결과, 무관심기, 문제인식기, 
방황기, 대처기, 수습기의 과정으로 정리하였다. 학생들
은 비슷한 과정을 거쳤지만, 실습 기관 및 학교의 대처 
시기, 본인의 상황 등에 따라 각 과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달랐다.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실습에 미친 영향
3.1.1 무관심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가 발생할 당시에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실습 중
이었다. 학생들은 실습 시작 당시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은 안전할 거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연구대상자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우리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별 걱정이 없었
어요. 그래도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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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참여자 4)
일단은 실습은 걱정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과) 실습지가 멀어서 ... 
관리만 잘되면 실습은 걱정없었는데.... (참여자 5)
  
3.1.2 문제인식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더욱 확산되면서 학생들

은 무관심기를 지나, 문제 인식기에 접어들었다. 학생들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언론보도와 더불어 
실습기관의 방역대책, 환자 수 감소, 임상 선생님들의 조
언, 타학교의 실습 중단 등을 통해서 위험에 대해 인식하
기 시작하였다. 

저랑 같은 병원 실습을 한 다른 학교는 실습을 먼저 중
단을 해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도 잘못하면 걸
릴 수도 있겠다’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참여
자 2)
점차 외래 환자분들이 못 오게 되었고 아동작업치료실
에 아동 방문 빈도도 낮아지면서 피부로 문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1) 
병원에서 코로나 1월 중순 즈음부터는 중앙입구를 폐쇄
하고 밖에 조그만 입구만 오픈해서 항상 들어오는 사람 
이름 적고 열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분
위기 자체도 서로 좀 환자들이나 외부인들이나 아니면 
서로서로가 가까이 안 붙으려고 하는 걸 지키려는 게 보
였던 거 같아요. (참여자 5)
 
3.1.3 방황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험에 대해 인식 한 이

후, 학교 혹은 실습기관에서 실습 중단 결정이 있기까지 
학생들은 방황기를 경험하였다. 학교를 떠나 낯선 실습지
에 와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증가하였고 가족들의 걱정, 격려 등도 경험하였다. 학생
들은 실습 중단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반면, 직접 교수
에게 연락해 문의하는 등의 노력도 하였다. 다른 학교가 
먼저 실습을 중단하고 간 경우, 부러움 및 의욕 상실을 
느끼면서 본인들의 학교의 늦은 대처에 대한 걱정 및 답
답함을 느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모두 불안감 및 두려
움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부러움, 걱정, 답답함 
의욕 상실,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다.

(다른 학교 실습생이 먼저 중단하고 갔을 때) 그때 너무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5)
(실습을 먼저 중단한) 학교 대처가 엄청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4)

Categories Themes 
clusters Themes

Effects of 
COVID19 

Indifference 
period

Unaware of the seriousness
I’m safe’ 

Problem 
recognition 

period

Hospital taking preventive 
measures
Reduction of the patients
Supervisor’s comment
Interruption of fieldwork 
practice of students from other 
university

Wandering 
period

Envy of other school students to 
stop fieldwork practice
Worry about late coping
Personal effort
Frustrating

Coping period
Anxiety
Regret
Relief 

Aftermath 
period

Economic loss
This was the best

Expectation Expectation of 
future action

Expectation of rapid coping
Necessity of preparing a 
collective, simultaneous, and 
quick countermeasure      

Table 3. Categorization of experience of interruption 
of the fieldwork practice

교수님께 우리는 중단 안 하나 여쭤보려고 전화 했었어
요. 그때 서울이나 인천지역에 실습하는 학생들은 왔다
갔다 지하철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었습
니다. (참여자 7)
(다음 실습을 위해서) 주말에 방을 구하러 갔는데 아직 
아무 것도 확정이 안 나서 방을 못 구하겠는 거예요. 막
상 방을 안 구했는데 중단된다는 말은 없고 불안했던 거
죠. 그때는 너무 애매해가지고 교수님들께 따로 전화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참여자 3)

3.1.4 대처기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실습 중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실습 중단을 경험한 학생들이었
다. 실습이 중단되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가하면, 반대로 
아쉬움, 불안감, 걱정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실습을 가야 하는데 그때는 또 언제 가야 되나하
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6)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교수님께) 제가 남아서 
실습을 좀 더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실습을 중단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여자 1)
그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딱 중
단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건 있었어요. 당장에 좀 쉴 
수 있겠구나.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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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후유기
실습 중단으로 실습 중 경험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확산 및 위험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해
소되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었다. 실습 
중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의견
이 있었고, 실습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등의 문제
가 생겼다. 학생들은 실습 중단 이후에도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경험했다
고 보고하였다. 

지금 당장은 학생인 신분이니 가장 많은 의지 한 것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처한 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
(1차, 2차, 3차가 모두 타지역이라) 실습을 위해서 처음 
집을 계약할 때 기간을 6개월로 했었는데 (실습 중단 때
문에) 1개월 반만 잡고 내려 오다보니 집 계약금도 다 
돌려받지도 못하는 등 마음이 좀 심란했었습니다. (참여
자 4)  
 

3.2 기대
3.2.1 추후 대처에 대한 기대
연구 대상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실

습 중단을 경험하면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였다.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실습 중단의 타당성은 인
정하지만, 실습 중단의 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일괄적으
로 해야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전국적으로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
에 대해서도 통일화하여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할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실습 중단 시기를 차라리 다같이 통일을 했으면 하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중단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상대
적으로 비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3)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이) 학생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다고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배우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주시고 빠르게 대
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5)

4.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의료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변
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실습의 어려움이다. 전
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2, 3차 코로나가 유행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 의료계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간 합
의와 배려가 중요하며[7], 미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
점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작업치료 임상실습 중단
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깊이 있게 조사하
여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무관
심한 시기를 거쳐 위험에 대해 인식하면서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다. 신종 감염병 발
생은 걱정,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혼란 및 어려움과 
같은 정서적 디스트레스(emotional distress)를 초래한
다[10]. 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위험
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기를 경험하였다.   사람들은 감염병
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무기력함을 경험한다[11]. 학생들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위험을 인식한 후 
즉각적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다. 이는 Lee, 
Kim & Kang [12]에서도 잘 드러났다. 감염병 유행 시
기에 일반인들은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해 대처할 수 
없을 때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
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였고, 외출을 자제하였다. 
그러나 실습을 하는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
용하고 출근을 했어야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
의 대처를 다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
는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다는 인식이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듯이, 실
습생들은 학교나 실습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13]에
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안내’를 제시하였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실
습 전 확인 사항은 주로 교육기관에서 판단하고, 현장실
습 진행 여부 및 방식은 실습 기관 판단에 따르도록 하였
다. 하지만, 임상실습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중단한 경우, 
실습 의료기관에서 중단한 경우, 학생 부모가 중단한 경
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었다. 지침 전달의 문제였던 것이
다. 대책 및 전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모두 방황기와 대처기를 거치면서 실습이 중
단되었는데, 실습 중단되는 시점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안함과 혼란을 경험하였다. 본인의 실습 중단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9호, 2020

478

늦어지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먼저 실습을 중단하는 
걸 본 학생들은 다른 학교의 빠른 대처에 대한 부러움, 
자신들의 학교의 늦은 대처에 대한 걱정 및 답답함을 호
소한 반면, 실습이 상대적으로 먼저 중단되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실습 중단에 대한 아쉬움 또는 추후 실습에 대
한 걱정 등 마찬가지로 불안과 혼란을 호소하였다. 추후 
대처에 대한 기대에 관한 주제모음에서 학생들은 전국의 
작업치료학과에서 최대한 빠르게, 동시적으로 일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였다. 

학생들은 실습 중단 이후에도 실습을 대비하여 준비해
두었던 숙소 계약 파기 등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하였고, 
실습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해 혼란을 경
험하였다. 신종감염병과 같은 감염성 사회재난이 다시 발
생했을 때, 지금의 사태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고 이
로 인해 유발되는 부가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종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
하여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학생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의 작업치료(학)과 대학(교) 
뿐만 아니라 임상기관, 관련 협회에서 소통하고 협업하여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
적인 소통 및 대책 전달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실습 
혼란 및 중단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이해
하고 추후 대책 마련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상학
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실습 과
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무관심기, 
문제인식기, 방황기, 대처기, 후유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생들은 실습 중단을 경험하면서 시기와 상관없
이 혼란을 느꼈으며,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구 대처에 대한 
기대로 전국의 작업치료학과에서 동시적이고 일괄적이며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추후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와 같은 재난 사태를 대비하여 실습 의료기
관 및 전국의 작업치료(학)과 대학(교), 관련 협회에서 소
통 및 협업하여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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