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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81 명을 대상으로 2018 년 2 월부터

5 월까지 4 개월 동안 심층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CQR-M: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분석 결과 총 8 개 영역, 37 개 범주, 63 개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연구 문제 기준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섯 가지 기준은 북미 거주 한인들이 원하는 상담

주제, 면대면 상담 시 고려사항과 저해요인, 온라인 상담을 통해

극복 가능한 저해요인, 효과적인 온라인 상담을 위한 보완점, 

선호하는 온라인 상담 유형과 그 이유 등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상담은 면대면 상담에 여러 제약이 있는 북미 거주 한인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북미

거주 한인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주 호소문제가 이주자로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효과적인 온라인 상담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넷째, 

온라인 상담 중 영상, 채팅, 이메일 등 상담이 지니는 각각의

장단점을 북미 거주 한인들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자료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이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북미 거주 한국인, 재외동포, 온라인 상담, CQR-M 

학  번 : 2014-2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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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재외동포①는 2017 년 기준으로 총 197 개국에 743 만여

명으로 확인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 이는 지난

40 년 동안 약 7.4 배 증가한 규모다(김민정, 2018). 일반적으로

재외동포는 영주권자, 유학생, 일반체류자, 그리고 시민권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최근까지도 이민, 해외 취업, 학위 취득, 자녀

교육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다(조현식, 2015).

  현재 북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재외동포의 규모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한국 재외동포 수 중 상위권을 차지한다. 미국과 캐나다를

일컫는 북미 지역에는 약 273 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한국 재외동포의 36.8%를 차지한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 미국과 캐나다로의 이주는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한인 이주자들은 영어를 익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김경숙 & 김민희, 2013; 배정이

& 박현주, 2010; 배정이 & 박영숙, 2010).

  북미로의 이주는 재외동포들에게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북미 거주 한인들이 종종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사회적 자원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가치관과 역할의 변화 등은 재외동포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소애영, De Gagne & 오진아, 

                                        
①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재외동포' '재외국민' '한인 거주자' '한인 이주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다. 또 연구에 따라 용어에 따른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이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구분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한인

이주자' '한인 거주자' 등을 동의어로 간주하여 사용하였다.



2

2015; 조인주,2010; Bernstein,2007; Kuo,1984). 해외 거주

한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는 타민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인들이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고 본래 문화생활 패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Min, Moon & Lubben, 2005). 해외 거주 한인들은

타민족 집단과 비교할 때 동일 민족 구성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한식을 먹고, 한국

방송을 접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북미 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바있다(조인주, 

2010). 이런 특성에 따라 현지 문화 수용이 적은 한인들은 현지

문화적응을 위해 따르는 스트레스가 타민족에 비해 높아 정신건강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Berstein, 2007; Park, Cho, Park, 

Bernstein & Shin, 201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러차례 밝혀졌다 (박형원, 2010; 김경숙 & 김민희, 2013; 유채영

& 이주경, 2012; Park et al., 2013).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주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한인 이주자들은 북미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물질남용, 적응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배정이 & 박현주, 2010; Kim, 

2006; Kim, Sangalang & Kihl, 2012). 따라서 이민생활 특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한인 이주자들은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Bernstein,2007; 

Kim, Han, Shin, Kim, & Lee, 2005). 하지만 이처럼 상담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더라도, 실제 북미 거주 한인들의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률이 현지인들보다 낮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Lee & Jang, 2016; Saint Arnault, Gang & Woo, 

2017; Kim & Song, 1997). 한인들의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데에는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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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들이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여러 환경적인

제약들이 이를 어렵게 한다. 흔히 이주자들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치료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 등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찾아가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소애영 et al., 2015 재인용; Kim, Loi, Chiriboga, 

Jang, Parmelee & Allen, 2011).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이주자에게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주 초기 한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인들보다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민경희, 2006).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적 여유도

적은것으로 나타난다 (배정이, 박영숙, 윤숙희 & 김윤정, 2010; 

조인주, 2010; Bernstein, 2007). 이에 더하여 무엇보다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현지에 있는 외국인 상담사에게 받기 위해서는 언어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인 이주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상담사의 진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박정숙 & 오윤정, 2001; Kim 

& Song, 1997; Kim et al., 2011).

  이러한 외적인 이유 말고도 한인들이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하는 내적인 이유들도 존재한다. 한인 이주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 등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이민생활에서 경험하는 기분 정도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Bae, 2013 재인용; Shin, 2002). 한인들은 스스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알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Choi, 2003; Shin, 2002). 이 같은

내적 외적 이유 때문에 한인들은 전반적으로 정신·심리적인

영역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치료 동기가

매우 낮고, 앞서 언급하였듯 실제로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Lee & Jang, 2016; Saint Arnault, Gang & Woo, 2017; 

Kim & Song, 1997; Wu, Kviz, & Miller, 2009). 기존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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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도 북미 거주 한인들의 건강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하고 있다(배정이 & 박영숙, 2010; Berstein, 2007; Choi, 2003; 

Jang, Park, Chiriboga, Yoon, An & Kim, 2015).

  다양한 연구들이 지적했듯이 해외 거주 한인들은 정신보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도 한국과

관련된 인적자원으로서, 그들이 현지사회에 적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개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보건 서비스의 대안

으로서의 온라인 상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보건 서비스의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상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Barak, Klein & Proudfoot, 2009; Campbell, Cohen, Grande & 

Hopkins, 2015).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이 보편화 되면서, 실제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다(임성진, 이정은 & 한신, 2017; Gassova & 

Werner-Wilson, 2018). 이런 시점에서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북미 거주 한인들의 정신보건 서비스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상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에서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Mallen & Vogel, 

2005). 온라인 상담 ② 은 그동안 사이버 상담, E-Therapy, 인터넷

상담, 컴퓨터 상담, 통신 상담, 웹 상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로 정의되고 연구되었다(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② Google Scholar, ProQuest, ERIC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국외에서는

Cyber Counseling 보다 Online Counseling 이라는 용어가 보편화 되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국학술정보서비스, RISS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도 과거에는 사이버 상담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상담, 온라인 심리치료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을 모두 온라인

상담으로 통일하여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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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남상인 & 천성문, 2009; 이동훈, 김주연 & 김진주, 2015). 

현재 해외에서는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다수의 해외 연구들은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치료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온라인

상담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논증했다(Andrews, Cuijpers, 

Craske, McEvoy & Titov, 2010; Carlbring, Bohman, Brunt, 

Buhrman, Westling, Ekselius, & Andersson, 2006; Rozental, 

Forsell, Svensson, Andersson & Carlbring, 2015).

  온라인 상담과 관련한 해외 연구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북미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또 북미

거주 한인들이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 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Augsberger, Yeung, Dougher & Hahm, 2015; Jang, 

Kim, Hansen & Chiriboga, 2007; Jang et al., 2015; Park, Jang & 

Chiriboga, 2018; Wu et al., 2009),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기한 연구도 매우 적다. 특히 온라인 상담을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온라인 상담이 과연 면대면

상담을 받기 어려운 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상담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온라인

상담이 해외 거주 한인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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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한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에 관해 알아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선

북미 거주 한인들이 타지에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후 북미 거주 한인들이 온라인

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과 태도에 대해 탐색해 볼

것이다. 또 온라인 상담의 효과적인 적용 방법과 이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북미 거주 한인들이 상담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북미 거주 한인들이 면대면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고려하는 사항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북미 거주 한인들이 면대면 상담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중 어떤 부분이 온라인 상담으로 해소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4. 북미 거주 한인들이 온라인 상담에 대해 더 기대하는

것과 보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5. 북미 거주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상담의

유형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5-1: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상담의 유형

연구문제 5-2: 북미 거주 한인들의 이메일 상담 선호 시 그 이유

연구문제 5-3: 북미 거주 한인들의 채팅상담 선호 시 그 이유

연구문제 5-4: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영상상담 선호 시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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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상담의 개념

온라인 상담은 그동안 국내에서 사이버 상담, 온라인 치료, 

인터넷 상담, 컴퓨터 상담, 통신 상담, 웹 상담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연구되었다 (김계현 et al., 2009). 국외의 경우에도 Cyber 

Counseling, Online Therapy, Electronic Therapy, e-Counseling, 

Telehealth, Telemental Health, Web Counseling, Computer 

Mediated Psychotherapy 등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었다 (Barak et 

al., 2009; Gassova & Werner-Wilson, 2018). 이에 대해 김계현 & 

임은미(2000)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인터넷 매체를

통한 상담'을 표현하는 용어에 대한 상담 전문가 간의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2018 년 현재까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상담에 대한 용어는 여전히 통일되지 않고 연구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사이버 상담'이라는

용어의 채택이 '온라인 상담' 보다 현저히 많았다 (김계현 & 임은미, 

2000; 이영선, 박정민 & 최한나, 2001; 임은미, 2006; 정현숙 & 

유미숙, 2010; 서선아, 2014, 허애지, 2003). 하지만 '사이버

상담'이라는 용어는 '사이버', '가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내포하고

하고 있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담활동이 가상의 것으로 연상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김계현 & 임은미, 2000). 또한, ERIC, Google 

Scholar, ProQuest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외 연구의 경우

'Online Counseling'이라는 용어를 'Cyber Counseling'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학술정보 서비스, RISS, 국회도서관을 통해 국내의 연구를

확인한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엔 사이버 상담이라는 용어만큼

온라인 심리치료, 온라인 상담이라는 용어가 자주 채택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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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담활동을 뜻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상담'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혼재한 것처럼, '온라인 상담'에 대한 정의

또한 연구별로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 상담학회 부설 기관인 국가

상담자 자격위원회(National Board of Certified Counselors, 

NBCC)는 온라인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혹은 비 실시간으로 상담과 정보를

주고받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1997, 2009).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는 온라인(사이버) 상담이란 '실제 상담실이 아닌

가상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상담활동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 감정, 행동상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상담과정을 사이버공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대면상담과

목적은 동일하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가 다른 것'

이라고 하였다 (이영선, 박정민 & 최한나, 2001). 이렇듯 온라인

상담의 정의는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하게 정의되는 부분이 많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상담에 대한 정의로 가장 포괄적인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에서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 상담하는 것' (Mallen 

&Vogel, 2005)을 채택했다.

2. 온라인 상담의 유형 및 발전 과정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과 밀착되어 살아간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컴퓨터가 없어도 온라인상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현실 공간과 온라인 공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서선아, 2014).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고, 은행 일을 보고, 쇼핑하는

등, 일상에서의 많은 일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한다 (Andersson, 

2016). 또 최근에는 이러한 일상적인 일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일에도 인터넷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건강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얻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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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으며 (Morahan-Martin, 2004), 심각한 정신과 상담에도

적용해 활용하고 있다(Gitlow, Abdelaal, Etienne, Hensley, 

Krukowski & Toner, 2017). 다시말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해 건강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Adkins, 

Zalta, Boley, Glover, Karnik & Schueller, 2017; Mishna, Bogo & 

Sawyer, 2015).  

  우리는 젊은 세대를 두고 종종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관련된 것들을 마치 원어민(native speaker)처럼 거슬림없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 라고 일컫는다

(Prensky, 2001).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직접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드리고 이용한다 (Palmer, 2015).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인터넷과 디지털기기 이용 추세는 젊은이들의 면대면 상담 이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Palmer, 2015). 

온라인 상담의 발달은 IT 기기의 발달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새로운 기기와 매체,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s)들이

생기면서 온라인 상담에 대한 유형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Mishna et al., 2015). 온라인

상담에 활용되는 IT 기술은 현재에도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상담의 유형과 이용에 대한 설명은 연구된 연도에

따라, 그 당시 보급된 IT 기술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시로서 '모바일 상담' (mobile counseling)을 들 수 있다. 

모바일 상담은 '모바일폰, 휴대폰이 대중화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영역의 사이버 상담으로서, 모바일폰을 통해 문자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정의하였다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2012). 하지만

2018 년 현재 대부분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함에

따라 모바일 상담의 정의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의 모바일 상담의 정의와 다르게 스마트폰은 ‘문자’로 이루어지는

상담만이 가능 한 것이 아니라 이메일 상담, 채팅상담, 영상상담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상담이 가능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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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전화기의 기능 뿐만 아니라 휴대용 컴퓨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채팅, 영상통화,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이

자유로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추세다 (Gitglow et al., 

2017).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을 살펴보면, 

2012 년 캐나다에서는 전체 휴대폰 사용자 인구 중 6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다(Chetty, 2017 재인용). 또

2015 년 미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휴대폰 사용자의 68% 이상이

일반 휴대폰이 아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Anderson, 2015). 그러므로 2018 년 현재에는 더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모바일 상담

정의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상담에 대한 유형은 기기 발달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뉘는데, 국내에 존재하는 온라인 상담에 대한 단행본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1 년에 발간된 이영선, 

박정민 & 최한나의 '사이버 상담의 기법과 윤리'에서는 온라인

상담의 유형을 크게 채팅상담, 영상상담, 이메일 상담, 게시판상담

데이터베이스상담,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상담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2006 년에 발간된 임은미의 '사이버 상담의 이해'에서는

온라인 상담의 유형을 크게 채팅상담, 영상상담, 이메일 상담, 

게시판상담, 데이터베이스상담, 심리검사, 상담카페, 그리고 온라인

지지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위에 설명된 온라인 상담의 유형과 관련해 2018 년 현재

사람들의 선호형태 및 이용형태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온라인 상담의 유형으로

소개되는 것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들은 크게 실시간

(synchronous) 상담과 비실시간(asynchronous) 상담으로

나누어진다. 실시간 상담이란 내담자가 상담을 원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영상상담, 채팅상담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비실시간 상담은 내담자가 시간을 두고

답신을 받는 것으로 이메일 상담, 게시판상담, 데이터베이스상담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이영선 et al., 2001; 임은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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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인터넷 속도가 지금보다 매우 느렸으며, 모바일

기기들이 지금과 비교할 때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컴퓨터를 통한

비실시간 상담이 선호되었다. 비실시간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시차를 두고 상담을 하는 경우다. 그 종류에는 구체적인 예로

이메일 상담(e-mail counseling)이 있다. 이메일 상담이란 내담자가

자신이 상담받고 싶은 것을 이메일을 통해 상담자에게 보내면

상담자가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이메일로 답장해주는 형식을

말한다(이영선 et al., 2001). 하지만 이메일 상담은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부각되는 영상상담과 비교해 그 사용도와

인기 모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Gassova & Werner-Wilson, 

2018).

한편 또 다른 비실시간 상담의 예로 게시판 상담(bulletin 

counseling)이 있다. 게시판상담은 내담자가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자신의 고민을 올려놓으면 상담자가 답변하는 상담 형태다 (이영선

et al., 2001; 임은미, 2006).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양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향 소통 방식으로 비실시간 상담이

이뤄지는 데이터베이스상담이 있다. 데이터베이스 상담(database 

counseling)은 IP(Information Provider)나 CP(Contents Provider)

가 여러 자료를 서버에 저장해두고 내담자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담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상담은 문자자료나

영상자료를 상담 관련 정보에 저장해두고 언제든지 와서 읽고 볼

수 있도록 한 상담 형태다 (임은미, 2001). 

최근에는 위의 비실시간 상담보다 인터넷과 기기의 발달에 따라

실시간 상담유형이 더 선호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상담(video conferencing)이 있다. 영상상담은 한국에서

화상 상담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영상상담이란 면대면 상담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온라인 상담으로서,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 내담자와

상담자가 화면 속 서로의 모습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상담

방법이다 (임은미, 2006; 이동훈 et al., 2015). 영상상담을 위해

과거에는 컴퓨터, 웹켐 등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최근 TV, 테블릿

PC, 스마트폰의 발전에 따라 영상상담을 시도하는 것이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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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훨씬 더 수월해졌다(Gassova & Werner-Wilson, 2018). 

스카이프나 페이스타임 등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발달하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상상담이 대중화되었고 많은

내담자가 선호하는 온라인 상담유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Cortelyou-Ward, K., Rotarius, T., & Honrado, J. C. ,2018).

둘째, 채팅상담(chat-room counseling)이 있다. 채팅상담이란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접속된 내담자와 상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화하는 상담 방식이다(임은미, 2006). 이것은 영상은

아니지만, 텍스트의 즉시성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채팅상담의 경우, 젊은 내담자에게는 호불호 차이가 크다. 그러한

예로, 채팅은 매일 사용하는 익숙한 플랫폼(platform)인 경우가

많아서 채팅상담으로 상담자에게 말하는 것이 친구에게 말하듯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Nagel & Anthony, 2011). 하지만

이와 다르게 또 다른 젊은 내담자들은 글로써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서, 글로

쓰는 채팅상담보다 쉽게 말로 할 수 있는 상담을 더 선호했다

(Gassova & Werner-Wilson, 2018).

이렇듯 영상상담, 채팅상담, 이메일 상담 등 그동안 꾸준히

활용되고 연구되는 온라인 상담유형도 있고, IT 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상담유형들도 다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VR 상담(virtual reality counseling),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상담이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상담이라 볼 수 있고, 

사용 추세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Gitglow et 

al., 2017). VR 상담은 아바타 등을 이용하여 가상의 경험을

내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포나 불안을 낮추는 온라인 상담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Anderson, Edwards & Goodnight, 2017). 

예를 들어,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상담자를 만나러

나오는 것조차 힘들 때, 가상에서 대인관계를 현실처럼 경험하게

함으로써 불안을 낮추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 VR 상담은

상담자가 직접 개입하는 온라인 상담과 병행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상담이 제공하는 높은 접근성과 가상의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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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방법이 시너지가 되어 매우 효과적이다 (Zack, 2004;

이동훈 et al., 2015).

또 온라인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에 따라 점점 더 활발히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담과 병행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내담자의

기분 상태나 증상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하다(Cortelyou-Ward 

et al., 2018; Gassova & Werner-Wilson, 2018; Harris & 

Birnbaum, 2015 재인용; Gitlow et al., 2017). 이렇듯 온라인

상담의 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 내담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과적인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온라인 상담의 효과성 및 이용 가능성

온라인 상담이 상담의 한 형태로 등장한 이후, 온라인 상담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양미진, 

유혜란, 서선아, 박성륜, 김경화 & 유준호, 2015). 본 연구는 효과성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러 논문을 검토하여

결론을 낸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와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 메타분석(metal analysis) 등의 연구를 먼저

살펴보았다. 결과부터 정리한다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상담수의 국내외 연구들은 온라인 상담을 효과적인 상담

방법이라고 밝혔다.

우선 Barak, Hen, Boniel-Nissim & Shapira (2008)은 메타분석을

통해 92 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14 개의 문헌에서는 온라인 상담

효과가 면대면 상담의 효과와 비슷했으며, 69 개의 문헌에서는

온라인 상담이 면대면 상담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Langarizadeh, Tabatabaei, Tavakol, Naghipour, Rost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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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ghbeli (2017)은 2000-2017 년 사이 수행된 156 편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온라인 상담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문제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IT 기술 발달로

인하여, 과거와 비교하면 온라인 상담이 더 수월하게 적용 가능하며, 

특히 고립된 커뮤니티에 큰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위의 연구들은 종합적으로 온라인 상담의 효과가 면대면 상담과

비슷하거나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증상에 따라

세분화하여 온라인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국내에서 이동훈 et al., (2015)는 최근에 발표된

온라인 상담에 관한 논문 132 편을 살펴본 결과, 자살위험이나

심각한 우울증, 혹은 거식증과 같은 장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일반적인 불안장애, 사회공포증, 섭식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면대면 심리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Gerhard Andersson

(2016)은 15 년간 발표된 온라인 상담 문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온라인 상담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섭식장애, 불면증 등

여러 분야에서 면대면 상담만큼 효과적이지만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담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면대면

상담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온라인 상담의

효과성은 단독으로도, 면대면 상담과의 보조적 역할 모두로도

쓰이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Baker & Ray, 2011).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상담은 의학적 질병 외의 분야에서도

효과성이 높다고 입증되고 있다. Zeren(2015)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학업 관련 문제와 진로 관련

상담, 대인관계 문제 등을 다룰 때 온라인 상담이 면대면 상담만큼

만족도가 비슷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또 2018 년에 대학생 45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로상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온라인 진로상담이

면대면 진로상담과 비슷한 수준으로 효과적이었고, 학생들이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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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을 면대면

상담보다 크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Pordelan, Sadeghi, 

Abedi & Kaedi, 2018). 이렇게 온라인 상담은 다방면에 걸쳐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 상담이 효과적이며 다양한 이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데는 온라인 상담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작용하는데,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상담의 가장 큰 특성은 편의성이다.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상담은 기존의

면대면 상담이 가지고 있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Oravec, J. A., 2000; 임은미, 2006; Cortelyou-Ward 

et al., 2018). 다시 말해 많은 내담자가 자신의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 예전처럼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김계현 et al., 

2009). 이러한 온라인 상담의 특성은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데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상담의 익명성이 있다. 온라인 공간은 자신의 현

상태와 신분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 심리적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이영선 et al., 2001; Gupta & Agrawal, 2012). 

이는 내담자의 사회적 불안감을 낮추는 기제가 되어 내담자가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내담자들이 면대면 상담 시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Richards & Vigan, 

2013).   

셋째, 온라인 상담의 신속성이 있다(Cortelyou-Ward et al., 

2018). 온라인 상담은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내담자가 원하는 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신속성, 즉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속성은 내담자가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담자가 언제나 자신의 온라인 상담자와 연결 가능하다는 안심을

주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유대감을 확장해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Mishna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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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성 외에도 온라인 공간의 여러 특수성 들로 인해 온라인

상담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특수성 들이

온라인 상담의 효과를 저해 할 수 있다고 보는 연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온라인 상담 사이트나 온라인

상담자의 역할을 제한하여, 비전문가가 상담하게 되거나 현실적인

제언을 하지 못할 경우 상담 효과가 낮을 수 있다(Langarizadeh et 

al., 2017; Speyer & Zack. 2003). 그리고 온라인 상담은 인터넷

환경과 인터넷 접속 기기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외부적 환경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온라인 상담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Haberstroh, Duffey, Evans, Gee & Trepal, 2007; 

Langarizadeh et al., 2017).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 형성에

있어서도 외부적 환경 조건이 가장 직접적인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Haberstroh et al., 2007; Speyer & Zack, 2003).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한계점들까지도 인지하여 온라인 상담의 효과성과 이용

가능성을 동시에 깊이 탐구하는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추세는 북미지역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요르단 등

아시아 대륙에서도 폭넓게 보인다(Ben-Zeev, Fathy, Jonathan, 

Abuharb, Brian, Kesbeh & Abdelkader, 2017; Tannous, 2017). 또

최근에는 온라인 상담이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노숙자나 난민 등과 같이

사회보장 서비스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스마트폰 등의

온라인 기기를 소유하고 있어 온라인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Ben-Zeev et al., 2017; Adkins et al., 2017). 또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외국으로 이민한 이주자들의 이용 가능성 또한 높게 점쳐지고 있다

(Cortelyou-Ward et al., 2018). 이처럼 온라인 기기의 발전과 보급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이 활용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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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CQR-M)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자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북미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한인

이주자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기본지식을 확장하여 조금 더

깊이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주는 질적 연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는, ‘합의된 질적 연구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에서 파생된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CQR-M(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Modified)’ 의 연구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CQR-M 은 상대적으로 큰 표본을 가지고 비교적 단순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 그러므로 탐색적 연구(Hill, 

1990)와 발견 지향적 연구(Mahrer,1988)를 할 때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Spangler et al. 2012). 본 연구는

대상이 포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었으며, 

온라인 상담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 방법 중 비교적 큰 표본을 가지고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CQR-M 분석이 적당할 것으로 보았다.

CQR-M 의 연구절차에 대해서는 ‘연구절차 부분’ 에서 조금 더

자세히 기술 되고, Page 25 의 [그림 1] 은 CQR-M 의 주요 단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여기서 CQR-M 은 양적 연구의 설문지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설문지 방식은 연구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지 형태로 제공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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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 보내 기입하게 하는 방법이다. CQR-M 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는 점에서 설문지

방식과 비슷하나,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CQR-M 은 단순한 설문지 연구와는 다르게

답변(사례)를 두고 개념들을 개별적으로 분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CQR-M 은 참여자들의 모든 답변의 내용을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에 따른 분석 및 범주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의 수를 정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너무 많은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질문지에 대한 분석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이 불가능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Hill, 2015; Hill & 주은선,

2016) 교본에 나온 CQR-M 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여 연구 참여자 수를 정하였다. 교본에 따르면 Hill 과

동료들(2007)은 67 명, Spangler 과 동료들(2012)은 총 132 명의

연구 참여자를 두고 CQR-M 을 진행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총 130 부를 배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83 부의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후 2018 년 2 월부터 2018 년 5 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83 부의 질문지를 서면용 질문지와 구글(Google)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수거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중 2 부는 대부분의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등으로 불성실하게 하였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총 81 명의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구성은 남자가 39 명(48.1%)과 여성 42 명(51.9%)으로 분포가

비슷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18 세부터 64 세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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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했는데, 10 대가 3 명(3.7%), 20 대가 29 명 (35.8%), 30 대가

29 명 (35.8%), 40 대가 13 명(16.0%), 50 대가 3 명(3.7%), 60 대가

4 명(4.9%)으로 20 대와 30 대가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에서 체류하는 사람들 38 명(46.9%)과 캐나다 43 명 (53.1%)

으로 비율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체류 신분으로는

시민권자인 사람들이 44 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비자 소지자가 24 명(29.6%), 영주권자 13 명(16.0%) 순이었다. 

북미 체류 기간으로는 '10 년 이상 - 20 년 미만'이 34 명 (42.0%)

으로 가장 많았으며, '5 년 이하'인 사람들이 20 명(24.7%), '5 년

이상 - 10 년 미만'이 14 명(17.3%), '20 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13 명 (16.0%) 순으로 많았다. 

본 연구는 추후 상담비용 관련 분석 시 참고하기 위하여 월

가구소득 또한 배경정보에 포함 시켰다. 월 가구소득으로는 $2000 

미만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1 명(13.6%) $2000-$3000 12 명

(14.8%), $3000-$4000 이 14 명(17.3%), $4000-$500 이 17 명

(21.0%), $5000 이상이 27 명(33.3%)이었다. 

  본 연구의 특성상 중요하게 간주하였던 배경정보로서 영어

유창성 정도가 있었는데, 글쓰기 유창성과 말하기 유창성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영어 유창성 정도에 대한 응답은 <표 2>와 같다. 우선

말하기 유창성 정도에는 '네이티브 수준으로 말하기가 가능하다' 

라고 답한 사람이 총 26 명(32.1%), '일상생활 말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전문적인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답한

사람이 19 명(23.5%), '일상생활 및 전문적인 말하기가 가능하나

가끔 세세한 맥락을 놓친다'라고 답한 사람이 24 명(29.6%)으로, 약

85.2%의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글쓰기 유창성 정도에는 '네이티브 수준으로

글쓰기가 가능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24 명(29.6%), '일상생활

글쓰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전문적인 글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답한 사람이 17 명(21.0%) '일상생활 및 전문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나 가끔 적합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 라고 답한

사람이 29 명(35.8%)으로서 약 86.4%의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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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즉 85%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하기, 글쓰기 등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n =81)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39 48.1%

여성 42 51.9%

나이

10 대 3 3.7%

20 대 29 35.8%

30 대 29 35.8%

40 대 13 16.0%

50 대 3 3.7%

60 대 4 4.9%

체류

국가

미국 38 46.9%

캐나다 43 53.1%

북미

체류

신분

비자 소지자(유학생, 전문직, 종교 등) 24 29.6%

시민권자 44 54.3%

영주권자 13 16.0%

북미

거주

기간

10 년 이상 - 20 년 미만 34 42.0%

20 년 이상 13 16.0%

5 년 이상 - 10 년 미만 14 17.3%

5 년 이하 20 24.7%

월

가구

소득

$ 2000 미만 11 13.6%

$ 2000 - $ 3000 12 14.8%

$ 3000 - $ 4000 14 17.3%

$ 4000 - $ 5000 17 21.0%

$ 5000 이상 2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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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참여자의 영어 유창성 정도 (n=81)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영어

말하기

유창성

정도

네이티브 수준으로 말하기가 가능하다. 26 32.1%

일상생활 말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전문적인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 23.5%

일상생활 및 전문적인 말하기가 가능하나

가끔 세세한 맥락을 놓친다.
24 29.6%

일상생활 및 전문적인 말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11 13.6%

일상생활 및 전문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영어로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1 1.2%

영어

글쓰기

유창성

정도

네이티브 수준으로 글쓰기가 가능하다. 24 29.6%

일상생활 글쓰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전문적인 글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7 21.0%

일상생활 및 전문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나

가끔 적합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
29 35.8%

일상생활 및 전문적인 글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10 12.3%

일상생활 및 전문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영어로 글쓰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1 1.2%

3. 연구 절차

1) 질문지 개발

  질문지는 현 상담 관련 학과 교수님과 최종 학력이 박사수료인

2 명의 상담자와 함께 논의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파일럿

질문지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사는 한인 16 명에게 2 번에 걸쳐

제공되었다. 첫 번째 파일럿 설문을 위해서는 북미 거주 한인

8 명이 참여하였으며, 두 번째 파일럿 설문에도 첫 번째와는 다른

8 명이 참여하였다. 그렇게 파일럿 설문을 통해 모호한 질문들을 총

5 차례 수정 보완 하는 과정을 거쳐 설문지 최종본이 완성되었다. 

파일럿 응답 분석 후 결과를 보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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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는, 많은 사람이 온라인 상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하는 형태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담의 범주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온라인 상담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3 가지인 영상 상담, 채팅 상담, 이메일 상담을 두고

질문을 개발하였다. 질문지는 총 9 개의 상위 문항, 14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질문들을 위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질문지 전체 문항은 본 연구의 <부록 1>과 <부록 2>에

첨부되었다.

2) 분석팀

분석팀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3 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를

제외한 2 인은 CQR-M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Modified) 분석 경험이 있는 상담자로서 질적 연구 방법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분석자 1 은 현 상담 관련 학과 대학교수로서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이 있으며, 상담 관련학회에서 인증하는 상담심리사

1 급 자격을 가지고 있다. 분석자 2 는 상담 관련 박사

수료생으로서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이 있으며, 상담심리사 1 급

자격을 가지고 있다. 분석자 3 은 본 연구자로서 상담관련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북미 거주 경험이 10 년 이상 있다.

연구자는 CQR-M 의 방법을 책과 문헌을 통해 학습하였으며

분석자 2 에게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방법을 통해

연구 방법을 숙지하였다. 분석팀은 자료수집에 앞서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 연구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료수집이 완성된 후, 

분석팀은 수집된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영역 및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2 개월 간 매주 미팅을 통해

자료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 제시 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의논하여 합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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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매주 논의된 자료들을 가지고 개념들을 정리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감수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러므로

최종 결과는 분석팀 3 인의 합의를 통하여 도출되었음을 강조한다.

3) 분석방법

(1) 영역과 범주 구성

CQR-M 에서 영역과 범주는 자료를 통해 ‘세부적인 곳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상향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Hill & 주은선,

2016). 그러므로 자료수집이 끝난 후, 연구자 본인은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자료에 나온 개념들을 개별적으로 코딩하고

비슷한 개념끼리 분류하는 방법으로 자료 정리를 시작하였다. 

1 차 분석에서는 우선 이 논문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영역을 총

여덟 개로 나누는 작업을 하였으며, 비슷한 개념들을 모아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자료 정리 후 연구자는 엑셀로

정리한 원자료를 분석팀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며, 분석팀은 각자

상위개념과 범주 명에 대해 생각해 본 후 만나서 의논하고

합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2 차 3 차 분석 또한 비슷한 과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졌는데, 각자가 정한 영역명과 범주명 하위

범주명의 기준과 의의 및 적절성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비슷한 응답이 있을 시 결합하였으며, 

동문서답의 응답들은 삭제하였다. 그 결과 총 8 개의 영역과

37 개의 범주 63 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2) 빈도분석  

  최종적으로 합의된 영역명과 범주명 하위범주명을 가지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한 개념에는 한 개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그럴 경우 해당하는

범주에 모두 코딩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반대로 여러 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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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어도 결국 응답하는 내용이 같다면 한 개의 범주에만

코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CQR-M 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빈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범주에 대한 응답 수를 해당하는 영역의 전체

응답 수에서 나누는 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한 문제를 두고도 복수 응답 및

다양한 개념을 이야기한 경우가 많아 응답 수를 연구 참여자

수에서 나누는 방식은 택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빈도분석을 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상담 주제

영역에서 전체 응답 수는 185 건이었으며, 그 중 '인간관계의

어려움 범주'에는 총 39 건이 있었다. 이럴 경우 우선 39/185 x 

100 으로 계산하여 결과표에 21.1%로 제시하였으며, 그 범주의

하위범주인 '가족관계 내 어려움' 총 20 건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19 건 또한 따로 계산하여 각각 10.8%, 10.3%로 제시하였다. 

범주의 비율은 소수점 두 번째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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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단계 (CQR-M 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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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결과 분석

본 연구는 북미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Hill 과 주은선의 합의적 질적

연구(2016)에서 설명하는 결과 작성에 대한 조언을 살펴보면, 

CQR(합의적 질적 연구)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범주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반면, CQR-M(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는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주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결과 보고 시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단어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을 권장 하는데, 이는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보며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을 받고 범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결과 중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Spangler 와 동료들(2012)은 범주 간의 비교 기준을 최소 30% 

이상의 차이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우선

제안된 것처럼 가장 높은 비율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선행

검토 결과 많은 영역이 범주 간 백분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분석된 결과를 모두 나열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상 큰 범주만을 논하는 것보다 북미 거주 한인들의 상황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하위범주들을 빠짐없이 나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Hill 은 질적 연구는 특성상

양적 연구와 달리 결과를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구문제를 기준으로 결과를 나열하는

것을 추천하였다(2015). 그러므로 결과 분석 시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 5 개를 기준으로 영역을 나누어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연구문제에 따라 영역을 나누고, 또 영역의

하위개념인 범주와 하위범주, 또 그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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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1) 북미 거주 한인들이 원하는 상담 주제

가장 먼저 분석을 한 영역은 북미 거주 한인들이 원하는 상담

주제이다. 상담 주제 관련해서는 크게 6 개의 범주와 13 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백분율(%)

상담

주제

이주자 생활 관련 어려움 53 28.6%

- 일/진로 관련 어려움 36 19.5%

- 법률/의료 관련 어려움 9 4.9%

- 경제/세무 관련 어려움 8 4.3%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39 21.1%

- 외국생활 적응문제 22 11.9%

- 인종차별 문제 9 4.9%

- 언어적응 문제 8 4.3%

인간관계의 어려움 39 21.1%

- 가족관계 내 어려움 20 10.8%

- 대인관계의 어려움 19 10.3%

정신병리/정서 어려움 34 18.4%

- 우울/불안 10 5.4%

- 외로움 7 3.8%

- 기타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법 등) 17 9.2%

실존적 문제 14 7.6%

- 노후 및 죽음에 대한 준비 10 5.4%

- 삶의 의미 4 2.2%

기타 6 3.2%

계 185 100.0%

<표 3> 북미 거주 한인들이 원하는 상담 주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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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거주 한인들이 상담받고 싶은 주제로는 이주자 생활 관련

어려움(28.6%)이 가장 많았다. 그 하위범주들을 살펴보면, 일/진로

관련 어려움(19.5%), 법률/의료 관련 어려움(4.9%), 경제/세무 관련

어려움(4.3%) 순이었다. 응답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겪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와 한국은 사회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 하고자

하는것에 대한 진로 결정이 쉽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례 3)

(미국에서) 직장생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용당하고

현지인과 다른 조건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례 6)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다고 해서 다쳤을때의 대처사항등의

상담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사례 75)

아시아 여성으로 권리를 무시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한 법적보호 상담. (사례 18)

(외국에서) 비지니스를 어떻게 할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 (사례 23)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범주는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21.1%)이다. 하위범주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외국 생활 적응 문제(11.9%)와 인종차별 문제(4.9%), 

언어적응 문제(4.3%) 등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엔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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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생활하던 문화권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상담받고 싶을 것 같다. (사례

77)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받을 때 내가 취해야할 정신적인 방향.

(사례 8)

영어를 못한다는 열등감 불안하고 어려워요. (사례 28)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범주는 인간관계의 어려움(21.1%) 

이다. 하위범주는 가족관계 내 어려움(10.8%)과 대인관계의

어려움(10.3%)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이주자로서 겪는

특이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저희가 사는곳은 도시가 아니라 한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배우자와 일하고 모든 함께 하다보니 한국에서는

경험못한 사소한 트러블이 많습니다. (사례 22)

미국에서 아이 키우면서 학업 병행하면서 지도교수와의

관계도 유지하느라 스트레스가 많고 가끔 압도되는데, 이런 거

상담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례 28)

  그다음으로는 정신병리/정서적인 어려움(18.4%)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는 범주가 많았다.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하위범주에는

우울/불안(5.4%), 외로움(3.8%)이 있었으며, 기타 영역에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도록 다양한 종류의 응답이 나왔다. 이 범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된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어 보였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타국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신분문제로 인한 우울감. (사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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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떨어져 미국에서 산지 7 년 이상이 되어 외로움이

많은 편이고 힘든일을 주변에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라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사례 33)

약간의 자격지심까지 의심될정도로 사회적약자의

정신상태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것에 대한 건강한 자신만의

해결방법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례 8) 

다음으로 실존적인 문제(7.6%)에 대한 범주에는, 하위범주로서

노후 및 죽음에 대한 준비(5.4%), 삶의 의미(2.2%)가 있었다.

하지만 이 범주에서는 단답식의 응답이 대부분이었기에, 구체적인

사례 예시는 제시하지 않는것으로 하겠다.

2) 북미 거주 한인들의 면대면 상담 시 고려사항 및 저해요인

그다음으로 분석한 영역은 북미 거주 한인들의 면대면 상담을

받으려고 할 시 주요 고려사항 및 저해요인이다. 이 영역에서는

크게 6 개의 범주와 11 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백분율(%)

면대면

상담

저해

요인

상담자 선정 관련 요인 171 40.7%

- 상담자의 문화적 배경 이해 정도 60 14.3%

- 상담자와 언어/의사소통 원활

정도
38 9.0%

- 상담자의 전문성 및 태도 13 3.1%

- 상담자 관련 기타 요인

(성별, 종교, 나이 등)
60 14.3%

상담기관 접근성 관련 요인 73 17.4%

- 상담기관까지의 거리 35 8.3%

- 상담 소요 시간 22 5.2%

- 상담 이용 관련 정보 부족 16 3.8%

상담에 대한 인식 6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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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면대면 상담 시 고려사항 및 저해요인 영역

  북미 거주 상담자들의 면대면 상담 시 고려사항 및

저해요인으로는 상담자 선정 관련 요인(40.7%)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 영역에는 총 4 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는데, 그중

상담자의 문화적 배경 이해 정도(14.3%), 상담자의 성별, 종교 나이

등을 포함한 상담자 관련 기타 요인(14.3%), 상담자와의

언어/의사소통 정도(9.0%)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영역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대를 얻기 힘듬. 자라온

환경이 같고 (문화적) 공감대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함. 

(사례 2)

언어적 문제가 가장 크게 적용 - 외국에서 10 년 정도

살았지만 자기의 감정을 다른나라 언어로 100% 전달하기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됨. (사례 21)

-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38 9.0%

- 상담 효과성에 대한 의문 26 6.2%

상담비 관련 요인 58 13.8%

- 상담비용 50 11.9%

- 상담비 보험적용 여부 8 1.9%

(좁은 한인사회에서의) 비밀보장 39 9.3%

기타 15 3.6%

계 4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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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배경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한국분 선호. (사례

33)

다음으로 응답의 빈도가 높았던 범주는 상담기관 접근성 관련

요인(17.4%)이었다. 하위범주에는 상담기관까지의 거리(8.3%), 

상담소요 시간에 대한 부담감(5.2%), 상담 이용 관련 정보

부족(3.8%)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는 나라가 크니 거주하고 있는곳에 상담기관이 없으면

상담받기 어려움. (사례 22)

미국에서 거주하는 유학생, 회사원들의 경우 현지인들과

비교하여 삶에 많은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현지인들에 비해 해야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 때문에 상담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4)

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담예약을 어디서 하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사례 34)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범주는 상담에 대한

인식(15.2%)이었다. 여기에는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9.0%)과

상담 효과성에 대한 의문(6.2%)이 포함되었다. 면대면 상담

저해요인으로 ‘상담 효과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답형으로 답한 반면,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범주에서는

한인 사회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응답이 많았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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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사회에서는 여전한 심리상담=정신병의 취급이 존재해

많은이들이 상담을 꺼리게 된다. (사례 41)

(상담사가)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가정 배경에서 살아

왔는데 상담사 분이 제 상황에 대해 단순히 동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례 33)

그다음 면대면 상담 저해요인 범주로는 상담비 관련 요인이

있었는데(13.8%), 하위범주에는 상담비용(11.9%)과 상담비 보험

적용 여부(1.9%)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응답은 대부분이

단답형이었으나 미국과 캐나다의 상황을 제시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높은 미국 인건비를 고려시 (상담은) 유학생에게 사치스럽게

느껴짐. (사례 81)

  다음으로 좁은 한인 사회에서의 비밀보장(9.3%)은 백분율상

하위범주 중 가장 적은 비율이었으나, 아래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

한인 사회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응답 예시가 많았다. 

이민사회는 좁아서 비밀보장이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사례

2)

캐나다에서 4 년 정도 살면서 벤쿠버 내에 사는 한인들을

교회를 통해 많이 알게 되었는데 여기는 비밀이 잘

보장되지 않고 한국보다 더 심하게 말이 와전되고 헐뜯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만약 한국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례 22)

3)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 가능한 면대면 상담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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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분석한 영역은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 가능한 면대면

상담 시 저해요인이다. 이 영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응답들을 살펴본 결과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 가능한 면대면 상담

저해요인’을 ‘온라인 상담 선호이유’라고 짧게 명명하여 제시하여도

될 것이라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이 영역은 저 두 가지 제목을

호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 가능한 면대면 상담 저해요인, 즉, 온라인 상담

선호이유 영역에는 총 5 개의 범주와 6 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백분율(%)

온라인

상담

선호

이유

상담기관 접근성의 한계 극복 87 56.5%

- 시간적 한계 극복 49 31.8%

- 공간적 한계 극복 38 24.7%

상담자 선정 관련 어려움 극복 46 29.9%

- 언어적 한계 극복  21 13.6%

- (문제유형별) 최적의 상담자

선정 제고
25 16.2%

상담비 절감 11 7.1%

상담에 대한 부담 극복 6 3.9%

- 면대면 상담에 대한 어려움 극복 3 1.9%

- 익명성 보장 3 1.9%

기타 4 2.6%

계 154 100.0%

<표 5>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 가능한 면대면 상담 저해요인 영역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 가능한 면대면 상담 저해요인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범주는 상담기관 접근성의 한계 극복

(56.5%)이다. 접근성의 한계는 크게 시간적인 한계(31.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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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인 한계(24.7%)로 나누었으며 제시된 응답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이주자들의 삶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주자들은) 차 없는 분들도 많고 다들 일하느라 바빠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는다면 더 효율적일거 같습니다. (사례

38)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미국에서의) 지리적인

제약은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 77)

  그다음으로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범주는 상담자 선정 관련

어려움 극복(29.9%)이 있었다. 그 하위범주는 크게 언어적 한계

극복(13.6%)과 문제유형별 최적의 상담자 선정 제고(16.2%)로

나누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상담사가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특성 상 온라인

상담이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빠른 대응을

필요로하는 위기상담의 경우, 영어 사용을 어려워하는

내담자에게 온라인 상담은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례 5)

상담사만 적절히 배치된다면 (이곳 삶의 생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로) 상당히 효과적일것 같애요. 

소수자로서의 삶과 고민들을 상담으로 풀어낼 수 있어서

효과적 일 듯 합니다.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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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해요인 세 번째

범주로 상담비 절감 (7.1%) 이 있었으며, 네 번째 범주로서 상담에

대한 부담 극복(3.9%)이 있었다. 각각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어쩌면 면대면 대비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을

것 같음. (사례 19)

익명성이 보장될 것 같음. 워낙 이민사회가 작다 보니

소문이 좋게든 안좋게든 퍼지기 마련임. 그래서 온라인으로

도움 받으면 부담없이 더 편하게 얘길할수 있을것 같음. 

(사례 6)

  마지막으로 이 영역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 명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 모두 온라인 상담을 통해 면대면 상담 저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말해

온라인 상담을 면대면 상담의 긍정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온라인 상담을 통한 면대면 상담 저해요인 극복 가능성

응답 빈도 백분율(%)

극복 가능하다 80 98.7%

극복 가능하지 않다 1 1.3%

계 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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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적 온라인 상담을 위해 필요한 보완점

  다음으로 살펴본 영역은 효과적인 온라인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보완점이었다. 이 영역에서는 총 4 가지 범주와

7 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백분율(%)

온라인

상담 시

보완점

상담자-내담자간 신뢰 관계 49 36.0%

- 상담자의 전문성 및 태도 33 24.3%

-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호 신뢰 / 감정교류
16 11.8%

온라인 상담을 받기 적합한 환경 46 33.8%

- 안정된 테크놀로지 18 13.2%

- 온라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16 11.8%

- 확실한 비밀보장/신변보장 12 8.8%

온라인 상담의 효과적 운영 33 24.3%

- 24/7 시간대의 활용 가능성 19 14.0%

- 온라인 상담의 전문적 구조화 14 10.3%

기타 8 5.9%

계 136 100.0%

<표 7> 효과적 온라인 상담을 위해 원하는 보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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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온라인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담자-내담자 간의

신뢰관계(36.0%)가 가장 높은 빈도로 제시되었다. 이 영역에 대한

하위범주는 상담자의 전문성 및 태도(24.3%)와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담자-내담자 간의 상호 신뢰/ 감정 교류 (11.8%)가 있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가 친밀도를 쌓기 훨씬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감정교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례 45)

Online counseling requires many competent and motivated 

experienced staff/ counselors to effectively provide answers to 

troubled immigrants. 

온라인 상담은 유능하고 열정적이며 경험이 많은 상담자가

어려운 이민자를 효과적으로 돕기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례 65) ③

  그다음 온라인 상담을 받기 접합한 환경(33.8%)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 범주는 면대면 상담과 차별되어

나타나는 온라인 상담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응답 예시가 많았다. 

하위범주로서는 안정된 테크놀로지(13.2%), 온라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11.8%), 확실한 비밀보장/신변보장(8.8%)이 있었는데

각 하위범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응답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③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사용하거나,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 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럴 경우 영어는 한국어로 번역 한 후, 원자료와

번역한 자료 두 자료 모두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번역한 결과는 두 번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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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해서 기술적인

지원 및 설명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반적인/대중적인 Platform 을 사용하는것이 상담자에게

필요합니다. (사례 24)

면대면 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가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온라인 상담의 경우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상담중에 아이가 운다거나,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등) 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정수준의 상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사례 15)

  

온라인 상담시 웹사이트를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그리고

영상 상담을 하게 된다면 화질이 좋아야 상담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후 바로 대화내용이 삭제된다던지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 33)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던 범주에는 온라인 상담의 효과적

운영(24.3%)이 있었으며, 그 하위범주로는 24/7 시간대의 활용

가능성(14.0%), 온라인 상담의 전문적 구조화(10.3%)가 있었다.

각각의 하위범주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Online counselling, you would like to make the arrangements 

at your optimum time to discuss your issues or problems.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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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counselling should be available 24 hrs, 7 days a week 

and 365 days.

온라인 상담이라면, 내담자는 가장 최적화 된 시간에 자신의

이슈와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할 것 같다. 그러므로

온라인 상담은 24 시간, 1 주일에 7 일,  365 일 동안 이용

가능해야 할 것 같다. (사례 52)

온라인 상담은 서로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이끌어주고 회기를 효과적으로 구조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 5)

5) 북미 거주 한인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상담의 유형과 이유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을 두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영역들은 총 4 개 영역으로서 앞서 언급된 연구문제 5 번에

대한 결과이다. 북미 거주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상담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총 4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영역에는

'영상 상담과 채팅 상담을 선호함' 처럼 복수 응답을 한 경우도

많았는데, 그 결과 영상 상담(66.0%)에 대한 선호가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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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그다음 채팅 상담 (19.3%), 이메일 상담(14.0%)의

순이었다. 기타의 응답은 음성 상담(0.7%)이 있었다.

  

영역 범주 빈도 백분율(%)

선호하는

온라인

상담

형태

영상 상담 99 66.0%

채팅 상담 29 19.3%

이메일 상담 21 14.0%

기타 1 0.7%

계 150 100.0%

<표 8> 선호하는 온라인 상담의 유형 영역

5-1)  북미거주 한인들의 영상상담 선호 이유

영상 상담을 선호하는 이유의 영역은 총 3 가지의 범주와 10 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서 제시된

것과는 다르게 기타 범주에서도 하위범주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이유로, 이 영역의 기타 의견의 빈도수는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으며, 하위범주를 나누어 제시할 만큼 특징적인 것이 많았다.

영역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백분율(%)

영상

상담

선호

이유

면대면 상담과 비슷한 효과 60 56.6%

- 비언어적 메시지 전달/포착 용이 31 29.2%

- 상담자 내담자간 솔직하고 신뢰 가능 12 11.3%

- 상담자 내담자간 감정 교류 가능 11 10.4%

- 면대면 상담과 유사 6 5.7%

상담기관 접근성의 한계 극복 용이 3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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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적 제약 극복 가능 22 20.8%

- 시간적 제약 극복 가능 10 9.4%

기타 14 13.2%

- 글쓰기의 노력 필요 없음 6 5.7%

- 즉각적/실시간 상담 가능 3 2.8%

- (면대면 상담과 비교하였을 시) 

자기노출 부담 경감
3

2.8%

- (면대면 상담에 비교하였을 시) 

저렴한 상담비용
2

1.9%

계 106 100%

<표 9> 영상 상담 선호 이유 영역

우선 영상 상담 선호이유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면대면 상담과

비슷한 효과(56.6%)라고 응답하였다. 그 하위범주에는 비언어적

메시지 전달/포착 용의(29.2%), 상담자 내담자 간 솔직하고 신뢰

가능(11.3%), 상담자 내담자 간 감정 교류가능(10.4%)이 있었다. 

또 면대면 상담과 유사(5.7%)라고 단답형으로 응답한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상담을 해야한다면 영상 상담을 가장 선호할 것

같습니다. 실시간 답변도 얻으면서 서로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기술적인 제한이 가장 걸리지만 그 부분은 후에 개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51)

영상상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을 상담하는데, 

이메일이나 채팅의 경우는 상담자의 얼굴이나 표정을 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영상 상담의 경우는 상담자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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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생기겠죠 그러다보면 좋은

상담이 될거구요. (사례 46) 

Video conferencing would be my preference. I believe that it is 

the closest type of online counseling that simulates face to 

face counseling; it would definitely be easier to express body 

gestures, facial emotions and speak with video conferencing. 

영상상담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영상상담은 면대면 상담과

가장 유사한 상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영상상담은 몸

동작이나 얼굴 표정 기분들을 표현 하기가 다른 상담

유형에 비해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61)

그다음 영상 상담 선호 이유의 두 번째 범주로서 상담기관

접근성의 한계 극복 용이(30.2%)가 있었다. 그 하위범주에는

공간적 제약 극복 가능(20.8%)과 시간적 제약 극복 가능(9.4%)이

있었는데, 공간적 제약 극복 부분이 시간적 제약 극복 부분에 비해

그 수가 두 배가 넘었던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 범주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영상상담이 아무래도 저 같은 성향의 사람한테 효과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엄마라 시간과 에너지도

부족하여 온라인 상담이 가장 편리하다고 봅니다. (사례 16)

I would prefer video conferencing the most because it is the 

closest to offline counseling except you do not need to travel 

and there is less cost associated. It is the most ideal form of 

online counseling for people who are very busy. You can also 

choose counselor regardless of the distance. Talking to a 

counselor abroad can be an option.

영상상담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 먼 거리를 가야할 필요가 없이 면대면 상담과

비슷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상담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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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사람들에게는 최적화 된 상담이라 생각합니다. 또

거리와 상관없이 상담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또 원한다면

해외에 있는 상담자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 71)

마지막으로 영상 상담 선호이유의 범주로서 기타(13.2%)가

있었는데 다른 영역의 기타 범주와 다르게 10%가 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기엔 반복되는 하위범주가 많았는데, 우선 글쓰기의

노력 필요없음(5.7%)이 있었으며, 즉각적/실시간 상담가능(2.8%), 

면대면 상담에 비해 자기 노출 부담 경감(2.8%), 면대면 상담에

비해 저렴한 상담비용(1.9%)이 있었다. 대표적인 응답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영상상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메일이나 채팅처럼

굳이 글로 쓸 필요 없고 말로 할 수 있기에 좋습니다. 바쁜

이민생활에서는 글쓰기의 노력이 힘들수도 있는데 실제

상담받는것처럼 내가 편한 시간에 영상상담을 받는다면

편할것 같습니다. 또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제 상담

받는것보다 영상으로는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례 3)

메일이나 채팅처럼 굳이 글로 쓸 필요 없고 말로 할 수

있기에 좀더 간편하고 단시간 내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원할때 상담할 수

있고 상담 도중 궁금한건 바로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 46) 

영상상담이 좋은것같고 가장 면대면 상담과 흡사해서  

다방면의 소통이 가능할것같다. 또 상담자를 직접 만나러

가야하는게  아니라서 내가 원할때 바로 상담 받을 수

있을것 같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없이 상담받을 수 있을것 같다.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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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북미 거주 한인들의 채팅상담 선호 이유

채팅 상담을 선호하는 이유의 영역에는 총 5 가지의 범주와

7 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백분율(%)

채팅

상담

선호

이유

즉각적/실시간 상담 가능 45 41.3%

면대면 상담에 비해 자기노출에 대한

부담 경감
25 22.9%

- 익명성 보장 10 9.2%

- 텍스트중심 소통으로 개방성 촉진  8 7.3%

- 텍스트중심 소통으로 안정감 촉진 7 6.4%

상담기관 접근성의 한계 극복 용이 22 20.2%

- 시간적 제약 극복 가능 11 10.1%

- 공간적 제약 극복 가능 11 10.1%

글쓰기를 통한 생각/감정 정리 10 9.2%

기타 7 6.4%

- 상담자-내담자간 감정 교류 가능 4 3.7%

- 기타 3 2.8%

계 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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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채팅 상담 선호 이유 영역

채팅 상담 선호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 빈도를 보인 범주로

즉각적/실시간 상담 가능(41.3%)이 있었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저의 경우 만약 상담을 받게 된다면 채팅 상담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상담받고 싶은 시간에 또는

스트레스가 고조되었을 때 편하게 속마음을 얘기하고

상담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언제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외국에서 사는데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18).

  

저는 미국에 살면서 채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영어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

보다 더 취약한 것은 듣기 입니다. 여전히 흑인들이나

특유의 남부 사투리와 인도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정말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전화로 해결해야 하는 여러가지 개인적 문제들 (예: AT&T 

service center; Progressive 자동차 보험 관련 등) 을 채팅을

통해 해결합니다. 실시간 채팅상담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때 또 위기 상황 등 상담이 필요한 적시 (right time)에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24)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인 범주는 면대면 상담에 비해 자기

노출에 대한 부담 경감(22.9%)이 있었는데 하위범주로는 익명성

보장(9.2%)과 텍스트 중심 소통으로 개방성 촉진(7.3%), 텍스트

중심 소통으로 안정감 촉진(6.4%)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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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anonymous, less gender and race bias.

익명성 보장이 보장 됨, 성차별, 인종차별이 적음 (사례 57)

채팅 상담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외모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힘들어 하는 소극적인 성격의 경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통해 상담함으로써 말이 서툰 사람이 좀더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례 17)

말하기 껄끄러운 문제는 채팅이 괜찮은 거 같다. 직장 내

성희롱. 부부 간의 다툼. 외도 등…. (사례 6)

채팅은 주로 친구 사이에 하는 것으로 친구에게 이야기

하는 느낌이 들어 친근감이 가장 큰 장점 일거 같습니다. 

(사례 21)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범주는 상담기관 접근성의 한계

극복 용이(20.2%)가 있었는데 그 하위범주로서 시간적 제약 극복

가능(10.1%)과 공간적 제약 극복 가능(10.1%)이 있었다. 각각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liminate the need for commuting; less time out of the day.

상담을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없어도 됨: 하루 중

적은 시간으로 상담받을 수 있음. (사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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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면 상담에서와 같이 즉시적인 상호작용이 있으면서도, 

공간적인 제약 (상담소와의 거리 등)을 극복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례 5)

생각나는것을 정리해가면서 그때 그때의 문제점을 풀수

있고 언제든 시간 약속만 지켜지면 상담을 받을수 있어

좋은                                                                                                                              

점 같다. (사례 2)

그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채팅 상담 선호이유에는 글쓰기를

통한 생각/감정 정리(9.2%)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범주

(6.4%)에는 상담자-내담자 간 감정 교류 가능(3.7%)에 대해

언급되었는데, 각각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즉각 즉각 오가야하는 대화보단 말을 조금 더 조리있게

정리하여 생각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사례 41)  

나의 마음을 말로 정리할 수 있어 나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사례 74)

상담사와의 감정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메일보다 좀

더 생생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다. (사례 77)

5-3)  북미 거주 한인들의 이메일 상담 선호 이유

이메일 상담을 선호하는 이유의 영역은 총 4 가지의 범주와

9 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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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백분율(%)

이메일

상담

선호

이유

상담기관 접근성의 한계 극복 용이 58 44.6%

- 시간적 제약 극복 가능 37 28.5%

- 공간적 제약 극복 가능 21 16.2%

텍스트 중심 상담의 실용성 42 32.3%

- 글쓰기를 통한 생각/감정 정리 33 25.4%

- 상담내용 보관 용이 5 3.8%

- 상담내용 추가/삭제 용이 4 3.1%

면대면 상담에 비해 자기노출 부담

경감
21 16.2%

- 텍스트중심 소통으로 개방성 촉진 14 10.8%

- 익명성 보장 7 5.4%

기타 9 6.9%

- 대면상담에 비해 저렴한 상담비용 5 3.8%

- 대면상담에 비해 즉각적인 의

사소통 가능
4 3.1%

계 130 100.0%

<표 11> 이메일 상담 선호 이유 영역

  

이메일 상담 선호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 빈도를 보인 범주에는

상담기관 접근성의 한계 극복 용이(44.6%)가 있었다. 이 범주는

다른 온라인 상담 유형(i.e 영상 상담, 채팅 상담)을 선호하는

이유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이메일 상담 영역에서 그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이 특징이다. 하위범주에는 시간적 제약 극복

가능(28.5%)과 공간적 제약 극복 가능(16.2%)이 있었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메일 상담의 장점은 높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시간, office hour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원하는 공간에서 상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인것 같습니다. (사례 51)



50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인 범주는 텍스트 중심 상담의

실용성(32.3%) 이었다. 그 하위범주에는 글쓰기를 통한 생각/감정

정리(25.4%)와 상담내용 보관 용이(3.8%), 상담내용 추가/삭제

용이(3.1%)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 상담의 장점은 글을 쓸 때 충분히 생각해 보고 쓸

수 있어서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메일의 고민내용을 여러 날을 거쳐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 17) 

이메일 상담을 하면 서로 편한 시간에 flexible 하게 내용을

주고 받을 수 있고 필요할 시 내용을 컴퓨터로 저장하거나

메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 33)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말을 할 수 있다. 생각나는 점이

있을때 다시 추가 할 수 있다. (사례 42) 

  이메일 상담 선호이유로 그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범주로는

면대면 상담에 비해 자기 노출 부담 경감(16.2%)이 있었는데

하위범주로 텍스트 중심 소통으로 개방성 촉진(10.8%)과 익명성

보장(5.4%)이 있었다. 응답 예시는 다음과 같다.

상담을 신청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때 이메일로 먼저 연락을 하는것이 하나의

용기를 주는 방 법이 된다고 생각함. (사례 18)

I guess email counseling allows you to be comfortable with 

sharing your problems without seeing someone. It allows for 

anony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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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상담은 문제를 나눌 때 누군가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 (사례 65) 

마지막으로 기타의 범주(6.9%)에는 면대면상담에 비해 저렴한

상담비용(3.8%)과 대면상담에 비해 즉각적 의사소통 가능(3.1%) 두

하위범주가 있었다. 저렴한 상담비용에 대한 응답은 총 5 건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이메일 상담이 영상 상담이나 채팅 상담에

비해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몇몇

사례에는 무료라서 좋다는 답변을 볼 수 있었다.

Fast. quick answers. 

빠른 답변이 가능하다. (사례 55)

It can be more cost-effective for the client since time is not 

wasted on other things (in case of face-to-face) and is only 

spent getting one's exact communication across.

이메일 상담은 내담자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인데 왜냐하면 면대면 상담과 다르게 이동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으며 상담하는 비용만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례 47)

Easily accessible, convienient and its free.

쉽게 엑세스가 가능하고, 편리하며, 무료이다. (사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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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1. 연구결과 해석

본 연구는 북미 거주 한인들이 온라인 상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이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탐색적 연구다.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CQR-M) 방법으로 총

81 명의 응답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상황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된 결과를 논의에서 검토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결과 부분에서는 응답에 대한 사실과 예시만을

제공했다면, 연구결과 해석에서는 다양한 응답에 대한 해석 및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흥미로운 응답들이 과연 많은 이주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연구결과 해석은 편의상 앞서 결과

부분에서 나열된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북미 거주 한인들이 원하는 상담 주제 영역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전, 

가장 먼저 검토한 영역은 한인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의

주제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과거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없었다면, 상담 자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53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서, 온라인 상담에 관해 물어보기 전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

북미 거주 한인들이 가장 상담받고 싶은 주제로는 '이주자 생활

관련 어려움 (28.6%)' 범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 하위범주

중에는 '일/진로 관련 어려움(19.5%)'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현지인들과 문화 차이를 극복하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주자에게 있어서 일과 진로 관련 어려움은 외국 생활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밝혀졌다 (민경희, 2006; 양진운 2012; 이찬행,

2016). 이주자 생활 관련 어려움 범주의 응답들을 살펴본 결과

흥미로웠던 것은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자에게 특수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다. 많은 참여자가 '법률/의료 관련

어려움'이나 '경제/세무 관련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하였는데, 이는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담자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한국의 상담 환경에서는 보기 드문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추후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어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북미 거주 한인들이 원하는 상담 주제

범주에는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21.1%)’이 있었다. 이 범주는 총

세 가지 하위범주 '외국 생활 적응 문제', '인종차별 문제', '언어적응

문제' 등으로 나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호소문제가

응답자들의 북미 거주 기간과 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 캐나다에 이미 오래 거주한 사람들도 이 주제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북미 거주

한인의 문화 적응 문제가 비단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만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북미 거주 한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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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강하여

주류사회에 접촉하고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조인주, 

2010; Berstein, 2007)와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의 하위범주로서 '언어적응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례에는 열등감

또는 낮은 자존감 등의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그렇게

언어적응 문제는 많은 이주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사실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

수준은 배경정보 수집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 85%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의 말하기'나 '일상생활의 글쓰기'에 대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이 토로하는 언어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기보다 언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오는 다른 형태의

고민과 스트레스로 해석된다 (김윤정 & 배정이, 2010 재인용;

조영태, 안형식 & 정성원, 2001). 이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자세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인간관계의 어려움(21.1%)' 범주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이주자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많았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했다. 이주자들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에서보다 좁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교, 직장 등에서의 대인관계도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Utsey, Chae, Brown & Kelly, 2002). 또한, 북미 거주

한인들은 학벌 및 경력과 상관없이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체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민경희, 2006, 이찬행, 2016, 

Rhee, 1997) 이는 가족들과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갈등을 빚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네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한 '정신병리/ 

정서적 어려움(18.4%)'에서는 우울/불안, 외로움, 스트레스 대처법

등의 하위범주가 있었다. 관련 응답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이 현지에 가족이 없는

상황과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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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북미 거주 한인들이 원하는 상담 주제 영역을 살펴본 결과

한인들이 외국에서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므로 북미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될 경우, 

내담자들의 주 호소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들은

이주자가 생활하는 문화에 대한 지식축적과 경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면대면 상담 시 고려사항 및 저해요인 영역

  다음으로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대면 상담 시 고려사항 및

저해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물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면대면 상담 시 '상담자 선정 관련 요인(40.7%)'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이주자들의 대부분은

상담자를 선택할 때 '상담자의 문화적 배경 이해정도(14.3%)'와

'상담자와 언어/의사소통 원활 정도(9.0%)'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에 적합한 상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은 '상담자의 전문성 및 태도(3.1%)' 보다 많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이주자들이 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답답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 사례에는 '상담자는

이주자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어를 잘하는

상담자이면 좋겠다', '한국사람이면 좋겠다.' 등의 답변이 매우

많았다. 그러므로 추후 미주 거주 한인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주자들의 환경과 그들이 겪고 있는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북미 거주 한인들    

에게는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에 익숙하고, 이주자 경험이 있었던

상담자, 하지만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잘하는 상담자가 선호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인 면대면 상담 시 고려사항 및

저해요인 영역에 대한 범주는 '상담기관 접근성 관련 요인

(17.4%)'이 있었는데, '상담기관까지의 거리(8.3%)', '상담 소요시간

(5.2%)'에 대해 걱정하는 답변들이 많았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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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넓은 국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수단이

한국만큼 다양하지 않으므로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주자들이 소도시나 시골에 사는 경우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대도시에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이동시간이

길어 현실적으로 상담받기 어렵다(Campbell et al., 2015; Vallury, 

Jones & Oosterbroek, 2015).

다음으로 '상담에 대한 인식(15.2%)'이 면대면 상담의 세 번째

저해요인으로 드러났는데, 다수의 응답자가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9.0%)'이 있었으며 '상담 효과성에 대한 의문(6.2%)'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는 좁은 한인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초래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한인끼리 어울려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조인주, 

2010),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로가 어울리는 환경은 한국에 비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 이민자의 경우 활발한 종교

활동을 통해 이민자들 간의 정서적 지지와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박정숙, & 오윤정, 2001), 이런 환경에서 내담자가 될

경우 자신의 상담자를 같은 한인 교회에서 만나게 되거나, 한인

마트 등에서 만날 가능성이 한국에서 보다 매우 높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시를 사용하여 이민사회의 좁은 대인관계 때문에

비밀보장을 걱정스러워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상담을 받는 것이 알려질 경우 정신질환자로 취급되는 등

안 좋게 보일까 걱정된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 이중관계를 우려한

답변도 많았는데, 좁은 이민사회 에서는 상담자를 한인 운동 동아리

등 다른 커뮤니티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상담받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면대면 저해요인이라고 답한 '상담비

관련 요인(13.8%)' 범주를 살펴본 결과 상담비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주자들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사례 분석 결과, 이 부분은 미국 거주 한인과 캐나다

거주 한인의 응답 차이가 보여 흥미로웠다. 캐나다는 모든 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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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의료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조형훈, 2009)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는 것은 국가 의료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상담자/심리치료사를 만나는 비용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상담자/심리치료사를 만나는 비용에

대한 민감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캐나다와는 달리

공적 의료 보장제도가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정신과 전문의를 만날 때와 상담자를

만날 때 모두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상담비에 대한

민감함이 캐나다 거주 한인들에 비해 오히려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시로, 상담비 관련 고려사항 및 저해요인으로 '보험 적용

여부'에 응답한 사례는 대부분이 캐나다 거주 한인이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비슷한

환경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많으나, 여전히 사회적인 시스템 등이

다르기에 이주자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인 이주자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나라별로 독립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 가능한 저해요인 영역

이 영역에서는 북미 거주 한인들이 면대면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경험하는 다양한 저해요인들이 과연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98.7% 이상이 '그렇다' 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말해 북미 거주 한인들이 온라인 상담을 면대면

상담에 대한 훌륭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 가능한 저해요인 범주로 과반수가

'상담기관 접근성의 한계극복(56.5%)'이라 답하였다. 이 하위

범주에는 '시간적 한계극복(31.8%)'과 '공간적 한계극복 (24.7%)'이

있었다. 이 범주는 북미 거주 한인들이 사는 생활 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는 한국과는 달리 땅이

넓은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상담실이 위치하고 있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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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담실까지의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많은 시간을 이동시간으로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상담의 경우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약이 없어 좋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자영업을 하는

이민자들이나 학교 일과가 끝나고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유학생들에게는 특히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해요인으로는 '상담자 선정 관련 어려움(29.9%)'이 있었다. 앞서

면대면 저해요인으로 '상담자 선정' 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것을 제고할 시, 이는 앞으로의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면 한국어를 잘하는

상담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환경과 문화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상담자 또한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온라인 상담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 자세히 연구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온라인 상담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후

탐색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많이 꼽힌 온라인 상담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해요인

범주로서 '상담비 절감(7.1%)'이 있었다. 분석 시 이 범주가 도출된

것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상담비가 면대면 상담비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이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부록 3>에 실린 북미 거주

한인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상담 비용'에 대한 결과 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상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설문지에는 포함

시켰으나, 본 연구목적과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록 3>에서 알 수 있듯,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면대면 상담보다 채팅상담, 이메일 상담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온라인 영상 상담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대면 상담 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답변한 사람이 많았으나

여전히 온라인 상담이기에 조금 더 저렴할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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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비용의 책정은 어떤 매체를 통한 온라인 상담인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상담은 일반적으로 면대면 상담과

비교하였을 시 보다 저렴한 시세를 가지고 있다(허애지, 2003; 

정현숙, & 유미숙, 2010; Mishna et al., 2015).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면대면 상담에 비해 온라인 상담이 더 저렴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담 시 '상담에 대한 부담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 면대면 상담 시 경험하는

부담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어서 편안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온라인 상담 시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 익명성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높은 개방성이 있었다 (임은미, 2006). 앞서 나온 결과처럼, 

이주자들은 면대면 상담을 받으려 할 시 좁은 한인 사회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익명성 보장 등은 이주자들에게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시사된다.

4) 효과적 온라인상담을 위해 필요한 보완 영역  

북미 거주 한인들이 효과적인 온라인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완점을 탐색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범주로

'상담자-내담자 간 신뢰관계(36.0%)'가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사례에서는 '면대면 상담이 아닌 온라인 상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상담자-내담자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전문성 및 태도(24.3%)'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응답 사례들을 보면, '내가

로봇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아니면 좋겠다,' '기계를 가지고 하는

상담이니만큼 친밀감을 더 느끼고 싶다'는 과 비슷한 답변이 많이

있었다. 이 결과는 북미 거주 한인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담자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에 대한

자세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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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온라인 상담을 위한 보안 점의 다음 범주로서 '온라인

상담 을 받기 적합한 환경(33.8%)' 이 있었다. 이 범주에는 '안정된

테크놀로지(13.2%)'가 필요하다는 하위범주가 가장 많았는데,   

안정된 테크놀로지란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의

안정성과 인터넷 접속 상황의 안정성 등이 포함된다. 사례를

살펴보았을 시, 기기를 다루는 어려움에 대한 걱정보다는 인터넷과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미국과 캐나다는

한국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아 온라인 상담이 걱정된다.'와

비슷한 응답이 다수 있었다. 2017 년 국가별 평균 인터넷 속도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이 28.6Mbps 로 세계 최고인 반면

미국은 18.7Mbps 로 세계 10 위를 차지하였다 ("Top 10 Average 

Internet Speeds Comparison," 2017). 캐나다는 인터넷 스피드가

10 위 안에 들지 않아 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미국과 캐나다의 인터넷 환경은 한국의 인터넷 환경과 비교하면

열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인터넷

속도와 같은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상담을 받기 적합한 환경'의 또 다른 하위범주로는

'온라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11.8%)'가 있었다. 면대면

상담 시 상담실과 같이 분리된 공간에서 상담이 진행되지만, 온라인

상담일 경우 상담실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오는 특수성으로 보인다. 사례에는 '나의 비밀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들을까 걱정된다. '등의 내용이 많았는데, 이는 종종

온라인 상담의 단점으로 나타나는 예시이기도 하다. 또 다른

환경적인 요소로 '확실한 비밀보장/ 신변보장 (8.8%)' 에는 '온라인

상담이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정보가 저장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온라인 상담의 윤리적 부분에 속하는 예시로서, 이미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논의의 후속연구

부분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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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효과적인 온라인 상담을 위해 필요한 범주로서는 '온라인

상담의 효과적 운영(24.3%)' 이 있었다. 많은 응답자가 온라인

상담은 ‘24/7 시간대’의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예컨대 온라인 상담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대면 상담과 차별화되어 24 시간 내내 1 주일 동안 365 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온라인 상담의 전문적

구조화'에 대해 이야기한 응답자들도 많았는데, 온라인 상담이기

때문에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서로

어색할 수 있으니,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이끌어주고 회기의

효과적인 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영역에 대한 범주들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자주 보는 온라인 상담의 단점과 유사하다. 이 영역의 많은 사례는

"온라인 상담이기 때문에"라는 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온라인 상담에 대한 연구는 면대면 상담의 연구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다. 

5) 북미 거주 한인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상담 유형 및 이유 영역

마지막으로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선호하는 온라인 상담 유형 및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호하는 온라인 상담 유형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을 한

응답자들도 많았으며, 선호도는 영상 상담(66.0%), 채팅

상담(19.3%). 이메일 상담(14.0%) 순으로 나타났다. 북미 거주

한인들은 영상상담을 채팅상담이나 이메일 상담보다 월등히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도 일치한다(Cortelyou-Ward et al., 2018).

다음으로 영상상담 선호 이유 영역, 채팅상담 선호 이유 영역, 

이메일 상담 선호 이유 영역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검토 결과, 각

영역에서 도출된 범주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해석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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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이 세 영역에서는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보이는 답변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상담기관 접근성의

한계극복 용이'는 영상상담 선호 이유, 채팅상담 선호 이유, 이메일

상담 선호 이유 모두에서 공통으로 도출된 범주였다. 이는 우선

북미 거주 한인들에게는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상담기관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질문은 각

유형에 따른 선호 이유에 관해서 물었으나 응답자가 '온라인

상담'에 대해 생각하고 말했을 가능성이다. 이 근거로는 영상상담

선호 이유 영역, 채팅상담 선호 이유 영역, 이메일 상담 선호 이유

영역에서 모두 온라인 상담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접근성, 신속성, 

익명성에 대한 큰 그림의 답변이 많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채팅상담의 선호 이유'를 물었음에도, 응답자가 '온라인 상담의

선호 이유'에 대해 답변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추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의 형태여야 할 것

같다는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위의 공통으로 도출된 범주에 대한 해석으로 온라인 상담은

응답자의 성향과, 응답자가 처한 상황, 또 응답자가 원하는 상담의

형태에 따라 선호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예로,

이메일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텍스트 중심 상담의 실용성(32.3%)' 

이 있었으며, 많은 응답자가 '글쓰기를 통한 생각과 감정/정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응답자들은 영상상담을

선호하는 이유로서 '글쓰기의 노력이 필요 없음' 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이메일 상담에서의 이유와 대조적이다. 

다음으로 응답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북미 거주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한

응답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채팅상담을 선호하는

이유로서 '즉각적/실시간 상담 가능(41.3%)' 범주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팅상담은 보통

내담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강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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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Mishna et al., 2015). 이러한 채팅상담에 대한 강점이

북미 거주 한인들에게는, 외국에서 ‘위기 상담’이 가능하리라는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외국에서 위기상황이 있을 때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다’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팅상담이 있다면,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 생활에서 위안이 된다’ 는 답변등이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이주자는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한국에서와는 달리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김경숙, & 김민희, 2013). 그러므로 채팅상담은 그런

상황에서 이주자들에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원하는 상담 형태에 따라 선호하는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영상상담에 대한 선호 이유에 나온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빈도를 나타낸 응답은 아니었으나,

다수의 사례에서 영상상담을 선호하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다,' '집단상담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렇듯 온라인 상담 유형 중 영상상담으로만 가능한 상담이

있는데, 영상상담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 모습 등을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관련 상담에 있어 가장 적합한 온라인

상담 유형으로 이해된다 (Gassova & Werner-Wils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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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영역의 결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상담이

면대면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 제한점이 있는 북미 거주

한인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북미 거주

한인들은 98.7% 이상이 면대면 상담의 저해요인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써 온라인 상담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응답했으며, 온라인

상담에 대한 기대를 많이 보였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북미 거주 한인들의 주 호소문제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주 호소문제를

살펴보며, 이주자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북미 거주 한인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이 활성화될 시, 상담자들이 어떤 호소문제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떤 상담 방법 등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효과적인 온라인 상담을 위해 필요한 보완점 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북미 거주 한인들의 응답을 통하여

온라인 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기대와 면대면 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향후 온라인 상담이 실질적으로 북미 거주

한인들에게 도입될 때, 더 높은 효과성을 위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온라인 상담은 응답자에 따라 선호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으며, 각각의 온라인 상담의 유형을 두고 느끼는

장단점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다. 특히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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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아닌 일반화된 관점에서 장단점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으나(Childress, 1998; 임은미. 2006; 김계현 et al., 

2009; Harris & Birnbaum, 2015), 본 연구는 북미 거주 한인들의

세분된 관점에서 영상상담, 채팅상담, 이메일 상담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는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수립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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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및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북미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두었다. 하지만 이렇게 북미 거주 한인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것에

대한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쓰는 언어가 같아서 일반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세세히

살펴볼 경우, 사회적 시스템, 문화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또 같은

국가라 할지라도, 미국과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지리적

특성상 거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상담 관련 후속연구에는 미국과 캐나다 거주 한인을 나누어

연구하고, 또한 동부와 서부로 지역을 나누어 연구하는 등 좀 더

세분화 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 연령 분포에 대한 한계성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10 대부터 60 대까지 그 연령대가 다양하였으나, 그중

20 대와 30 대의 비율이 통합 60% 이상으로 특히나 높았다. 온라인

상담이란 특성상 인터넷 환경과 테크놀로지에 익숙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더 익숙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연령분포가 치우쳐진 본 연구결과를 북미 거주

한인들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50 대, 60 대

한인들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도 테크놀로지와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이용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별로 온라인 상담을 받으려 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이용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깊게 탐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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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온라인 상담이라는 연구 주제의 포괄성이 지닌 한계가 있다. 

온라인 상담은 IT 기기의 발달과 함께 발전함으로써 유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플랫폼에 따른 온라인 상담 유형의 특징 및

효과성도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이 발달하는 시점부터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세 가지 유형 (영상상담, 채팅상담, 이메일

상담)만을 가지고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였듯 온라인 상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전 및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용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유형만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 방법상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CQR-

M 이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우선 질적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편향이

있을 수 있고, 설문 응답에 기반을 둔 자료들이었기에 글의

숙련도에 따른 응답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 분석

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 CQR-M 에서 오는 연구

방법상의 한계로는 참여자의 응답이 단답식의 형태이거나, 탈

맥락적일 경우 그 의미를 확인할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CQR-

M 은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가 아니기에, 분석팀이 여러 번

응답에 대해 감수하는 과정을 거쳐도, 정확한 의미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양적 연구와의 조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연구 과정에서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 과정에서 느낀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상담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 환경과 온라인 상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등 온라인 상담에 필요한 환경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효과적인 온라인

상담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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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그러므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현재 어떤 기기가 온라인

상담을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지, 각각의 플랫폼과 상담 형태는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 보조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등은 무엇인지를 꾸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상담으로 접목하도록

자료를 구축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 환경

등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담자 내담자의

온라인 상담의 실제를 위해서는 구축된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 상담에 필요한 환경과

기술적인 역량 (technological competency)에 대해서는 상담자

내담자 모두 알아서 축적해 나가야 하는 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나,

온라인 상담의 실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자료 또한

연구되고 형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온라인 상담과 관련된 교육자료는 지식 제공의 역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담의 홍보자료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북미 거주 한인들의 온라인 상담을 한 층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담과 관련된 법, 제도, 윤리적

측면의 전문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수의 응답자는

온라인 상담 관련하여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개인정보 보호, 

해킹 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였다. 또 그러한 우려와 함께 어떠한

법과 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다수의 사례에 포함되었다. 이는

온라인 상담이라는 새로운 상담 형태에 대한 조심스러움으로

해석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마련된 온라인 상담에 대한 법과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또 법은 지역과 사용기기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사회에 맞는 윤리 기준이 세워지고 제시될 수 있을 때, 

온라인 상담이 내담자들에게 더 안전하게 인식될 것이며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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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 질문지 (서면응답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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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온라인 상담 이용 가능성 질문지 (온라인응답자용) ④

                                        
④
온라인 응답자들은 Google Docs Program 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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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북미 거주 한인들이 생각하는 상담 비용 결과

<표 1> 북미 거주 한인들이 생각하는 면대면 상담 비용

<표 2> 북미 거주 한인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영상 상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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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미 거주 한인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채팅 상담 비용

<표 4> 북미 거주 한인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이메일 상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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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ilitating Online Counseling 
for Koreans Living in North America:

an Exploratory Study

Yunha K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facilitating 

online counseling for Koreans living in North America. Participants were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81) ranging in age from 19 

to 65 years ol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Feburary 2018 and May 2018 

and were qualitatively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odified (CQR-M) method. 

The analysis defined 8 domains, 37 categories and 63 sub-categories as a

result. The 8 domains are as follows: (1) the reasons for Korean clients to seek 

counseling services in North America, (2) the barriers that Koreans 

experience when accessing face to face counseling services in North America, 

(3) which barriers can be overcome by utilizing online counseling services, (4) 

the features needed for more effective online counseling, (5) the preferred

type of online counseling, (6) the reasons  for choosing the preferred type of 

online counseling - video conferencing, (7) the reasons for choo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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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red type of online counseling - online chatting, (8) the reasons for 

choosing the preferred type of online counseling - email counsel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gathered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experiences of Koreans living in 

North America when seeking counseling services, such as the reasons for 

seeking counseling services and the barriers to accessing such services. The 

findings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online counselors working with 

Korean clients living in North America. Second, this study explored the 

attitudes of Koreans towards online counseling, and evaluated in detail their 

thoughts about online counseling, such as preferred online counseling type 

and reasons for seeking such counseling. This study outlined the features 

needed for more effective online counseling in the future. Third, this study 

verified that facilitating online counseling can be a great alternative for 

Koreans living in North America to overcome the barriers to using face to 

face counseling services. The findings showed that Koreans were quite 

optimistic about utilizing online counseling services. Last but most 

importantly, the findings provide a basic reference for facilitating online 

counseling services for Koreans living in North America. There was very little 

information available related to this topic; however, the findings of this 

exploratory research suggest that online counseling for Koreans could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ccess to online counseling could prove valuable 

for Koreans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other counseling services. This 

reference could also be used in other applications, such as for people 

considering alternatives to face to face counseling servic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Online Counseling, Immigrants, Koreans, Exploratory Research, 

CQR-M

Student Number: 2014-2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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