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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방식을 활용한 이야기치료 온라인 집단상담의

효과와 특성 연구 : 대면 집단상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ffects and Traits of Online Narrative Group Counseling 
using Videoconferencing Modality :

Comparing with face-to-face Group Counseling

오윤석**, 조은숙***

Yoonseok Oh**, Eunsuk Cho***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치료 온라인 집단상담의 효과와 특성을 대면 집단상담과 비교하여 파악하는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대학생 18명을 각각 6명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및 통제집단으로 배치하여 실험집단에는 Zoom을

활용한 화상 집단상담을, 비교집단에는 대면 집단상담을 각 8회기씩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비

모수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 점수의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에서 자아정체감의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의 긍정적 변화는 실험집단에서만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내담자 경험을 묻는 사후면접자료 분석을 통해 화상집단상담과 대면집단상담 내담자들의 경험 특성을 비교하여 온라인

집단상담 경험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화상 집단상담이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면 집단상담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맥락

이 나타났으며, 온라인 집단상담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이야기치료 집단상담, 줌(Zoom), 온라인 집단상담, 화상 집단상담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and traits of narrative online group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by comparing them with face-to-face group counseling. For this purpose, 18 college students were 
assigned as experimental group (videoconferencing method, using “Zoom”), comparison group (face-to-face 
method), and control group (no treatment). 8 sessions of narrative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conducted for 
two groups. The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test scores of ‘self-identity’ and ‘relationshi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lf-identity’ in both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s, while positive change in 
‘relationship’ was only significant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traits of online group counseling experience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the post-interview data asking about their counseling experiences. In conclusion, 
we found that despite the various limitations, the context of online group counseling showed similar effects to 
face-to-face group counseling, and suggested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online group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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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OVID-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에서

대면상담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상담의 필요성과 유용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

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불안과 무기력 등의 정신건

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

통적 대면방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담 개입방

법이 더욱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은 상담 직업의 속성을 변화시켜가고 있

으며,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상담이 개발되고 확대되

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청소

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담이 시작되었으며

게시판, 이메일, 채팅 상담과 같은 초기의 형태에서 발

전하여 현재는 화상상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치료적 개입이 실험적 차원에서 진행되

고 있다 [3-5]. 이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상담의 방법

중 본 연구는 화상회의 방식(videoconferencing) 온라인

상담(이하 화상상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화상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간 실시간 상호작용이

영상과 목소리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온라인 상담

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다. 화상상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상담에 집중되어 있는데 연구결과들을 보면

화상상담은 대면상담과 그 효과 면에서 손색이 없고 내

담자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6, 7] 상담

동맹 또한 잘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6] 대면 상담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화상집단상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가운데

[8, 9], 화상집단상담의 성과에 있어서는 중독자를 대상

으로 한 화상집단상담의 효과가 대면집단과 동일하였

을 뿐 아니라, 내담자들의 화상상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10]와, 뇌손상 자녀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가족상담의 유용성[11]이 보고되고 있

는 정도이다. 화상집단상담의 과정을 질적 연구한

Kozlowski와 Holms[3]는 화상집단상담에서는 대면집단

상담의 핵심적 치료요소인 안전감과 신뢰, 응집성 등이

발달되지 못하고 집단원들의 관계가 평면적 관계에 머

무르는 특성이 발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 상담의 효과와 경험 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화상집단상담에 대한

연구는, 초등생 대상으로 기초적 수준의 화상교육 시스

템을 활용하여 학급단위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

과가 보고된 것[12]이 유일하며, 이 조차도 통제집단이

없는 유사 실험설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화상집단상담의 효과

성을 대면집단상담(비교집단) 및 통제집단과 비교하는

실험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화상회의 플랫폼으로는

“Zoom”을 활용할 것이다.

사회구성주의 철학에 기반한 이야기치료는 자신이

선호하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집단

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므

로 집단상담에서 활용하기 좋은 상담이론이다 [13]. 또

한 정체성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는 대학생들에게 빈번

하게 대두되는 문제[14]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 이야기치료 집단상담은

정체성과 대인관계 문제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접근법이다 [15, 16].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정체성과 대인관계 향상에 초점을 둔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을 실험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화상집단상담의 효과를 대면집

단상담의 경우와 비교하여 화상집단상담의 효과를 살

펴보고, 둘째, 사후 면접 자료를 통해 얻어진 화상집단

상담 참여자들의 경험을 대면집단상담 참여자들의 경

험과 비교하여 화상집단상담 내담자경험의 특성을 파

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

인 대학생 18명이며, SNS와 게시판 등의 홍보에 자발

적 참여를 표한 사람들이다. 집단 간 전공분포의 동질

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은 집단상담에 상대적으로 관

심이 높은 복지관련 전공으로 제한하였다. 이들을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은 배경 특성에 있어 고른 분포를 보

이도록 연구자가 실험집단(화상집단상담), 비교집단(대

면집단상담), 통제집단(무처치)에 각각 6명씩 배치하였

다. 집단 간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카이자승 검증으로

검증한 결과 X 2 값이 모두 p >.05를 넘어, 집단간 구

성원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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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설계

실험집단에는 Zoom을 활용한 이야기치료 온라인 집

단상담 프로그램을 주 2회 각 회기 당 1시간 30분씩 총

8회기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에는 대면 이야기치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주 2회 각 회기 당 1시간 30분씩 총 8

회기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

았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제시된 표 2와 같다.

3. 프로그램 실시절차

실험은 2020년 5월∼7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참가자

들은 집단상담 시작 전 연구자와 사전미팅을 가졌으며,

이때 연구 참여 동의서가 작성되고, 사전검사가 시행되

었다. 집단상담은 주 2회 각 회기 당 1시간 30분씩 총 8

회기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아무 처치도 하지 않

았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전개의 순서와 내용은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각각 화상방식과

대면방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화상집단 참가자들은

첫 회기 1명을 제외하고는 전 회기 본인의 집 혹은 기

숙사에서 혼자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접속하였다. 대면

집단상담은 서울소재 S대학의 집단상담실에서 진행되

었다.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세 집단 모두에게 사후검

사를 실시하였다. 내담자 경험에 대한 질적 자료 확보

를 위해 매회기 회기소감문과 사후소감문을 서면으로

받았으며, 상담 종료 이후 사후면접을 하였다. 면접은

연구자가 참가자들과 1:1로 진행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질문 목록을 가지고 평균 30분 정도씩 진행하였다.

4. 측정도구

1) 자아정체감 척도

박아청[17]이 개발하고타당화작업을거친[18] 한국

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0개의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대인관계 척도

Schlein과 Guerney[19]가 개발한 27문항의 대인관계

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전석균[20]이

25문항으로수정·보완한것을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

도로점수가높을수록대인관계가좋다는것을의미한다.

3) 사후면접 질문

집단상담 종료 후 진행되는 반구조화 면접에서는 내

담자의 집단상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상담에 대

한 기대와 우려, 실제 경험, 변화의 경험,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순간 등 8문항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5. 이야기치료 집단상담 회기구성

이야기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야기치료의 이론

과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이야기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8회기로 구성하였다. 1회기는 친밀감 형성

을 위한 관계형성 단계이며, 2회기는 자신의 관련 문제

와 대인관계의 문제 이야기, 3회기는 문제 이야기와 걸

림돌 탐색, 4회기는 문제의 외재화와 영향력 탐색, 5회

표 2. 실험설계
Table 2. Experimental design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O1 X1(on-line Gc*) O2

Comparison
group

O3 X2(face-to-face Gc*) O4

Control group O5 No treatment O6

*Gc: Group counseling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tegory
Experimental
group

Comparison
group

Control
group

X 2 

N % N % N %

Sex
Male 2 33.3 1 16.7 2 33.3

.55
Female 4 66.7 5 83.3 4 66.7

Age

21-22 4 66.7 3 50.0 1 16.7

5.1723-24 1 16.7 1 16.7 2 33.3

25-26 0 0.0 2 33.3 2 33.3
27-28 1 16.7 0 0.0 0 0.0

Grade

1 0 0.0 0 0.0 0 0.0

2.90
2 0 0.0 0 0.0 1 16.7

3 5 83.3 4 66.7 3 50.0

4 1 16.7 2 33.3 2 33.3

Religion

Protestant 0 0.0 3 50.0 3 50.0

5.40Catholic 1 16.7 0 0.0 1 16.7

None 5 83.3 3 50.0 2 33.3

Previous
experienc
e of Gc*

Yes 2 33.3 1 16.7 1 16.7
.64

No 4 66.7 5 83.3 5 83.3

# of foreign
student(s) in group 1 16.7 1 16.7 0 0.0 1.13

* Gc: Group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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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독특한 결과(색다른 경험, 예외사항) 및 그 의미

찾기, 6회기는 대안적 이야기, 7회기는 대안적 정체성

확립하고 굳히기, 마지막 8회기는 문제 이야기와 작별

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관계에서 변화된 이야기로 구

성되었다. 회기별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표 3과 같다.

6. 자료 분석 방법

1) 양적 자료 분석

양적 자료 분석은 적은 표본수로 인해 비모수 통계방

법을 사용하였다. 집단간 사전동질성 검사는

Kruskal-Wallis Test, 집단들의사전-사후검사의변화량

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2) 질적 자료 분석

질적 자료로는 축어록으로 전사한 사후면접내용을

분석하였다. 여러 차례의 숙독을 거쳐 먼저 질적 자료

를 코딩하고 범주화 시킨 후 응답빈도를 파악하는 방식

의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자료의 균형 있는 이해

를 위해 참가자들의 회기소감문, 상담자의 회기 기록지,

상담 녹화 영상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분석에는

복수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양적 자료 분석

1) 집단의 동질성 검증

실험, 비교, 통제집단 간에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

사전검사 점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에 대한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 집단의 사

전 점수는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표 4 참고).

2) 집단상담의 사전-사후 효과검증

이야기치료 집단상담의 사전-사후 검사 간의 차이

검증을 Wilcoxon Signed-Ranks Test로 실시한 결과,

자아정체감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유의미하게 향

상되었으나 통제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

지 않았다. 대인관계의 경우 실험집단에서만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고 비교집단의 경우 사후검사에서 점수

의 상승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p=.09). 통제집단은 역시 유의미한 점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 참고).

사전-사후검사의 점수차이에 대한 통계검증결과와 그

림 1, 2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양적분석

표 3. 이야기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Table 3. Narrative group counseling program

Sess
ion Goal Major activities

1 Relationship building - Structuring- Self introduction by nick name

2 Exploring dominant
story and life experience- Sharing participants’ life stories

3 Selecting issues - Exploring problem stories

4 Separating problem
from person

- Externalizing problem by drawing
the problem and naming it
-Exploring the effect of the
‘problem story’

5
Finding exceptions
supporting alternative

story

- Exploring alternative story using
exceptions

6 Authoring alternative
story - Sharing my ‘preferred’ story

7 Confirming alternative
story

- Changing nick name according to
the preferred identity

8 Remembering,
definitional ceremony

- Inviting significant persons into
cyber space and sharing my
preferred story

표 4.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사전검사 집단간 동질성 검증
Table 4. Inter-group homogeneity verification of the pre-test
scores of ego-identity and relationship score of pre test

Variables
Mean Ranks

X2 p
Experimental Comparison Control

Ego-identity 9.25 8.92 10.33 .23 .89

Relationship 8.75 10.42 9.33 .30 .86

표 5.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의 집단간 사전-사후 차이 검증
Table 5. Verification of pre and post test score differences of
ego-identity and relationship

VariableGroup

Negative Ranks Positive Ranks Ties

Z pMean
Ranks

Sum
of
Ranks

Na
Mean
Ranks

Sum
of
Ranks

Nb Nc

Ego-
identity

E 0.00 0.00 0 3.50 21.00 6 0 -2.20 .03*
C 0.00 0.00 0 3.50 21.00 6 0 -2.20 .03*
Ct 2.83 8.50 3 1.50 1.50 1 2 -1.29 .20

Relations
hip

E 0.00 0.00 0 3.00 15.00 5 0 -2.03 .04*
C 2.50 2.50 1 3.70 18.50 5 0 -1.68 .09
Ct 3.17 9.50 3 3.83 11.50 3 0 -0.21 .83

a Pre > Post, b Pre < Post, c Pre = Post *p <.05
E:Experimental group, C:Comparison group, Ct: Con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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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화상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치료 집단상담이 자

아정체감이나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대면집

단상담의 효과와 유사하며,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

과는 화상상담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Group Pre test Post test
Experimerntal 214 233
Comparison 214 231
Control 217 216

그림 1. 세 집단 자아정체감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변화
Figure 1. Mean score changes of ego-identity across groups

Group Pre test Post test
Experimerntal 95 102
Comparison 99 104
Control 96 96

그림 2. 세 집단 대인관계 사전-사후 평균 점수 변화
Figure 2. Mean score changes of relationship across groups

2. 질적 자료 분석

집단상담 종결 이후 이루어진 사후면접 내용이 전사

된축어록을합의적질적연구방법을이용하여분석하였

다. ‘상담 전의 기대와 우려’에 있어서 화상상담집단(E)

에서는 온라인 방식에 대한 우려와 낮은 기대, 호기심이

동시에나타나는반면, 대면상담집단(C)에서는상담으로

인해 일어날 변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자기노출에 대

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보고한다. ‘상담 후의 변화’에서는

화상상담집단에서는 우려했던 것 보다 좋은 상담경험을

했다는응답이 6명중 5명에게서나타났다. 하지만 ‘만일

대면 상담이었다면’ 더 활발한 상호작용과 친밀감을 느

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대로 대면집단 참

가자들은 ‘만일 온라인방식이었다면’ 집중이 잘 안되고

제대로된상호작용이일어나기어려웠을것이라고생각

하고 있었다. 화상집단 참가자들은 화상상담 방식의 장

점으로 편리성과 시간절약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집단원

표 6. 화상집단상담과 대면집단상담의 사후 인터뷰 내용
에 대한 CQR 분석 결과

Table 6. CQR anaysis result of closing interviews of on-line vs.
face-to-face group counseling participants

Domain
Gro
up

Category F

Expecta
tions
before
Gc

E
curiosity and expectation about new

method
(4)

low expectation cuz on-line method (2)

C

curiosity about group counseling & expect
change after Gc

(4)

expect problem solving through group
conversation

(3)

Worries
before
Gc

E
negative prejudice re. on-line counseling (5)
worry about technical error during

counseling session
(4)

C worry about self-disclosure (5)

Change
after
Gc.

E

“good counseling experience” contrary to
the concern

(5)

self understanding and self acceptance (4)
positive/alternative view re. problem (3)

peaceful mind (3)

C

confronting the problem (4)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re. self &

others
(3)

knowing what is necessary & empowered (2)

If
it were
f2f/on-li
ne Gc

E
(if f2f) more active interaction (3)
(if f2f) more intimacy (3)
(if f2f) more discomfort (1)

C
(if on-line) less focused (4)
(if on-line) less interaction (2)
(if on-line) less participation (1)

Advanta
ges of
each Gc

E

convenience, time saving (5)
can see all the faces at one screen (3)
“easy to talk” cuz can particate from

isolated personal space
(2)

more focused and serious (1)

C
intimate interaction (5)

feeling intimacy and sympathy (4)

Weakne
sses of
each Gc

E
limited cohesion and intimacy (4)

hard to read & respond to the non-verbal
signs

(4)

C hard to commuting to the venue (5)
footnote) F: Frequency of responses of each category, Gc: Group
counseling, E: Experimental group, C: Comparison group, f2f:
face-to-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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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얼굴을한화면에서모두볼수있다는점도장점으로

꼽았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집단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말

하기도 쉽고 집중도 더 잘되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

나여전히응집성과친밀감형성이제한적이며비언어적

표현의전달과상호반응이어려웠다는점이한계로지적

되었다. 반면 대면상담 참가자들은 친밀한 상호작용, 친

밀감과공감의느낌이장점이지만상담장소로의이동이

번거로운 점이 단점이 된다는 지적을 대다수가 하였다.

합의적질적연구방법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는표 6에

제시되어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Zoom을 활용한 이야기치료 화상집단

상담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와 내담자들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

해 화상집단상담과 동일한 방식의 대면집단상담을 실시

한 비교집단과, 아무 처지도 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실험

집단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야기치료 화상집

단상담의 효과는 대면집단상담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화상집단상담에 대한 내담자 경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된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양적 결과는 Zoom을 활용한 이야기

치료 화상집단상담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대인관

계능력향상에대면집단상담과비슷한효과가있음을보

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온라인 상담 성과연구들

을 검토한 Richards와 Vigano[2]의 결론, 그리고 다수의

온라인상담의효과크기를계산하여대면상담의효과크

기와비교했을때유사함을밝힌 Barak et al. [21]의 결

론과일관된다. 특히, 본 결과는화상회의플랫폼을활용

한집단상담의효과를검증한 King et al. [10]의 연구결

과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화상집단상담은대면적접촉이없고완벽한비밀보장

이 안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집단상담의 중요 변화요소

인 응집성과 신뢰감 형성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비언어적 신호를 상호간에 읽고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누가 누구를 쳐다보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서 리더 중심의 집단상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8, 22]. 이와 같은한계에대해서는본연구의참

가자들도충분히인식하고있었음을질적연구결과를통

해알수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과면에서화상상

담이대면상담에비해결코뒤처지지않는다는연구결과

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이

에 대해서 집단상담의 접근 모델과 내담자의 특성과 관

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집단상담의 접근 모델이 화상집단상담에 잘 맞

을 경우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화상집단의 경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읽어내고, 내담자 간에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나신체적움직임등을상담에활용하기어렵

기때문에경험주의나깊은통찰이필요한상담접근보다

는심리교육적이고인지적인접근을쓸때보다효과적

일가능성이있다 [8]. 국내온라인상담영역에서사이버

CBT(cognitive behavioral therapy)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이 활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23,

2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야기치료 접근법은 집단원

간의 언어적상호작용을통해선호하는정체성을구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상당부분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온라인 방식에 유리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화상집단상담에 대한 선호도

나효과성이특정내담자집단에서더강하게나타날가

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한선행연구[8]에서바로전학

기에 대면 집단상담을 경험해본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은

화상집단상담의 경험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수있었다. 내면과관계의깊은경험을집단상담의표

준이라고여길때화상집단상담은불편하고불안전한대

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중독치료를 받는 내담자, 위기

에처해있으나대면서비스가불가능한가족등은화상

집단상담 혹은 화상 가족상담이 주는 편리함과 효과에

매우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었다 [10, 11]. 즉, 집단상담

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떠나, 내가 필요한 것

을 집단상담을 통해 얻는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

어서는화상집단이전혀불편하지않다는내담자들이다

수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화상이나온라인집단은사회불안이커서집단에

서대면으로상호작용하는것이불편한사람들에게서높

은선호도를보인다 [10]. 개인상담의경우이지만, 온라인

상담 내담자가 대면상담 내담자보다 더 높은 상담동맹

수준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6]. 본 연구의 질적 자료에서도, 대면집단의 경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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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전에자기노출에대한부담감이있었음을언급하는

경우가 6명 중 5명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대면집단상담

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 화상상담

참여자중한두명(외국인학생포함)은, 화상상담이오히

려자기이야기를하기에더편하고집중도잘되었다고

하였다. 이런점에서화상집단상담은사회불안이라는집

단상담의장애물을넘어설수있는좋은대안이될가능

성이 높다.

Gilkey et al. [11]는 화상상담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내담자의 조건에 대해, 내담자들이 기술에 익숙하고 자

기 문제를 다루려는 동기가 높으며, 상담 중 발생할 수

있는기술의불완전함을인내하려는입장을가져야한다

고 하였다. 본 연구의 화상집단 참가자들은 이야기치료

집단상담에대한관심을가지고자기성장을위한자발적

참여를 하였으며, 신기술 습득이 용이한 연령인 대학생

인동시에 COVID-19 상황에서수개월동안온라인상호

작용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내담자의 특성

또한 상담의 효과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화상상담이대면상담에필적하는성과를나타내

고있으나대면접촉의결여가만들어내는한계는분명히

존재한다. 이를위한화상플랫폼기술개발및온라인상

담에 특화된 상담자 훈련이 필요하다.

화상집단상담을 경험해본 참가자들은 대체로 화상집

단상담에대한선호를나타내고있다[10-12]. 가장큰이

점은 무엇보다도 편리성에 있으며, 편리하고 비용이 적

게듦에도불구하고효과가있다는점이었다. 또한, 온라

인상의집단적상호작용은그것이게시판형태이건화상

회의나 채팅형태이건 간에 참가자들의 증상완화와 지원

체계로서 유의미한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다[12, 21, 25].

이런 추세라면 화상집단상담 내지는 지지집단이나 자조

집단 등의 화상집단 활동의 확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전통적인 대면집단상담을 넘어서는 정신건강분

야의중요한매체로서집단상호작용을지원하는온라인

매체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의 화상

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집단상담(집단활동)에 특

화된 각종 기능이 포함된 집단상담용 앱이 개발될 필요

가 있다.

화상집단상담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집단상담에특화된상담자교육이필수적이다. 현재 상담

대학원과정에는온라인상담에대한별도의교육내용이

포함되어있지않은편인데, 이 부분에대한보완이필요

하다. 집단상담이 온라인(화상)으로 진행될 경우 상담자

는 기술적인 능숙함, 화상으로 드러나는 집단의 역동에

대한 민감성,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을 연결시켜주는 능

력,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언어적으로 읽어주는 능력 등

추가적인 능력들이 필요하다[9]. 온라인상에서의 자기노

출에 양가적이면서 민감한 사람들의 성향[26]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온라인 집단원들의 지나친 각성을 관리

하여상담에집중할수있게하는것도상담자훈련에서

다루어야 한다.

화상집단상담을 위한 더 나은 플랫폼의 개발, 유능한

온라인(화상) 집단상담자 훈련, 적합한 상담프로그램 개

발 등을 통해 온라인 집단상담의 한계점들이 보완되어

나간다면온라인집단상담은전통적집단상담에대한훌

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화상)으로 진행되는 집단상

담이 가지는 효과성과 내담자 경험의 특성을 제시한 국

내의 첫 연구로서, 집단상담의 영역을 온라인으로 확장

하기 위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험연구의 엄격성을 위해 통제집

단과 비교집단을 두는 연구 설계를 하였으나, 제한된 표

본수로인한통계검정력의약화, 추후검증의부재등연

구 설계상의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질적 자료는

양적자료를 보완하는차원에서가볍게다루어졌으므로,

화상집단상담내담자의경험을심도있게파악하는데는

충분치 못하였다.

이에후속연구를통해화상집단상담내담자와상담자

의 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화상집단상

담을위한상담자훈련자료가개발될필요가있다. 또한,

온라인 집단상담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뿐 아니

라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

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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