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20.20.01.539

학대경험이 가정 외 보호 서비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Effects of Abuse Experiences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of 
Out-of-House Protection Service Youth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Adjusting Capacity
이화명*, 김영미**

경남정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Hwa-Myung Lee(seahwamyung@hanmail.net)*, Yeoung-Mi Kim(okok25366@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학대 경험은 자기조절능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대 경험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조절능력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지기조절능력은 학대 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예방하고, 가정 외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기조절능력을 높일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개입의 중요성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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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buse experience of adolescents in out-of-home care 
on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skill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adolescents who resided in the city of Busan and received out-of-home care service.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buse experience was found to have exerted a 
negative influence on self-regulation skills. Second, abuse experience was found to have exerted a 
negative influence on psychosocial adjustment. Third, self-regulation skills were found to have 
exercised a positive influence on psychosocial adjustment. Fourth, self-regulation skills were found to 
have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experience and psychosocial 
adjust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of significance in that neglect and emotional abuse should 
be prevented to promote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teenagers with abuse experience who are in 
out-of-home care, and in that the importance of the intervention of counseling programs which could 
foster the self-regulation skills of adolescents was u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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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녀학대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존재
하여 왔지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1]. 우리나라는 문화적⋅관습적 특성과 가부장
적 유교사상이 맞물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잘
못된 인식으로 가정 내 자녀의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자녀학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2]. 

이처럼 자녀학대 문제를 가정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
는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이를 견디지 못
하고, 가정 탈출을 위해 가출을 함으로써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3].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성격차이, 빈곤 등에 의해 버려지거나 방임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2001년(806건), 2008년(2294건), 
20018년 현재 2,6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

보건복지부(2019)[5]의 ‘아동학대 사망 사고 발생 현
황’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로 문제가 된 사건은 2
만4433건으로 조사되었고,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달 2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단기
적인 영향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청소년기를 비롯하여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일생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지금까지 대부분 학대와 관련된 연구는 영유아기나 
아동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 
시기를 영유아기나 아동기에 비해 학대에 대항해 자신
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
이다[6]. 그러나 청소년들이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
라도 청소년기에 방임이나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경
험하면 심리⋅사회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
씬 높아질 수 있다[7]. 따라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
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입전략을 효과적으
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긍정
적인 적응을 증진시키는 보호 기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8]. 즉,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치료적 개입으
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증진하고, 자신을 위
로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9].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대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정
서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외부 기제 강화
와 청소년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를 강화시
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대경험이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기조절능력
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서 자아존중감의 상실, 대인기피 현상과 폭력성향 
등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11-14], 비
행, 범죄, 폭력, 가출과 자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킨
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대로 인해 발달지연, 신
체적 타박상 및 골절 등으로 야기되는 신체변형 등의 
신체적 문제와 우울과 불안, 위축 등의 심리·사회적 부
적응 문제들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18].

우리나라 민법 제915조에 의하면, 친권자는 그 자
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며 친권자의 징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60

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친권자 징계권’이 아동복지법상의 보
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
을 가해선 안 된다 는 조항과 상충된다는 점이 사회적
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정이 진행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법상에 명시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부모의 체벌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용국가 아동 
정책 을 공표하였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의 4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
로 발표한 것으로, 아동(자녀)을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가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가정 내 체벌과 학대문
제를 예방하여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진행
되었다.

현재 선진 복지국가인 스웨덴을 비롯한 전 세계 54개
의 국가들이 아동의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
항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의 문제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친권자 징계권’을 허용한 
일본도 2019년 3월에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
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과 ‘징계권 
개정 방침’을 발표하였다[19]. 

우리나라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가정 내 폭력과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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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문제가 발생하면 학대피해
자들을 보호시설로 보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문
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시설이나 서비스 체계에 격리되어 보호를 받
는다고 해도 학대 피해자들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보
호와 양육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채 시설에 입
소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문제들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면,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심
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는 보다 심층
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20],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발달적 
단계로 학대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심리사회
적 적응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대경험으로 인해 입소된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대경험이 심리사회
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학대
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의 학대경험은 심
리사회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의 자기조절력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가정 외 보호서비스 자기조절능력은 학대경험
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
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학대
다양한 사회적 관점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

서 청소년 학대의 경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
다. 이에 대해 Valentine et al.(1984)[21]는 청소년 
학대를 정의하기 전에 그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부모상 

및 부모의 권위, 최소한 어디까지를 부모역할로 볼 것
인가에 대한 논쟁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
에 청소년의 학대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
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3조 7호
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학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한연숙(2007)[22]은 청소년 학대란 주 양육자를 비
롯하여 사회, 또는 제도 등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와 책
임이 있는 관계자가 청소년들의 바르고 건전한 성장 및 
발달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가
하거나 정신적⋅신체적 발달장애를 야기하는 모든 행
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여진주(2010)[23]은 청소
년 학대란 우연한 사고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주
보호자(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태만이나 행위 의한 결
과로 신체적으로 상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학대 가해자의 의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학대의 개념은 상처의 유무로 
기준이 설정되어 의학적으로 판정기준이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부로 관찰가능한 상처가 없는 정
서적 학대나 방임 등은 배제시킨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선행연구들[20][22]에서는 방임, 정서적 학대 등
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 정서적 학대도 청소년의 학대 범위에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학대와 가정 외 보호서비스 
보건복지부(2018)[24]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파악된 
전체 아동학대 관련 신고접수의 건수는 총 34,169건으
로 조사되었으며, 작년 대비 약 15.1%가 증가하였다.

신고접수 된 내용 중에서 응급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는 2,094건, 아동학대의 의심 사례의 건수는 
28,829건으로, 아동학대 건수가 전체 신고 접수된 건
수의 90.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하
여 신고접수 된 전체 건수와 신고 접수된 건수 중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신고의 비율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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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신고 건
수도 292건(0.9%)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인 상담은 
2,951건(8.6%)으로 조사되었다[24].

또한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였
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6년 전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아동학
대 사례 증가율이 10.0%이었다[4]. 이와 더불어 기관수
의 경우에도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4년 51개
소에서 2018년 62개소로 증가했다[4].

표 1.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
  (단위: 건, %) 

출처: 보건복지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p.16.

표 2.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개소)  

출처: 보건복지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p.17.

3. 청소년 학대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청소년기 학대와 심리사회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선

행 연구들[12][17][18][25][26]을 살펴보면, 청소년기
에 경험하는 정서적⋅심리적 학대는 방임이나 성적⋅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
고하였다. 

지경진(2008)[25]은 청소년이 부모에 의한 경험한 
학대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고, 청소년이 지니는 자원과 주변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의 학대로부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
응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
다. 

김정란(2003)[27]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부적응을 연구에서 가정폭력이 청소
년의 심리사회부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고 밝혔다. 또한, 빈번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들은 심각한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 방안
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종화와 김정옥(2012)[28]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대경험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연
구에서 부부폭력에 따른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성장한 후에 부부간의 폭력을 경험한 가능성이 높고, 
타인과의 부정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사
회적 적응에도 부(-)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심
리사회적 적응의 문제도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서인균과 이연실(2018)[29]은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에 의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에서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청소년들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부모에 
의해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적
응을 위해서는 학대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이영애와 정현희(2018)[30]은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
험 유무 및 지속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학대경험의 정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
응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학
대경험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위축, 우울, 공격
성, 주의집중,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이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초기 청소년들이 
일시적 학대경험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
해 심리사회적 적응(사회적 위축, 우울, 공격성, 주의집
중)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경우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평균 점
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Jaffee & Maikovich-Fong(2011)[31]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달 시기별 학대의 정도와 지속성의 정도에 
따른 심리사회적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속
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특정한 시기에서 학대를 경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동
학대
사례

건  수 10,027 11,715 18,700 22,367 24,604

증가율 47.5 16.8 59.6 19.6 10.0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동
보호
전문
기관

기관수 51 56 59 60 62

증가
기관수 1 5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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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아동보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등에서 더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4.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이 사회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

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공감하고, 이
를 적절하게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직면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능동적으로 조절하고 해
소해야 한다. 

자기조절(self-regulation)능력은 청소년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마지막까지 진행
해 나가기 위해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32].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은 
과도기적 발달과 성장 그리고 적응에 필수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Kochanska et al.(2001)[33]는 자기조절능력을 행
동적 측면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변 환
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융통성 있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행동을 조절⋅통제하는 능력으로 설명하였다. 

Kochanscka & Aksan(2006)[34]은 자기조절능력
에 내적 조절, 행동적 조절, 정서조절의 영역을 모두 포
함시켜 자기관리, 자기조절, 자기억제 등의 용어와 혼용
하기도 하지만 자기조절이란 비교적 간단하게 수립된 
목표 실행을 위해 행동을 통제 및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자기조절은 단순히 개인의 행동 억제
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표수립을 위해 요구되
는 인내력,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순응성,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책략 사용 등이 포함된다. 

차주환(2017)[35]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격특성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어떠
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
향적 성격특성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은 
사회기술에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임영옥과 서경현(2018)[36]은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 가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약하고 

자기조절능력이 낮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일수록 인터넷
의 중독수준이 높게 검증된 것으로 지적하였다[36]. 이
는 인터넷 중독 문제행동을 통제〮조절하는데 자기조절
능력이 필요 요건임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조수아와 
장진이(2019)[37]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수용
적 양육태도와 분노조절의 관계에 자기위로능력과 공
감능력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 때,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부모
의 양육과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37][38]나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행위에 대한 자기조절능력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5][36][39].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보호 요인으로
서 자기조절능력의 매해교과를 다룬 선행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지만,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
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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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자
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자기조절
능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심리사회
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은 심리
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심리사회
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서 만 19세 미

만을 청소년이라고 정의한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만 12세에서 만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들 중 부산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즉 
가정 외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
일 동안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
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70부를 배부하여 16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7
부를 제외한 15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
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로는 남자 82명, 여자 7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
은 16.42세였다. 보호유형으로는 아동양육시설 54.9%, 
공동생활가정 37.9%, 가정위탁시설 7.2%로 아동양육
시설이 많았다.

입소기간별로는 3∼5년 미만은 35.9%, 5년 이상이 
54.9%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미만은 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입소이유는 부모의 학대가 56.9%, 
경제적 곤란 9.8%였으며, 엄마 또는 아빠의 가출, 
9.2%, 가정폭력·부모님의 이혼이 각각 7.8%로 부모의 
학대로 입소한 입소율이 가장 높았다. 

 
3. 측정도구

3.1 학대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

(2000)[40]과 김세원(2003)[41]의 아동학대 척도를 바
탕으로 재구성 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방임 4문항, 정서
적 학대 2문항, 신체적 학대 2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의 Likert 척도 측정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76이었다.

3.2 자기조절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82 53.6

여 71 46.4

연령 16.42(1.11)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84 54.9

공동생활가정 58 37.9

가정위탁 11 7.2

입소
기간

6개월∼1년 미만 1 0.7

1년∼2년 미만 2 1.3

2년∼3년 미만 11 7.2

3년∼5년 미만 55 35.9

5년 이상 84 54.9

입소
이유

부모님의 사망 7 4.6

부모님의 이혼 12 7.8

부모님의 질병 1 0.7

엄마 또는 아빠의 가출 14 9.2

경제적 곤란 15 9.8

가정폭력 12 7.8

부모의 불화 3 2.0

부모의 학대 87 56.9

미혼모·부 1 0.7

가출 1 0.7

계 1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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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fredson과 Hirshi(1990)[42]의 자기조절이론에 
근거를 두고 Grasmick et al.(1993)[43]이 제작한 자
기조절력 도구를 수정, 보완한 이영주(2007)[44]의 자
기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충동통
제 7문항, 만족지연 3문항, 역기능적 정서조절 5문항, 
긍정적 정서조절 3문항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
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3.3 심리사회적 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적응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아동·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을 활용한 이수천(2011)[45]의 
문항을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심리사회적 적응 척도는  
사회적 위축 요인 7문항, 우울감 및 불안감 14개 문항, 
외현적·행동적 문제 19문항, 비행요인 11개 문항으로 
전체 5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전혀 그
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
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이
었다.

3.4 인구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보호유형, 입소

기간, 입소이유로 구성하였다.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구      분 문항수  Cronbach's α

학대경험

방임 4 0.78

정서적 학대 2 0.83

신체적 학대 2 0.75

학대경험 8 0.76

자기조절
능    력

행동통제 7 0.92

만족지연 3 0.83

역기능적 정서조절 5 0.77

긍정적 정서조절 3 0.70

자기조절능력 18 0.84

심리사회적 적응 51 0.84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고,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기조절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
에 미치는 영향 및 학대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
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ierarchical Regression(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Baron & Kenny(1986)[46]의 매개검증을 실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

정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표 5.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 1

2 .23
** 1

3 0.07 .62
*** 1

4 .62
***

.85
***

.71
*** 1　

5 -.19* -.70
***

-.43
***

-.59
*** 1

6 -.20* -.54
***

-.41
***

-.49
**

.70
*** 1

7 -.22
**

.07 .06 -.09 -.04 .30
*** 1

8 -.34
***

-.58
***

-.38
***

-.59
***

.52
***

.37
***

-10 1

9 -.33
**

-.69
***

-.41*

**
-.63

***
.86
***

.84
***

.41
***

.60
*** 1

10 -.34
***

-.60
***

-.32
***

-.57
***

.58
***

.41
***

-.07 .60
***

.56
*** 1

M
(SD)

2.06
(.73) 

3.87 
(1.01)

4.05
(.90) 

3.01
(.61) 

2.19 
(1.04)

1.97 
(.92)

2.47
(.97)

2.85 
(1.03)

2.34 
(.69)

2.92
(.40) 

* p<.05, ** p<.01, *** p<.001
1.방임 2.정서적 학대 3.신체적 학대 4.학대경험 5.행동통제 6.만족지연 7.역기능
적 정서조절 8. 긍정적 정서조절 9.자기조절능력 10.심리사회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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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경험은 자기조절능력(r=-.568, p<.001)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조절능
력은 심리사회적 적응(r=.59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가정 외 보
호서비스 청소년들은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자기조절능
력이 낮으며,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
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학대경험과 자기조절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2.1 학대경험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심리사회

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학대경험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델Ⅰ 모델Ⅱ

B β t B β t

통
제
변
수

성별
(남:1) -.251 -.181 -2.137* -.145 -.105 -1.717

연령 -.046 -.074 -.846 .007 .012 .183

보호유형
(아동양육=1) -.069 -.050 -.605 -.059 -.043 -.706

입소기간 .084 .090 1.059 .118 .126 1.997*

입소이유
(부모학대=1) -.081 -.058 -.705 -.020 -.014 -.241

학
대
경
험

방임 -.167 -.178 -2.929**

정서적 학대 -.430 -.627 -7.976***

신체적 학대 -.019 -.025 -.318

R2 .053 .526

F 1.658 19.936***

ΔR2 .057 .472

ΔF 1.658 47.763***

* p<.05, ** p<.01,*** p<.001

첫 번째 회귀모형은 약 5.3%(R2=.053)의 설명력을 
지니며, 자기조절능력에는 성별(β=-1815, p<.05)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학
생일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모델에 이어 두 번째 수행된 회귀모델 Ⅱ에
서는 학대경험의 독립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으
로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19.936, p<.001), 
설명력은 52.6%이었고, 이는 첫 번째 회귀분석 모델보
다 설명력이 47.2% 증가하였다(△R2=.472). 자기조절
능력에는 통제변수 중 입소기간((β=.126, p<.05)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학대경험 
중에는 방임(β=-.178, p<.01)과 정서적 학대(β=-.62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
다. 따라서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은 입소기간이 
오래될수록,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가
정 외 보호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자기조절능력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1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학대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심리사회

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학대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델Ⅰ 모델Ⅱ

B β t B β t

통
제
변
수

성별
(남:1) -.212 -.267 -3.218** -.162 -.204 -3.101**

연령 .008 .021 0.247 .040 .112 1.642

보호유형
(아동양육=1) .026 .032 0.401 .030 .038 0.579

입소기간 -.015 -.027 -0.328 -.009 -.018 -0.258

입소이유
(부모학대=1) -.095 -.119 -1.468 -.070 -.088 -1.380

학
대
경
험

방임 -.124 -.230 -3.535**

정서적 학대 -.219 -.555 -6.582***

신체적 학대 .028 .064 0.762

R2 .095 .454

F 3.099* 14.981***

ΔR2 .095 .359

ΔF 3.099* 31.56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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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회귀모형은 약 9.5%(R2=.095)의 설명력을 
지니며,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성별(β=-.267,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
학생일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모델에 이어 두 번째 수행된 회귀모델 Ⅱ에
서는 학대경험의 독립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으
로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14.981, p<.001), 
설명력은 45.4%이었고, 이는 첫 번째 회귀분석 모델보
다 설명력이 35.9% 증가하였다(△R2=.359). 심리사회
적 적응에는 통제변수 중 성별(β=-.204, p<.01)과 학대
경험 중 방임(β=-.230, p<.01)과 정서적 학대(β
=-.555,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
을 미쳤다. 따라서 여학생일수록,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런 결과를 볼 때,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심
리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2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 자기조절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자기조절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p<.05, *** p<.001

첫 번째 모델[표 7]에 이어 두 번째 수행된 회귀모델 
Ⅱ에서는 지기조절능력의 매개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
한 것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15.965, 
p<.001), 설명력은 50.1%이었고, 이는 첫 번째 회귀분
석 모델보다 설명력이 40.6% 증가하였다(△R2=.406).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통제변수 중 보호유형(β=.126, 
p<.05)과 자기조절능력 중 행동통제(β=.235, p<.05)와 
긍정적 정서조절(β=.47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청
소년들일수록, 행동통제와 긍정적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삼리사회적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볼 
때,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3은 지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심리사
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심리사회
적 적응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모델 Ⅰ에서는 통제변수
로 일반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고, 모델 Ⅱ에서는 학
대경험을, 모델 Ⅲ에서는 자기조절능력 변수를 투입하
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수행된 회귀모델 Ⅱ[표 7]에 
이어 세 번째 수행된 회귀분석은 [표 8]의 모델 Ⅲ에서
는 자기조절능력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모
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13.742, p<.001), 설명
력은 54.1%이었고, 이는 두 번째 회귀분석 모델보다 설
명력이 8.7% 증가하였다(△R2=.087). 심리사회적 적응
에는 통제변수 중 입소이유(β=-.133, p<.05)과 학대경
험 중 방임(β=-.165, p<.05)와 정서적 학대(β=-.16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지기조절능력 중 긍정적 정서조절(β=.35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학대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입소한 청소년일수록, 방
임과 정서적 학대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낮으
며, 긍정적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모델Ⅱ

B β t

통제
변수

성별(남:1) -.082 -.103 -1.526

연령 -.003 -.008 -.126

보호유형(아동양육=1) .103 .129 2.076*

입소기간 .025 .047 0.708

입소이유(부모학대=1) -.112 -.141 -2.247*

자기
조절
능력

행동통제 .090 .235 2.244*

만족지연 .028 .065 0.697

역기능적 정서조절 -.014 -.035 -0.496

긍정적 정서조절 .183 .476 6.307***

R2 .501

F 15.965***

ΔR2 .406

ΔF 2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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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학대경험과 자기조절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델Ⅲ

B β t

통제
변수

성별(남:1) -0.105 -0.132 -1.955

연령 0.014 0.040 0.602

보호유형(아동양육=1) 0.089 0.112 1.805

입소기간 0.020 0.038 0.567

입소이유(부모학대=1) -0.106 -0.133 -2.180*

학대
경험

방임 -0.089 -0.165 -2.466*

정서적 학대 -0.093 -0.235 -2.006*

신체적 학대 0.021 0.048 0.586

자기
조절
능력

행동통제 0.039 0.101 0.809

만족지연 0.032 0.075 0.810

역기능적 정서조절 -0.029 -0.072 -0.993

긍정적 정서조절 0.136 0.353 4.321***

R2 .541

F 13.742***

ΔR2 .087

ΔF 6.602***

* p<.05, *** p<.001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학대경험이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β=-.633, p<.001). 

2단계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
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557, 
p<.001).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학대경험과 매개변수 
자기조절능력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자기조절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β=.330, p<.001). 2단계의 회귀계수(β=.557)보다 
3단계의 회계계수가 β=.330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은 학대경험과 심리사회적적응의 관계에
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학대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
의 매개효과 

구 분 B β t R2 F

1
단
계

학대경험→
자기조절능력 -.714 -.633 -10.042*** .400 100.836***

2
단
계

자기조절능력→심리사
회적적응 .320 0.557 8.241*** .310 67.918***

3
단
계

학대경험→
심리사회적적응 -.233 -.359 -4.349***

.387 47.446***

자기조절능력→심리사
회적적응 .190 .330 3.997***

 

* p<.05, *** p<.001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대경험은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조절능력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학대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자기조절능력은 
매개하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
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Sobel test 검증결과

경     로 Z p

학대경험 → 자기조절능력→ 심리사회적적응 -6.36*** 0.000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6.36으로 Z값의 절대
값이 1.96 이상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
증되었다. 따라서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은 매개효과
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 4는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가설검증 결과

가      설 채택
여부

가설1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자기조절능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에서 자기조절능력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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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
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경험은 자기조절능력에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
소년들은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방임과 정서적 
학대 등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발달과정에서 주 양
육자로부터의 애정과 애착을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자
기조절능력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대경험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은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가정 외 보호서
비스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점에서 학대와 관련된 예방적 대책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학대는 영유아기 및 아동기 때의 경
험을 바탕으로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또 다른 학대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책적 의
무시행을 통하여 재학대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셋째, 자기조절능력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 외 보호서
비스 청소년들은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자기조절능력
이 주관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연
구[47][48] 결과와 맥락이 유사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가
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은 자기조절능력 중 특히 행
동조절과 긍정적 정서조절이 심리사회적 적응과 상관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자기조절능력은 학대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볼 때,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의 학대경험
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만, 자기조절능력을 통한 매개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대경
험은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이
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외 보호서비
스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및 자아정체감 증진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되는 
것보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 중 긍정적 정서조절이 
학대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
서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
기이며,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어 정서적인 불안정
과 심한 감정의 기복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많
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기의 자기조절 
특히, 긍정적 정서조절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심리사회
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정 외 
보호서비스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자기조절력을 높일 
수 있는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잇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상담과 교육, 
복지 프로그램은 자기조절능력의 구성요인인 행동통제
와 긍정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쳐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향상
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적 상담보다는 가족적인 접근
을 통해 가족건강성을 높이고 자기조절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
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욕구를 조
절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감정 조절 
과정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하여 제공한다면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학대경험과 자기조절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
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
력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닌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1550

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대가 시작된 시기와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방임·학대 발
생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
구에서 학대경험은 성적 학대를 제외한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에 국한하여 학대경험을 살펴보았으
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성적 학대를 포함하여 학대경험
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시에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므로, 
모든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의 표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학대경험에서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와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외에도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에 의해 측정하였으
므로 가정 외 보호서비스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과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면접과 사례, 
관찰법과 같은 질적 연구의 병행을 통한 심도 있는 연
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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