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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Process macro Model 4와 14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은 미래지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미래지향이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조절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

로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심단어: 학교 밖 청소년, 미래지향, 스마트폰 과의존, 우울, 부모의 정서적 지지

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uture orientation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through depression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al emotional support.
Methods: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School Dropouts with the Process macro 
Models 4 and 14. 
Results: First, out-of-school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 negatively influenced smartphone 
overdependence. Second, out-of-school adolescents’ depression partially mediated the influence of future 
orientation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Third, out-of-school adolescents’ parental emotional support 
moderated the mediation effect of future orientation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through depression.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ways to manage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Key Words: Out-of-school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 Smartphone overdependence, Depression, 

Parental emo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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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1],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각각에 상응하는 교육

기관에 취학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 고등학

교 또는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 퇴

학,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의 규모는 2010년 이후 매해 5만 

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0년에 이르러 5만 2천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2]. 특히 최근 학령 인구가 계속해

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3], 전체 청소년 인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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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부

적응이라는 전통적 이유에 의해 학교를 벗어나는 것에 더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학업을 중

단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4]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선행연구[5-7]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들의 스마트폰 과의

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

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고립된 생활 및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8]. 스마트폰 과의존

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집착에 의한 금단증상

을 겪고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내성 증상이 나타나며 

과도한 사용에 의해 기능적 및 행동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

태로 정의된다[9]. 실태조사에 의하면[10], 청소년 중 

99.6%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청소년이 스마

트폰 사용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

제로 전체 청소년 중 35.5%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경우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처

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과의존 위험군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은 

많은 경우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있어 자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11]. 이를 반영하듯 실태조사

[4]에서 60%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일을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고하였다. 청소

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기 다양한 발달의 영역 및 

청년기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12-14],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개입이 시급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효과적

인 개입을 위해 보호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주목하

고 있는 미래지향이라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5-18]. 미래지향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긍

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앞으로 일어날 구체적인 변화

에 대한 계획, 기대, 관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

다[19-21]. 미래지향적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므로 모든 청소년에게 있어서 건강한 발달을 촉

진하는 내적 자원으로 간주된다[22-25].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서 미래지향은 특히 더 중요하게 여겨진

다. 그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중요한 보호체

계를 벗어나 있어 재학 청소년에 비해 스스로 삶을 계획 및 

관리해야 하고, 교육 및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16,17]. 실제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은 스스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

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26].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설정하

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발달 상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다음

과 같은 이론적 관계를 지닌다. 기대-가치 이론은 어떤 개

인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동인이 된다고 보는데[27,28], 미래지향적 사

고는 현재의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켜 미래의 목표 달성

에 가치를 두게 한다고 설명한다[29]. 이를 적용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지향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보다 가치를 두게 되면,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

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므로 현실 도피나 즉각적 즐거

움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가 감소할 수 있을 것

이다.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이 스

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서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사고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부적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29]. 또한 유사하게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사고와 게임중

독 사이의 부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가 존재한다[17,30].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

지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하고자 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가를 규명하

여 보다 구체적인 개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울은 청소년기

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서적 문제로 모든 청소년이 경험

할 수 있는데[31],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벗어난 

후 겪는 심리적 혼란, 사회적 편견,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보다 심각한 수준의 우울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이다[32,33].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 주목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울이 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이

기 때문이다. 정서처리 이론에 따르면[34], 어떤 개인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면 그러한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

해 중독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면 이를 스마트폰 과의존

과 같은 문제적 행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에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다[6,7,35,36].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은 우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

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개

인이 형성하는 긍정적 정서는 또 다른 긍정적 정서로 확장

된다고 설명하는 긍정적 정서 형성-확장 이론[37]을 적용

해볼 수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이러한 정서적 변화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

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았으나 일반 청소년을 대

상으로 미래지향적 사고와 우울 사이의 부적 관계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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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한 연구[38]가 존재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

는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우울을 감소시켜 스마트

폰 과의존 수준을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

에 의한 조절효과를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 

체계 중 하나인 부모지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행

동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39]. 이러한 부모지지의 한 

형태인 정서적 지지는 자녀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행동, 

자녀에게 기꺼이 조언을 해주는 행동, 자녀와 솔직한 마음

으로 이야기를 하는 행동 등을 의미한다[40]. 부모의 정서

적 지지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보호요인인데, 

학교라는 보호체계를 벗어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

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16]. 특히 본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및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하여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적 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 문제를 감소시

킨다는 것을 밝혀냈다[33,41].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

상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감

소시키며[42], 부모의 정서적 방임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43].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부

모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우

울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는 부적 매개효과가 부

모의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라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미

래지향이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

으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

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

지향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은 미래지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셋째, 학교 밖 청소년 부모의 정서

적 지지는 미래지향이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

치는 매개효과를 조절하는가?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제시된 연구모형을 분석하자고 

한다. 각 연구질문에 대응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 수준은 스마트폰 과의

존 수준을 낮출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 수준은 우울의 수준을 

낮추고, 낮아진 우울 수준은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낮출 

것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부모의 정서적 지지 수준이 높을

수록 미래지향이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부적 매개효과가 증가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자

료를 활용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는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에서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

국 단위의 학업중단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5개 년도에 걸쳐 진행하였다[44]. 본 연구는 모든 주요변

수가 조사된 2차 년도의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차 

년도 조사에는 559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는데, 이 중 조사

가 진행될 당시에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던 454명을 

선별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미래지향, 우울,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응답하지 않은 소수의 사례를 추가

적으로 제외하고, 418명을 최종 분석표본으로 선정하였

다. 본 연구는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202210-SB-118-01).

3. 연구도구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업중

단 청소년 패널조사에 포함된 8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

하였다. 해당 문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해서 개발된

스마트폰 중독 척도[45]를 Lee 등[46]이 청소년에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 

청소년은 가족이나 친구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더 즐거운 

정도,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정도, 스마트

폰 때문에 계획한 일을 하기 어려운 정도 등의 8개 문항에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8개 문항의 평균점수의 

내적 신뢰도는 .826이었고, 점수가 높으면 과의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미래지향을 측정

하기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에 포함된 3개 문항

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Jeon 등[47]의 연구에서 활

용된 것을 보완한 것으로 대학 진학 가능성에 대한 생각, 

장래에 대한 희망적 생각, 성공에 대한 생각의 문항에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3개 문항의 평균점수

의 내적 신뢰도는 .836이었고, 점수가 높으면 미래지향의 

수준이 더 높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우울은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에 Lee 등[48]의 연구로부터 활

용한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기운이 없는 정도,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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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418)

Variable M (SD) Range Skewness/kurtosis n (%)

Future 
orientation

Depression
Parental 

emotional 
support

Smartphone 
overdependence

r (p) r (p) r (p) r (p)

Gender Female 169 (40.4)

Male 249 (59.6)

Age 18.81 (1.07) 15∼21 −0.843/1.244

Family economic status 3.73 (1.19) 1∼7 −0.092/−0.048

Future orientation 3.00 (0.64) 1∼4 −0.400/0.586 1

Depression 2.02 (0.56) 1∼4 −0.176/−0.424 −.334 (＜.001) 1

Parental emotional support 2.96 (0.67) 1∼4 −0.554/0.750 .286 (＜.001) −.332 (＜.001) 1

Smartphone overdependence 1.75 (0.55) 1∼4  0.834/0.160 −.182 (＜.001) .252 (＜.001) −.188 (＜.001) 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정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 등의 10개 문항에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 

문항을 평균점수화했고, 점수가 높으면 우울의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내적 신뢰도는 .894로 안정적이었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학업중단 청소

년 패널조사에서 Choi 등[49]의 연구로부터 채택한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를 이해해 주는 정도, 고민을 들

어주는 정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정도 등의 5개 문항에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5개 문항의 평균점수의 

내적 신뢰도는 .936이었고, 점수가 높으면 부모의 정서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16,17]

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분석대상 청소년의 성별(여자 0, 

남자 1), 연령(연수), 가구 경제수준(1∼7점)을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version 2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모든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Process macro 

방법을 활용하여 일련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주요변수들 사이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하나의 모형 안에서 분석해준다[50]. 첫 번

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4의 전

체 효과 선택사항을 활용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가

설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2

단계의 회귀분석(1단계: 독립변수 → 매개변수, 2단계: 독

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을 수행하고, 붓스트래핑

(5,000 표본)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

어서 세 번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여 2단계의 회귀분석(1단계: 독립변

수 → 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매

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 종속변수)을 수행하

고, 붓스트래핑(5,000 표본)을 통해 조절변수에 의한 조건

부 간접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Mode 14의 분석에서 상호작용항에 포함된 변수는 

평균중심화 하였다. 또한 모든 회귀분석에는 통제변수가 

포함되었다.

결  과

1. 분석대상 및 주요변수의 특성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 중 남자가 249명(59.6%)으로 여자 169명(40.4%)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 18.81세(표준

편차 1.07세)였고, 가구 경제수준은 1∼7점의 분포 중 평

균 3.73점(표준편차 1.19점)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에서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미래지향은 평균 3.00점(표준편차 0.64점)으로 중간 수준

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매개변수인 우울은 평균 2.02

점(표준편차 0.56점)으로 중간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조절변수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평균 2.96점

(표준편차 0.67점)으로 중간 보다 다소 높았고, 종속변수

인 스마트폰 과의존은 평균 1.75점(표준편차 0.55점)으로 

중간 보다 다소 낮게 분석되었다. 모든 주요변수의 왜도와 

첨도 수치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Table 1에는 주요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도 보고되어 있

다. 이를 살펴보면, 미래지향은 우울(r=−.334, p＜.001) 및 

스마트폰 과의존(r=−.182,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

었고, 부모의 정서적 지지(r=.286, p＜.001)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우울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r=−.332, 

p＜.0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마트폰 과의존

(r=.252,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스마트폰 과의존(r=−.188, p＜.001)과 부

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미래지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Table 2의 Panel 1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해당 분석 모

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6.251, p＜.001), 

모든 통제변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미래지향(B=−0.174, 

p＜.001)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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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influence of future orientation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through depression (N=418)

Variable

Panel 1: Future orientation → 
smartphone overdependence

Panel 2: Mediation effect

Step 1: Future orientation → depression
Step 2: Future orientation, depression 

→ smartphone overdependence

B SE t (p) B SE t (p) B SE t (p)

Future orientation −0.174 0.043 −4.091 (＜.001) −0.280 0.040 −6.928 (＜.001) −0.120 0.044 −2.707 (.007)

Depression 0.194 0.051  3.807 (＜.001)

Gender −0.156 0.054 −2‵.901 (.004) −0.234 0.051 −4.577 (＜.001) −0.111 0.054 −2.040 (.042)

Age −0.030 0.025 −1.211 (.227) 0.015 0.024  0.631 (.528) −0.033 0.024 −1.348 (.178)

Family economic status −0.002 0.022 −0.069 (.945) −0.065 0.021 −3.052 (.002) 0.011 0.022  0.496 (.620)

Constant 2.932 0.507  5.781 (＜.001) 2.958 0.481  6.144 (＜.001) 2.358 0.521  4.522 (＜.001)

R2 .057 .176 .089

F (p) 6.251 (＜.001)  22.122 (＜.001) 8.063 (＜.001)

IE (BSE) −0.054 (0.018)

95% BCI −0.092∼−0.023

B: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IE: indirect effect, BSE: bootstrap standard error, BCI: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Table 3.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al emotional support (N=418)

Variable
Step 1: Future orientation → depression

Step 2: Future orientation, depression, parental 
emotional support, depression×parental emotional 

support → smartphone overdependence

B SE t (p) B SE t (p)

Future orientation −0.280 0.040 −6.928 (＜.001) −0.102 0.045 −2.295 (.022)

Depression 0.175 0.052  3.376 (.001)

Parental emotional support −0.086 0.042 −2.021 (.044)

Depression×parental emotional support 0.158 0.064  2.457 (.014)

Gender −0.234 0.051 −4.577 (＜.001) −0.096 0.054 −1.773 (.077)

Age  0.015 0.024  0.631 (.528) −0.039 0.025 −1.573 (.117)

Family economic status −0.065 0.021 −3.052 (.002) 0.009 0.022  0.425 (.671)

Constant  2.958 0.481  6.144 (＜.001) 2.822 0.499  5.660 (＜.001)

R2   .176  .111

F (p) 22.122 (＜.001) 7.322 (＜.001)

R2 change  .013

F change (p) 6.036 (.014)

B: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미래지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의 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3. 미래지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Process macro Model 

4의 2단계 회귀분석 결과가 Table 2의 Panel 2에 제시

되어 있다. 먼저, 1단계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

고(F=22.122, p＜.001), 미래지향(B=−0.280, p＜.001)

은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2단계 분석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적합했고(F=8.063, p＜.001),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하여 

미래지향(B=−0.120, p=.007)은 부적으로 우울(B=0.194, 

p＜.001)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Process macro Model 4는 앞선 2단계의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붓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해

주는데, 그 결과가 Table 2의 Panel 2 하단에 제시되어 있

다.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

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0.054 (Boot confidence 

Interval [CI]=−0.092∼−0.023)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더해서 Table 2의 Panel 1에서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Panel 2에서 매개변수 투입 후

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어서 부

분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의 미래지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동시에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두 번째 연

구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미

래지향 수준은 우울의 수준을 낮추고, 이어서 스마트폰 과

의존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Table 3에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여 부

모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 제시되어 있다. 1단계 분석의 결과는 Table 2의 Panel 

2 1단계 분석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석을 생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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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ration effect of parental emotional support.

Table 4.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depression by parental emotional support

Conditional indirect effect Bootstrap SE
95% Bootstrap CI

Lower limit Upper limit

Low parental emotional support (−1SD) −0.019 0.022 −0.065 0.022

Medium parental emotional support (mean) −0.049 0.018 −0.087 −0.017

High parental emotional support (1SD) −0.079 0.023 −0.125 −0.038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0.044 0.020 −0.083 −0.004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SD: standard deviation.

다. 다음으로 2단계 분석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F=7.322, p＜.001),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적으로 투

입하는 것이 모형의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F=6.036, p=.014)에서 증가시켰다. 분석 결과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지향(B=−0.102, p=.022), 우울

(B=0.175, p=.001), 부모의 정서적 지지(B=−0.086, 

p=.044), 우울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 사이의 상호작용항

(B=0.158, p=.014) 모두 스마트폰 과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우울과 부모의 정서

적 지지 사이의 상호작용항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 영

향력을 보여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부

모의 정서적 지지가 완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

식화하여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Fig. 2에 

제시된 것처럼 우울 수준이 감소할 때 스마트폰 과의존의 

수준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영향력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남을 날 수 있다.

Table 4에는 Process macro Model 14의 2단계 분

석을 토대로 조건부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미래지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부모의 정서적 지지 수준에 의해 살

펴보면, 지지수준이 낮을 때 −0.019 (BootCI=−0.065∼

0.022), 중간일 때 −0.049 (BootCI=−0.087∼−0.017), 

높을 때 −0.079 (BootCI=−0.012∼−0.038)로 나타나 

지지수준이 증가할수록 부적 매개효과도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 수준이 우울의 수준을 

낮추고, 이어서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낮추는 부적 매개

효과가 부모의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라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에 보고된 조건부 간접효과 중 낮은 지

지 수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지 수준

별 조건부 간접효과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는 조절된 매개지

수(Index=−0.044, BootCI=−0.083∼−0.004)가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울을 통한 부모의 정

서적 지지의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

로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밝혀낸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아래

와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수준이 스마트

폰 과의존의 수준을 낮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사고와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 등 행위중독 사이의 부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17,29,30]와 유사한 맥락에 있으며, 학교 밖 청

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일반 청소년보다 심각하게 여겨지는데, 이를 미래

지향적 사고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즉, 학교를 벗어나 여러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신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나갈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 수준은 우울의 수준을 

낮추고, 이어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사고

와 우울 사이의 부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38]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6,7,35,36]의 결과와 맥락상 일치하

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같은 

관계를 하나의 경로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에게서 심각하

게 나타나는 우울 문제가 미래지향적 사고에 의해 감소되

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실증하여 보

다 구체적인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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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스

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 미래지향적 사고

의 형성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울 문제

를 다룰 수 있는 특화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부모의 정서적 지지 수

준이 증가할 때 미래지향이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을 감소시키는 부적 매개효과가 증가함을 밝혀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

존을 감소시키는 간접적 영향력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33,41-43]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

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따른 조절효

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지향, 우울, 스마

트폰 과의존이라는 경로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였다. 이 같은 매개된 조절효과는 본 연구에

서 처음으로 규명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사고와 같은 내적 자원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개

입할 때, 부모의 역할을 통해 그 효과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논의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이들의 

미래지향적 사고를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을 통

해 센터를 찾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사고

의 수준을 진단하는 상담을 제공하여 이들의 진로 및 내적 

동기 등을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장래에 

대한 탐색 및 동기부여, 성공에 대한 개념 형성, 미래에 대

한 희망적 사고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

여 미래지향적 사고의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을 통해 이들이 미래지향적 사고의 개념 및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관련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서 학

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사고의 형성을 촉진할 때 이들

의 우울 관련 문제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

교 밖 청소년 대상의 미래지향적 사고 형성 프로그램을 제

공할 때 정서 강화 활동을 포함하거나 정서 문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해서 우울 문제와 스마트폰 과의존 문

제를 보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미래지

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변화를 만

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위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개입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예

를 들면, 대상 청소년의 미래지향 프로그램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

하여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경우 학

교 밖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주요변수의 척도들은 분석 대상을 토대로 하

는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학업중

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연구이

기 때문에 지니는 한계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

를 기반으로 주요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학

교 밖 청소년 표본을 활용하여 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

제에 대하여 미래지향적 사고가 보호 역할을 한다는 점과 

그러한 보호 역할의 경로를 다각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사고가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시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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