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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이공계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흥미와 학과가 일치하는 정도
에 따라 학과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Holland의 일치성(congruence) 가설을 검증해보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충청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이공계학과 재학생 2, 3, 4학년 309명(남: 194명, 여: 115명/ 
2학년: 147명, 3학년: 72명, 4학년 90명)이다. 연구 변인의 측정은 3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학생 개인의 
흥미유형 측정을 위하여 Holland의 SDS(Self-Directed Search)를 실시하였다. 학생 개인과 학과의 일치도 측정
은 '한 자리 코드' 방법에 근거하여 계산하였으며, 학과적응은 박성미(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통해 측
정하였다. 자료분석은 상관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학과 일치도와 학과적응 전체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r=.136, p<05). 학과적응의 하위요인별로 보면, 개인-학과 일치도와 학과만족(r=.121, p<.05), 개인-학과 
일치도와 진로목표안정성(r=.151, p<.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개인-학과 일치도와 학업수행
만족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r=.055, p>.05). 둘째, 개인-학과적응 일치도에 따라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학과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과 적응 전체 점수에 있어서는 일치도에 따라 
'완전일치'집단과 '불일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것으로 나타났다(F=2.92, p<.05). 학과적응의 하위요인별로 
보면, 학과만족(F=2.70, p<.05)과 진로목표 안정성 점수에서는 일치도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F=3.18, p<.05). 반면, 학업수행만족의 점수에서는 일치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83, 
p>.05). 이러한 결과가 진로상담 연구 및 실제에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논하였다.

￭ 주요어 : 개인 흥미-학과 일치도, 학과 응, 이공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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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상담의 요한 목표  하나는 내담자의 진로 결정을 효과 으로 돕는 것이다. 진로결정

을 돕기 하여 상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개인의 특성을 악하고 이에 한 진로

(상 학교 진학, 학의 학과  공 선택, 직업선택 등)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개인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진로 환경을 찾아 주는 것이 합리 이고 한 진로선택

이라는 개인-환경 합성 이론(person-environment fit theory)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진로상담 

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Holland이론은 이에 바탕을 둔 표 인 이론이다. 

Holland(1997)는 개인의 특성을 흥미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실재형, 탐구형, 술형, 사회형, 

기업형, 습형)으로 구분하고, 환경도 개인의 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흥미 유

형에 일치하는 환경에서 일할 때 더 만족하고, 더 안정 으로 오래 일하며 성취수 이 높을 것

이라고 가정하 다. 그리고 이러한 일치성(congruence) 가정을 토 로 실제로 많은 상담자와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Holland의 일치성 가정에 한 경험  연구 결과는 모호하다. 어떤 연구들은 일치성

이 재 직업에서의 만족도와 련된다고 보고하는 반면, 어떤 연구들에서는 그 결과가 분명하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 다(Young, Tokar, & Subich, 1998, 공윤정, 2005에서 재인용). 특별

히, Holland이론이 한국 상황에 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탁진국, 1995; 황매향, 2004, 

공윤정, 2005; 김 재, 2006)은 Holland 이론이 한국문화권에도 용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하여 이 이론의 타당성을 지속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공계 학과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자신의 

흥미와 일치된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그 지 못한 학생에 비해 학과 응을 더 잘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공계 학생을 상으로 한 이유는 한국 학생들의 진로선택 과정에

서 고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문과․이과 선택은 학에서의 학과선택, 그리고 이후 직업선

택과 연결되는 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을 하는 기 으로 개인의 흥미유형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한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고등학생들이 진로상

담에서 호소하는 문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은 문과와 이과 선택, 학과 학의 학과

( 공)선택, 향후 직업 선택에 한 것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학의 학과( 공) 선택은 문․

이과 선택과 연 된 문제로 부분 고등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이다. 진로상담 장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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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and 흥미 일치성을 기 으로 문과․이과 선택  학에서의 학과선택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개인의 흥미와 일치된 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과

응을 더 잘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아직 분명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경험 인 검증이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학과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자신의 흥미와 일치된 학

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그 지 못한 학생에 비해 학과 응을 더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 으로써 

개인흥미-학과 일치도와 학과 응과의 계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여기서

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검토하 는데, 첫째, 개인의 흥미특성-학과( 공)의 일치도와 학과 응

( 체 수  하 요인) 간 상 계는 어떠한가? 둘째, 개인의 흥미특성-학과( 공)의 일치도

에 따른 네 집단 간 학과 응( 체 수  하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Holland 일치성 검증에 관한 선행연구

Holland(1997)는 자신의 흥미 유형과 일치하는 환경에서 일할 때 개인이 더 만족하게 되고, 

그 직업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며,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가정하 다. 이러한 일치성 가정을 검증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연구 상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성인을 상으로 하여 개인의 흥미유형과 일치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직업에 한 만족 

 성취를 높이는가를 살펴본 연구들이고( : 곽필순, 김 환, 2005; Assouline & Meir, 1987), 

다른 하나는 학생을 상으로 개인의 흥미유형과 일치하는 학과( 공)를 선택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나 학과( 공)에 한 만족  성취가 높은가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 박성미, 2001; 

Carson & Mowesian, 1993; Feldman et al., 1999; Holland, 1968). 

먼 , Assouline과 Meir(1987)는 일치성에 한 41개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일치성과 직업

성취 r=.06, 일치성과 직업안정성 r=.15, 일치성과 직업 만족 r=.21의 상 계수를 보고하 다. 

한 보다 최근의 메타분석 결과와 리뷰 논문들은 일치성과 직업 만족도 간의 상 이 r=.15에

서 r=.54에 이르며 이러한 상 이 지속 으로 보고된다고 결론지었다(Spokane, Meir, Catalano, 

2000; Tranberg, Slane, & Ekeberg, 1993, 공윤정, 2005에서 재인용). 

한국 성인을 상으로 직업성격-직업환경 일치도와 직무만족 간의 계를 살펴본 곽필순․

김 환(2005)은 일치성 정도에 따른 6개 집단(완 히 일치함～일치하지 않음)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치성과 직업만족도 간 상 계도 통계 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으나(r=.12, p>.05) 상 집단을 자신의 흥미유형과 일치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직무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일치하는 집단의 직무만족도(M=3.07, 

SD=.46)가 일치하지 않은 집단의 직무만족도(M=2.89, SD=.52)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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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2.017, p=.046). 

이 듯, 곽필순․김 환(2003)의 연구에서는 직업성격-직업환경 일치도와 직무만족 간의 

계가 다소 모호하게 나타난데 비해, 김은숙(2002)은 사회서비스 직업 종사자를 상으로 일치

성, 일 성, 차별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결과에서 일치성에 따라 직무만족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 다. 한 김병진(2008)도 일반직장인의 직업흥미가 직무만족도 

 직무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들 가운데, Holland(1968)는 27개 학에 재학 인 학생 

2,347명을 상으로 구조 일치와 직업선택  학과만족과의 련성을 연구하 는데, 학생들

은 직업선택 시, 기존의 학과와 유사한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 다고 하 다. 한 학생

의 성격유형과 학과유형 간에 구조  일치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과에 만족하는 수 도 

높았다고 하여 구조  일치가설을 지지하 다. Posthuma와 Navran(1970)은 구조  일치와 학

업성취와의 련성을 연구한 결과, 자신의 성격유형과 구조 으로 일치하는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유형과 구조 으로 불일치하는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더 나은 학

을 받았다고 하 다. 한 Feldman 등(1999)은 학생의 성격유형-학과유형 간 일치도와 학과만

족  학업성취와의 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학생의 성격유형과 학과유형 간에 일치

의 정도와 학과만족  학업성취 간에 유의미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조  일

치를 이룬 학생과 구조  불일치를 이룬 학생을 비교하 을 때, 구조  일치를 이룬 학생은 학

과만족, 학업성취에 있어 높은 수 을 보 고, 반면에 구조  불일치를 이룬 학생은 낮은 학업

성취와 학과불만족을 보 다고 하 다. 이 듯 구조 일치 가정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있는 반

면, 그 지 않은 연구들도 있다.

Carson과 Mowesian(1993)은 구조  일치와 학과만족과의 련성에서 진로목표안정성의 

재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결과, 진로목표의 안정성과 학과만족은 r=.45라는 비교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  일치와 학과만족은 r=.18이라는 상 을 보 다. 이는 

구조  일치와 학과만족과의 계가 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계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해 

좀 더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pokane(1985)은 학생의 성격유형과 학과유형이 구조 으로 일치하 지만 낮은 학업성취, 

학과불만족 등을 보이는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여 학업성취와 학과만족에서 흥미유형 일치의 

요성에 한 문제를 제기하 다. 여 생을 상으로 한 Camp와 Chartrand(1992)의 연구에

서도 학생의 성격유형과 학과유형 간에 구조  일치를 이루었지만 학업수행  학과만족에 있

어 낮은 수 을 보 다고 한다(박성미, 2001, pp. 23-25에서 재인용). 

국내에서 학생을 상으로 일치성과 학과만족, 학업성취  학과 응과의 계에 해 살펴

본 연구들은 최근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 다. 황매향(2004)은 학생생활연구소에 진로 련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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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신청한 학생들 171명을 상으로 Holland 이론의 문화 간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는 과

정에서 흥미-학과 일치도 수 과 학과 만족 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을 합하여 체 으로 보았을 때 일치도와 학과만족 간에는 r=.22로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

다. 그런데 이는 남녀별로 다른 결과를 보 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

은 반면(r=.19), 여학생의 경우는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고 하 다(r=.32). 

문 학생을 상으로 Holland 이론에서의 일 도, 일치도, 변별도와 학과만족도  진로

결정도를 연구한 김 재(2006)는 일치도와 학과 만족 간에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r=.097), 일치도가 학과만족도를 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 다.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직업성격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응도를 살펴본 김 자(2006)는 학생

의 직업  성격과 학교환경 유형의 일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학교생활 응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 다. 

김병진(2008)은 직업흥미 유형과 학생의 공 유형이 일치할수록 공 만족도  공에서

의 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유의한 정  상 이 있다고 하 다. 한 직업흥미는 공만

족에는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인 반면, 공 성취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와 국외 연구 모두에서 Holland 구조  일치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와 지지하지 않거나 결과가 모호한 연구결과들이 혼재해 있다. 연구결과들

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일치도 측정의 방법, 일치도와 련

지어 살펴본 종속변인의 특성( 컨 , ‘학교생활 응’이나 ‘학업성취’는 일치도 외에 다른 요인

의 향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변인일 수 있다), 연구 상의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치도 가설의 지지여부에 련되는 구체 인 요인을 찾고, 한국에서의 일

치도 가설 용의 타당성 한 보다 확실한 자료를 얻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상으

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학과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개인 흥미-학과 일치 정도

에 따라 학과 응(학과선택 만족, 학업수행 만족, 직업목표 안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

펴 으로써 이론 으로는 한국에서의 Holland 일치성 가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진로상

담 실제 으로는 이공계 학과 선택의 기 으로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는 것의 성을 살펴보

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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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수(%) 전체
성별 남 194명(62.8%) 309명(100%)여 115명(37.2%)

학년
2 147명(47.6%)

309명(100%)3  72명(23.3%)
4  90명(29.1%)

<표 1> 연구 상의 성별  학년 분포

유형 인원 수 (%)
R  68명 (22%) 
I  68명 (22%) 
A  32명 (10.4%)
S  45명 (14.6%)
E  31명 (10.0%)
C  65명 (21.0%)

전체 309명 (100%)

<표 2> Holland 흥미유형별 학생의 분포

Ⅱ. 연구방법

1. 대상

본 연구의 상은 충청권에 소재한 4년제 학교 이공계학과(학부, 공)에 재학 인 2,3,4

학년 총 309명으로 성별  학년 분포  학생의 흥미유형별 분포는 <표 1> <표 2>와 같다. 이

들이 속한 학과(학부, 공)는 기계자동차공학( 형설계, 기계설계), 기계정보공학, 자동차공학, 

자동차 환경공학, 메카트로닉스, 건축공학, 디지털, 디자인공학,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 반도

체기계공학, 신소재공학, 제어시스템, 생산시스템, 응용화학공학, 화학공학, 수학, 인터넷공학, 

정보기술, 정보보호, 정보통신, 컴퓨터, 기공학, 기 자정보통신, 자공학과 등이며, 각 학

과( 공)별 분포는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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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전공) 인원 수(명) (%) 홀랜드 코드
기계자동차 공학(금형설계, 기계설계) 8  (2.6) RE
건축공학 28  (9.1) RC
기계정보공학 24  (7.8) RE
디자인공학 11  (3.6) AR
메카트로닉스 16  (5.2) RE
멀티미디어공학 11  (3.6) CI
반도체기계공학 1  ( .3) RI
생산시스템 6  (1.9) IR
수학과 25  (8.1) IE
신소재공학 28  (9.1) RI
응용화학공학 10  (3.2) IR
인터넷공학 9  (2.9) IC
자동차공학 6  (1.9) RE
전기공학 19  (6.1) RI
전자공학 12  (3.9) RI
정보기술, 정보보호, 정보통신 21  (6.8) IC
제어시스템 22  (7.1) RI
제품디자인 1  ( .3) AR
화학공학 8  (2.6) IR
컴퓨터공학 43 (13.9) IC

전체 309 (100.0)

<표 3> 연구 상의 학과( 공) 분포

2. 측정변인 및 도구

1) 학생개인의 흥미유형 측정 

학생 개인의 흥미유형을 측정하기 하여 Holland(1977)의 SDS(Self-Directed Search)를 번안 

 수정하여 제작한 안창규․안 의(2000)의 자기탐색검사를 사용하 다. 자기탐색검사는 활

동, 유능감, 직업, 자기평가의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 역들은 여섯 가지 흥미

유형을 설명해주는 R(실재형), I(탐구형), A( 술형), S(사회형), E(기업형), C( 습형)에 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의 흥미유형은 자기탐색검사에서 “그 다”고 반응한 문항의 총 

개수로 계산되는데, R I A S E C의 각 유형에 따라 수가 산출된다. R I A S E C 여섯 가지 

수의 우선 순 에 따라 가장 높은 수를 개인의 흥미유형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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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개인-학과( 공)의 흥미 일치도 측정

학생의 흥미유형과 학과( 공) 간의 일치도 계산은 Holland(1973)의 ‘한 자리 코드’ 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학생이 실시한 자기탐색검사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한 자리코드와 

재 학생이 속한 학과( 공)의 코드가 완 히 일치하면 4 , 육각형 모형에서 한 칸 건 뛰는 경

우는 3 , 육각형 모형에서 두 칸 건  뛴 것은 2 , 육각형 모형에서 각선으로 치한 것은 

1 을 부여하 다. 를 들어, 학생의 흥미유형이 R로 나왔을 경우, R인 학과( 공)에 속해있다

면 4 (완 일치), I 는 C인 학과( 공)에 속해있다면 3 (일치), A 는 E 학과( 공)에 속해

있다면 2 (불일치), S학과( 공)에 속해있다면 1 (완 불일치)으로 채 하 다. 

3) 학과( 공) 응의 측정

학과( 공) 응이란 학과( 공)에 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실제 학업은 잘 수행하고 있는

지, 진로와 련하여 재의 학과( 공)에 해 갈등이 없는지 등 매우 다양한 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앞서 구조   응  일치이론에 근거한 학과 응에 해 연구하 던 박성미

(2001)는 학과 응의 거로 선행연구들(Dawis & Lofquist, 1984; Feldman et al., 1999; 

Holland 1997; Lewis et al., 1996)에 제시되어 있는 학업성취, 학과만족, 진로목표안정성을 측

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 로 학과만족에 한 것과 진로목표안정성에 한 것의 일부

를 선택하여 세 가지 요인 - 학과선택의 만족, 학업수행의 만족, 진로목표의 안정성- 으로 학과

( 공) 응을 측정하 다. 세 요인을 포함한 체 학과( 공) 응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 

.94로 나타났으며 각 하 요인에 한 설명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1) 학과선택의 만족
재 선택한 학과( 공)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Ben-David와 Leichtentritt(1999)

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과만족 척도를 박성미(2001)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번안  수정한 

문항들을 사용하 다. Ben-David와 Leichtentritt(1999)에 의해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 .92로 나타났다.

(2) 학업수행의 만족 
박성미(2001)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하여 지난 두 학기 동안 받았던 학 의 

평균을 기록하도록 하여 학업성취의 수 을 2.0이하, 2.01-2.50, 2.51-3.00, 3.01-3.50, 3.51-4.0, 4.0

이상으로 구분하여 3.0이상의 평 을 얻은 경우, 학과 응을 나타내는 학업성취로 보았다. 그러

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 은 학과( 공) 교과목 외에 교양이나 타 

공의 교과목을 들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  학생활에서의 학업 응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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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는 할 수 있지만 학과( 공) 응을 살펴보기에는 부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학과( 공)에서의 학업에 한 응을 측정하기 하여 개인의 체 학 을 근거로 

단하는 신, ‘학부( 공)과 련된 학업수행’ 만족에 한 문항들을 사용하여 학업 응을 측정

하 다. 이와 련된 문항은 Ben-David와 Leichtentritt(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과만족 척도

를 박성미(2001)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번안  수정한 문항들 , ‘학업수행만족’에 한 

문항들로 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계수 Cronbach's a= .88이었다.

(3) 진로목표의 안정성
진로목표의 안정성은 학과에 응과 련한 요한 변인으로 학 졸업 후 진로계획이 재

의 학과( 공)와 련되어 있는지 그 지 못한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재의 학과( 공)와 

련된 진로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는 진로목표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재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진로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재의 학과( 공)에 념하고 있

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런 에서 진로목표의 안정성은 학과( 공) 응을 나타내는 하나

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박성미(2001)가 London(1997)의 진로동기화 검사  진로정체감 척

도(신뢰도계수 Cronbach's a= .75)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번안  수정한 문항들  ‘목표지

향성’에 한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목표지향성’에 한 6개 문항을 제외

한 이유는 ‘안정성’에 한 5개의 문항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공학과와 련된 분야에서 취업이나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안정성 측정 문항), 나는 공학

과와 련된 분야에서 취업이나 진학을 할 것이다(목표지향성 문항) ).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진

로목표의 안정성 문항들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 .91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4주 동안 이루어졌다. 충남에 소

재한 4년제 남녀공학 학생 , 이공계학과( 공)에 재학 인 2,3,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목   설문조사 시 유의사항을 기록한 ‘연구를 한 조문’을 드려 설문조사 진행의 일 성

을 기하고자 하 다. 약 500부를 배포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 , 1학년 학생의 것, 이공계학과

가 아닌 학생의 것,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 한 문항이라도 빠뜨린 문항이 있는 학생의 것 등을 

제외하고 최종 309명의 설문지가 분석 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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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도 학과적응(전체) 학과만족 학업수행만족
학과적응(전체)  .136* 

학과만족 .121* .871**

학업수행만족 .055 .737** .518**

진로목표안정성 .151** .907** .723**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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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개인-학과( 공) 일치도와 학과( 공) 응간의 상 계 (N=309)

변인 M SD Range(Min - Max)
개인-학과 일치도  2.83  1.01 3(1-4)
학과(전공) 적응도 79.22 18.17 86(34-120)
 학과선택 만족 21.21  5.73 24(6-30)
 학업수행 만족 21.19  6.08 28(7-35)
 진로목표의 안정성 36.82  9.59 42(13-55)

<표 4> 연구변인들에 한 기술 통계치 (N=309)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상 분석, 일원변량분석, 사후검증으로 Scheffé 를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개인의 흥미특성-학과( 공)의 일치도

와 학과 응( 체 수  하 요인) 간 상 계는 어떠한가? 둘째, 개인의 흥미특성-학과(

공)의 일치도에 따른 네 집단 간 학과 응( 체 수  하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

다. 먼 ,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제시하고, 각 연구문제에 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1) 개인흥미-학과( 공) 일치도와 학과( 공) 응 간의 상 계

개인흥미-학과( 공) 일치도와 학과( 공) 응 체 간에는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36, p<.05). 학과 응의 하 요인별로 보면, 개인흥미-학과 일치도와 학과만족

(r=.121, p<.05), 개인흥미-학과 일치도와 진로목표안정성(r=.151, p<.01)과는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낸 반면, 개인흥미-학과 일치도와 학업수행만족 간에는 유의한 상 이 발견되지 않았다

(r=.05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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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학과적응 일치 M (SD) df SS MS F Scheffé 
완전불일치(n=32)

불일치(n=93)
일치(n=79)

완전일치(n=105)

78.53 (20.94)
75.96 (18.40)
77.96 (18.69)
83.26 (16.08)

3 2841.73 947.24 2.92* 완전일치
>불일치

집단내 305 98880.74 324.20
전체 305 101722.47

* p< .05

<표 6> 개인-학과 응 일치도에 따른 집단 간 학과 응( 체)의 일원변량분석 (N=309)

개인-학과적응 일치 M (SD) df SS MS F
완전불일치(n=32)

불일치(n=93)
일치(n=79)

완전일치(n=105)

20.91 (6.04)
20.54 (5.94)
20.44 (6.01)
22.49 (5.07)

3 262.34 87.45 2.70*

집단내 305 9867.56 32.35
전체 308 10129.90

* p< .05

<표 7> 개인-학과 응 일치도에 따른 집단 간 학과만족의 일원변량분석 (N=309)

2) 개인흥미-학과( 공) 일치도에 따른 학과( 공) 응도의 차이 비교

학생 개인의 흥미유형과 학생이 재 속해 있는 학과( 공)의 유형과의 일치정도에 따라 네 

개의 집단(완 불일치, 불일치, 일치, 완 일치)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 간에 학과( 공) 응

수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학과 응 체 수  

각 하 요인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치도에 따른 학과적응 전체 점수의 차이
개인흥미-학과( 공) 일치도에 따른 학과 응의 체 수 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F=2.92, p<.05).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완 일치’집단과 ‘불일치집단’에서 

발견되었다. 

 

(2) 일치도에 따른 학과만족 점수의 차이
개인흥미-학과 응 일치도에 따른 학과만족의 차이는 집단 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70, p<.05). 그런데 이는 p=.046으로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어떤 집단 간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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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학과적응 일치 M (SD) df SS MS F
완전불일치(n=32)

불일치(n=93)
일치(n=79)

완전일치(n=105)

21.59 (6.75)
20.42 (5.78)
21.19 (6.28)
21.74 (5.99)

3 92.54 30.85 .83

집단내 305 11294.57 37.03
전체 308 11387.11

<표 8> 개인-학과 응 일치도에 따른 집단 간 학업수행만족의 일원변량분석 (N=309)

개인-학과적응 일치 M (SD) df SS MS F Scheffé 
완전불일치(n=32)

불일치(n=93)
일치(n=79)

완전일치(n=105)

36.03(11.43)
35.00 (9.61)
36.33 (9.35)
39.03 (8.82)

3 859.16 286.39 3.18* 완전일치
>불일치

집단내 305 27459.33 90.03
전체 308 28318.49

* p< .05

<표 10> 개인-학과 응 일치도에 따른 집단 간 진로목표안정성의 일원변량분석 (N=309)

(3) 일치도에 따른 학업수행만족 점수의 차이
개인흥미-학과 응 일치도에 따른 학업수행만족의 수 차이는 집단 간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F=.83, p>.05). 

(4) 일치도에 따른 진로목표 안정성 점수의 차이
개인흥미-학과 응 일치도에 따른 진로목표 안정성 수의 차이는 집단 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18, p<.05).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완 일치’집단과 ‘불일치집단’에

서 발견되었다. 

Ⅳ.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에서 이공계 학과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개인의 흥미와 학과가 일

치하는 정도에 따라 학과 응 수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으로써 Holland의 일치성

(congruence) 가설을 검증해보려는 목 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하여 Holland 이론에 근거하

여 학생들의 흥미특성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학과( 공)에 재학 인 학생들이 그 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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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비해 학과 응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한 연구 결과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개인흥미-학과( 공) 일치도와 학과( 공) 응 체 수 간에는 유의한 정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136, p<05). 학과 응의 하 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개인흥미-학과 일

치도와 학과만족(r=.121, p<.05), 개인흥미-학과 일치도와 진로목표안정성(r=.151, p<.01)과는 유

의한 정 상 을 나타낸 반면, 개인흥미-학과 일치도와 학업수행만족 간에는 유의한 상 이 발

견되지 않았다(r=.055, p>.05). 

이는 Holland 코드에서 개인흥미 유형과 학과유형이 일치할수록 학과 응 수 이 높은 경향

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치성 가정에 한 정 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좀 더 구

체 으로 학과 응 하 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일치도와 유의미한 상 을 보인 요인은 학과

만족과 진로목표 안정성이었고, 이 가운데에서도 진로목표 안정성과 더 높은 상 을 보이고 있

었다. 이는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에 해서도 큰 

갈등 없이 그와 련된 진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진로목표 안정성의 

효과에 해서는 Carson과 Mowesian(1993)에서도 지 된 바 있다. 그들은 구조  일치와 학과

만족과의 련성에서 진로목표안정성의 재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목표의 안정성과 학과만

족은 r=.45라는 비교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조  일치와 학과만족은 r=.18

이라는 상 을 보 다고 하여 구조  일치와 학과만족 간의 계에 진로목표 안정성이 매개하

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다. Holland(1968)연구에서도 유사한 시사

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직업선택 시, 기존의 학과와 유사한 직업

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 다고 하 다. 이는 학생의 성격유형과 학과유형이 구조 으로 일치하

는 경우, 진로에 한 큰 갈등 없이 재 학과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  특성을 보이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로에 한 안정성이 재 학과에 한 만

족과 성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을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진로목표 안정성의 이러한 

효과에 해서는 추후연구가 요청된다. 

한편, 학과 응 하 요인 , 학업수행만족과 일치도 간에는 유의한 상 이 발견되지 않았는

데, 이는 Posthuma와 Navran(1970), Feldman 등(1999)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Posthuma와 Navran(1970)는 자신의 성격유형과 구조 으로 일치하는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

이 자신의 성격유형과 구조 으로 불일치하는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더 나은 학 을 받았

다고 하 고, Feldman 등(1999)도 학생의 성격유형-학과유형 간 일치도와 학과만족  학업성

취 간에 유의한 상 이 있다고 하 으며, 구조  일치를 이룬 학생은 학과만족, 학업성취에 있

어 높은 수 을 보 다고 하 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들도 있는데,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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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은 학생의 직업흥미 유형과 공 유형이 일치할수록 공에서의 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직업흥미가 공 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

다. Spokane(1985), Camp와 Chartrand(1992)의 연구에서도 흥미-학과 일치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에 해 부정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생의 성격유형과 학과유형이 구조

으로 일치하 지만 낮은 학업성취, 학과불만족 등을 보이는 사례가 있음을 지 하 다. 이 듯, 

흥미-학과 일치도와 학업성취 간의 계에 해 다양한 결과가 나온 것에 해 생각해 볼 수 

한 가지는 학업수행(학업성취)라는 것이 개인흥미-학과 일치 이외에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

는 요인이라는 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업성취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 지 요인, 정의

요인(성취동기, 자기효능감, 자존감, 자아정체감), 귀인양식, 학업요인(공부방법, 시험불안), 

생활사건, 학환경, 가족 등을 지 하고 있다( : 고 희, 1992; 김계  등, 1995; Russell & 

Petrie, 1992) 즉, 학업은 개인의 인지 , 정의  능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역이며 특히, 이공계 

학과에서는 수학  과학  능력이 요구되는 교과목이 많아(강혜 ․홍종희, 2007), 개인의 흥

미보다는 능력이 더 요하게 향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개인흥미-학과 응 일치도에 따라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학과 응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학과 응 체 수에 있어서는 일치도에 따라 ‘완 일치’집단과 ‘불일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것으로 나타났다(F=2.92, p<.05). 학과 응의 하 요인별로 보면, 학과만족

(F=2.70, p<.05)과 진로목표 안정성 수에서는 일치도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F=3.18, p<.05). 반면, 학업수행만족의 수에서는 일치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83, p>.05).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상 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업수행만족 하 요인만 제

외하고, 학과만족, 진로목표 안정성 하 요인과 학과 응 체에서 개인의 흥미와 학과유형이 

일치한 집단이 불일치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 으로 Holland 일치성 가정

에 한 정 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Scheffé 사후검증 결과, 학과 응의 차이가 ‘완

일치’집단과 ‘불일치집단’에서 발견된 은 Holland 일치성 가정에 해 보다 신 한 결론을 

내려야 함을 보여 다. 즉, 개인의 흥미코드와 완 히 일치하는 학과에 재학 인 학생들이 두 

칸 건  차이가 있는 학과에 재학 인 학생들에 비해 학과에 더 잘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것인데, 오히려 개인의 흥미코드와 학과코드가 각선에 치한 불일치 집단과는 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이유들로는 완 불일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특성  학과의 특

성이다. 를 들어, 학과 응에 향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이 지닌 성실성이나 자아효능감 같

은 심리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 , Barrick & Mount, 1991; 유태용, 1998)에 

의하면 성실성이라는 성격 요인이 직무수행과 유의한 정 상 이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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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도 향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자아효능감과 학교 응과의 계에 한 연구

들( , 박선 , 2003; 이윤조, 2002; 정은주, 2005)에서도 자아효능감이 학교 응과 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요인이 학과특성인데, 를 들어 어떤 학과는 개인흥미-학과 

일치도가 학과 응에 매우 요한 반면, 어떤 학과는 상 으로 그러한 흥미일치도 보다는 다

른 요인이 더 학과 응에 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한 보다 분명한 답은 

개인흥미-학과 일치도가 낮지만 학과 응을 잘하는 학생들, 반 로 개인흥미-학과 일치도가 높

지만 학과 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심층 인 연구를 통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논의를 통해 볼 때, 이제는 단순히 Holland 일치성 가정이 지지 되

는가 지지되지 않는가라는 결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일치성 가정과 련된 개인의 특성, 

학과의 특성 등 련 변인에 심을 갖고, 이러한 변인들이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

한 측면에서 일치성 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 로 강혜 (2007)은 개인-

환경 일치도, 학과 선택지식정도(얼마나 알고 선택했는가), 학과 선택의지 정도(선택에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발휘 되었는가), 자기효능감 각각의 변인이 학부/학과( 공) 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다회기분석 결과, 개인-환경 일치도, 선택지식, 선택의지, 자기효능감 체

가 학과 응을 설명하는 양은 37%이었다(R²=.37). 그리고 이 네 가지 변인들 , 가장 학과 응

을 많이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 23%(R²= .23, B=.42, t=9.02, p<.001)으로 나타났고, 다음으

로 선택의지 10%(R²=.10, B=.27, t=5.60, p<.001), 선택지식 3%(R²=.03, B=.16, t=3.22, p<.01), 일

치도 1%(R²=.01 B=.11, t=2.30,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학과 응에 흥

미유형의 일치보다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  요인, 학과를 선택하는데 있어 본인의 결단과 

자신이 선택하는 안에 해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하는 것이 요함을 시사해 주

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가 Holland 일치도 가정에 한 정 인 결과를 보

이고는 있지만, 이공계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와 개인의 흥미가 일치될수록 학과 응(학과에 

한 만족, 진로목표 안정성)을 잘한다 라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신 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언 한 로 성실성이나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흥미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학과나 직업환경에서도 참고 견디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환경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선택을 돕기 해 개인의 흥미유형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서 이러한 개인의 특성이 정  혹은 부정 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해서도 탐색해 볼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상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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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가 선택하려고 하는 안(학과, 직장)에 해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고, 최종 인 결

정은 본인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결과  앞서 제시

한 Holland 일치성 검증에 한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흥미유형과 일치하는 학과

( 공)에 입학하는 것이 학과만족,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의 

흥미유형과 학과( 공) 일치가 성공 인 학과( 공) 선택에 유일한 기 은 아니라는 을 기억

할 필요가 있다. 진로상담실제에서 학생들의 학과선택을 도울 때 개인 흥미-환경 일치이론에 

근거한 Holland 검사결과 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  특성, 학과 특성, 선택에 한 본인의 의

지, 선택할 안에 한 지식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상담자 

교육에서도 이를 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이공계 학과( 공)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개인흥미-학과 일치도와 학과

응과의 계를 살펴 으로써 한국에서의 Holland 일치성 가정에 한 검증을 시도하 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 상이 한 학교에 국한되었다는 은 일반화의 한계로 지 될 

수 있다.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개인 흥미-학과 일치도가 높지만 응에 어려

움을 겪는 학생, 개인 흥미-학과 일치도가 낮지만 학과 응을 잘 하는 학생의 특성이 무엇인

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과 결정을 돕는 보다 구체

인 기 들이 밝 지고 진로상담  지도에 실제 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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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of the between personal interest-major 

congruence and department adjustment for college student 

in science and engineering*

2)Hey-Young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olland's congruence hypothesis by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the between personal interest-major and department adjustment for college 

student in science and engineering. The participants were 309 Korean college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Chungnam(male: 194, female 115). Holland(1977)'s SDS(Self-Directed Search) 

was executed to measure personal interest type. For calculating the congruence, Holland(1973)'s 

'one letter code' was utilized. And for measuring the department adjustment, items in Park 

Sung-mi(2001) was utilize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between 

personal interest-major congruence and department adjustment(total sco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subfactor of the department adjustmen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between 

personal interest-major congru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r=.121, p<.05), personal 

interest-major congruence and career goal stability(r=.151, p<.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between personal interest-major congruence and the 

satisfaction of academic achieve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r=.055, p>.05). Seco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on department adjustment(total score)(F=2.92, 

p<.05), department satisfaction(F=2.70, p<.05), career goal stability(F=3.18, p<.05). On the other 

h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on the satisfaction of academic 

achievement(F=.83, p>.05).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also presented. 

Key words: personal interest-department congruence, department adjustment, college student 

in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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