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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신학전공 학생과 비신학 전공 학생간의 독 인 에 미치는 인들이 엇인가  알아보  위

한 것이다 여러 가지 독 인 에 미치는 향들 에 도 특별히 개인신상과 학생활 만족도 심으  조사

하 고 개인특 변수 별 연 학년 동아리 활동 유 의 화시간 종 인 계 등  학생활만족도

가 독 인 과의 계  미치는 향이 엇인지 신학전공 학생과 비신학 전공 학생 간에는 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  어  점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지  하여 연 하 다 본 연  통하여 신학과 학생

이 비신학과 학생들보다 높은 독 인 의 목이 엇인지  독 인 에 향을 미치는 인들을 제시하 다

주제어 : 독 인 학생활 만족도 신학전공 인 계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finding out how christian characteristics affects between christian theology 

major and non major students upon factors. Among various impacts, we especially have focused on personal 

profile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what factors could relate to christian characteristics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variable (gender, age, grade, group activities, religion, communication time with par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ect.) and college satisfaction. Also, this study focused on what could b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ristian theology major and non major students and if there are the differences, the 

survey will be analyzed and researched to figure out how much it differs from each other. Through this study 

christian theology major have presented the right christian virtue and had more effects of christian world view 

than non christian theology maj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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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2. 

자료수집2.1 

<Table 1> Variable and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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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2.2 

α

<Table 2> Sca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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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 

본의 3.1 

척도3.2 

<Table 3> Analysi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ristian personality variables 

           (T-test/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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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차이 3.3 

응답자의 개인적 특 에  독  인  1) 

차이    

변수별 신학 전공 학생과 비전공학생간 평균 2) 

차이    

독  인 에 향을 미치는 인 4. 

<Table 4> variable Major theological analysis between students and non-students studied theology 

The average gap analysi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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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ristian Personality Factors(Theology student Non-theology student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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