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기숙사 현황

연번 설립구분 대학명 캠퍼스 수용학생수 지원자수

1 국립 서울교대 본교 671              1,149        

2 국립 서울과학기술대 본교 1,548            2,547        

3 국립대법인 서울대 관악캠퍼스 5,010            9,903        

4 공립 서울시립대 전농캠퍼스 874              2,632        

5 사립 가톨릭대학교 본교(성신) 422              276          

6 사립 가톨릭대학교 제2캠퍼스(성의,의과) 127              142          

7 사립 감리교신학대학교 본교(서울) 300              443          

8 사립 개신대학원대학교 본교(강북미아) -                  -              

9 사립 건국대학교 본교(서울) 3,599            3,619        

10 사립 경기대학교 제2캠퍼스(서울) -                  -              

11 사립 경희대학교 본교(서울) 1,566            -              

12 사립 고려대학교 본교(서울) 2,161            4,253        

13 사립 광운대학교 본교(서울노원) 162              215          

14 사립 국민대학교 본교(서울) 1,614            2,197        

15 사립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본교(서울관악) -                  -              

16 사립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본교(서울강동) -                  -              

17 사립 그리스도대학교 본교(서울) 87                90            

18 사립 덕성여자대학교 본교(서울) 571              887          

19 사립 동국대학교 본교(서울) 732              2,337        

20 사립 동덕여자대학교 본교(서울월곡) -                  -              

21 사립 동방대학원대학교 본교(서울성북) -                  -              

22 사립 명지대학교 본교(인문서울) 864              1,164        

23 사립 백석대학교 제2캠퍼스(서울) -                  -              

24 사립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본교 45                -              

25 사립 북한대학원대학교 본교(서울종로) -                  -              

26 사립 삼육대학교 본교 674              757          

27 사립 상명대학교 본교(서울) -                  -              

28 사립 서강대학교 본교(서울) 1,222            1,973        

29 사립 서경대학교 본교(서울정릉) -                  -              

30 사립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교(대현) -                  -              

31 사립 서울기독대학교 본교(서울은평) 92                60            

32 사립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본교 -                  -              

33 사립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본교(서울금천) -                  -              

34 사립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본교(영등포) -                  -              

35 사립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본교(서울동작) 8                 8             

36 사립 서울여자대학교 본교(서울) 867              1,455        

37 사립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본교(서울) -                  -              

38 사립 성공회대학교 본교(서울) 151              158          

39 사립 성균관대학교 본교(서울) 1,146            1,257        

40 사립 성신여자대학교 본교(서울) 241              509          



41 사립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                  -              

42 사립 세종대학교 본교(서울) 176              348          

43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본교(서울) 1,090            1,169        

44 사립 순복음대학원대학교 본교(서울관악) -                  -              

45 사립 숭실대학교 본교(서울상도) 1,377            2,444        

46 사립 연세대학교 본교(신촌) 5,080            5,342        

47 사립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본교 -                  -              

48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본교(신촌) 1,502            2,623        

49 사립 인제대학원대학교 본교(서울중구) -                  -              

50 사립 장로회신학대학교 본교(서울) 843              788          

51 사립 중앙대학교 본교(서울) 1,643            2,686        

52 사립 총신대학교 본교(사당) 305              350          

53 사립 추계예술대학교 본교(서울) -                  -              

54 사립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교 -                  -              

55 사립 한국성서대학교 본교 152              175          

56 사립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교(서울이문) 864              1,736        

57 사립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본교 -                  -              

58 사립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본교 -                  -              

59 사립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본교(효창동) -                  -              

60 사립 한성대학교 본교(서울성북) 140              220          

61 사립 한신대학교 제2캠퍼스(서울) 144              157          

62 사립 한양대학교 본교(서울) 1,135            3,307        

63 사립 한영신학대학교 본교(서울구로) 33                38            

64 사립 호서대학교 제3갬퍼스(서울) -                  -              

65 사립 홍익대학교 본교(서울) 577              823          

66 사립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본교(서울서초) 50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