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쿠치(緑地)공원 유학생 회관   
Ryokuchi Kohen Student House  

 

     오사카 대학 서포트 오피스 
                          Support Offi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Osaka University 

(개요)（Outline） 

 소재지：오사카후 스이타시 에사카쵸 5-16-6 Address: 5-16-6, Esaka-cho, Suita, Osaka 
 교통： 한큐 키타센리 칸다이마에역 에서 도보 11 분、 

키타 오사카 급행 전철 미도스지선 로쿠치 공원역에서 도보 8 분 
Access:  11-minute walk from Kandai-mae Station, Hankyu Railways Kitasenri line 

8-minute walk from Ryokuchi Kohen Station, Kita Osaka Kyuko Midohsuji line 
 건물：철근 콘크리트 3 층 건물  

 Building: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3-stories 
 방：20 개-2 인실 (12.15-12.6 ㎡) 2 층 침대, 냉장고, 책상, 의자, 에어콘, 침구 세트  

 Room: 20 Twin Rooms (12.15-12.6 ㎡）with Bunk Bed, Refrigerator, Desk, Chair, Air condition,  
Bed clothing 

 공유 설비/시설: 부엌, 샤워실, 세면대, 세탁실, 전자렌지 
Facilities/Common Spaces: Kitchen, Shower room, Washroom, Laundry room, Microwave 

 입주 자격 Eligibility 

 일본에서 보증인・입주 보험 가입 불필요 
Rent guarantor in Japan/ Home insurance -- Not necessary 
 

 비용 COST 

 집세 33,000 엔부터（공익비 3,000 엔 포함）  
Monthly Rent Fee : from \33,000 (Including Common charge:\3,000) 

 광열비（자기 방의 전기세만 실비） 
Utilities (Electricity only: Actual Cost)  

 지불 Payment 

 지정 은행 계좌에 다음달 집세를 월말에 입금 
The end of month payment for the next month through bank transfer. 

 계약까지의 과정 Application Flow 

 내람(内覧)준비（서포트 오피스）⇒내람（입주 희망자 또는 학부 부서） 
House preview by applicants or faculty (Schedule arranged by Support Office) 

↓  

입주 신청서 기입（입주자 본인）⇒서포트 오피스（확인・제출） 

심사（건물관리회사） 

Application Form(filled out by student) ⇒Submit to Support Office 
Review & background check by Building Management Company 

↓  
계약（입주자 본인）⇒초기 비용 지불・직접 현지에서 계약 
Sign the contract by student ⇒ Pay the initial cost on premise 

 초기 비용 Initial Cost 

 계\109,000=（시설 이용비\30,000 부터+보증금\30,000 부터 
+입실비\16,000 + 1 개월분의 집세\33,000 부터） 

*퇴실시의 청소비 \21,600 은,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Total from \109,000 =  

(Facility charge from \30,000+Security deposit from \30,000 
                           +Entry Fee\16,000+Rent Fee for the 1st month from \33,000) 
 
       *\21,600 (cleaning fee) will be deducted from Security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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