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안내·규정

１． 기숙사신청 수속

기숙사를 희망할 경우 늦어도 일본에 오기 2주일전까지 는 신청해 주십시오.

일단 기숙사 신청을 하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일본에 올 수 없게 된 경우이외는

원칙적으로　기숙사신청의취소 는 안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숙사신청 을

취소하거나 기숙사입소 를 거부하더라도 기숙사비의 환불은 안됩니다.

２． 필요한 비용

（１） 기숙사비

기숙사에들어갈 때 드는 비용 (월세가 아닙니다) 50, 000엔을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불해 주십시오.

（２） 월세

【한달 집세】

동거
인수

２명

※ 한 사람이 일 호실 기숙사비 (50, 000엔)을 납부하면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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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와 월세는 초년도의 학비와 함께  납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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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기에 관계없이 반년 분을 일괄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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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광열비(전기,가스,수도요금）

전기

가스

수도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３． 기숙사에 들어가는시기

기숙사들어가는 기간은, 4월∼9월 또는 10월∼3월로 하여서 6개월마다 갱신한다.

게약기간중에 기숙사를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숙사를 나가는 시기는 3월말 또는 9월말입니다).

４．

기숙사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교가 지정하는 날 (8월하순 또는 2월하순)

까지 학교에  기숙사의연장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나 동거인이 기숙사기간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아　혼자 그 방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일호실 월세（50,000엔）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５． 기숙사 게약 기간 중 퇴실

게약기간도중에 기숙사를 나가더 라도 이미 지불한 기숙사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 반년후 기숙사연장신청 을 하고 학교의 허가를 얻어서 매월 기숙사비를  지불

하고 있던 학생이 도중에 기숙사를 나갈 경우도 9월(또는 3월）까지의 반년 분의 집세를

모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６． 벌칙규정

기숙사 방을 더럽히거나 부수거나 했을 경우는 해당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원인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룸메이트 과 상의하여  반씩 부담해야합니다.

이웃주 민으로 부터 소음등으로 인한 신고나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숙사 를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강제퇴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단 지불한 기숙사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７．

화장실, 조립식욕실, 에어컨, 전기 또는 가스버너（이동식）, 냉장고, 2층 침대(이불포함),

책상, 의자, 전자렌지, 식기등

실제 사용한 (1개 월 분)을 학교에서 청구하므로 지정된 기일
까지 각자 편의점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요금은 원칙적으
로 동거인과 반씩 부담해 주십시오.

기숙사기간의 연장

설비, 비품등 


방의 넓이… 약20㎡



８． 주의사항

（１） 21:00이후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시끄럽게 해서  룸메이트 나 이웃주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２） 원칙적으로, 21:00이후에는 다른 방을 방문해서는 안됩니다.

（３） 구두는 현관에서 벗어 주십시오. 절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４） 공용 장소(복도, 엘리베이터안에 비상계단등)에서는 달리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이  소음을 내지 말아 주십시오. 또 화재경보기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용 장소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５） 문을 닫을때는 조용히 닫아 주십시오. 난폭하게 닫아 큰 소리를 내지 않을 것.

（６） 부엌, 화장실, 버스(욕조)등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여 청결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７） 자전거는 자전거 거처대에 세워주십시오. 자전거 거처대가 없을 경우에는 통행에

（８） 쓰레기의 종류(가연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페트병·캔)에 따라 수거일 이

정해져 있으 므로 규칙에 따라, 해당 수거일 아침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주십시오.

（９） 학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친구나  지인을  숙박시켜서는 안됩니다.

（１０） 기숙사를 나갈 때는, 기숙사에 들어갈 때와 같이 깨끗하게 청소한 후 퇴실하도록 하십시오.

（１１） 룸메이트은 일본에 오는 시기등을 고려하여 학교가 지정합니다.

（１２） 룸메이트은 원칙적으로 기숙사에서  퇴실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가 룸메이트의 변경을 지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１３） 룸메이트 와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에 반드시 연락하셔야합니다.

그 문제가 룸메이트 변경이나 기숙사를 퇴실해야만 하는 이유인가

아닌가는 학교가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학교가  기숙사에 살 것을

권고했을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 아르바이트의 근무시간, 취미나 성격의 차이는

「불가피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로가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생활해 주십시오.

이상

방해 되지 않는 장소에 세워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