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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명 ①도미 후쿠오카 ②쉐어리스타일 하카타 ③Wings무로미

기숙사타입 학생기숙사（식사 첨부） 학생기숙사（식사 없음） 학생기숙사（식사 선택제）

주소 후쿠오카시 사와라구 니시진5-15-43 후쿠오카시 미나미구 이지리 1-32-5 후쿠오카시 사와라구 무로미 4-18-10

교통 지하철공항선「니시진」 니시테츠 전차「이지리」 지하철공항선「무로미」

통학

【텐진】약 15분：도보→지하철→도보

             （자전거약25～30분）

【나나쿠마】약25분：도보→버스→도보

             （자전거약25～30분）

【텐진】약 20분：도보→전철→도보

             （자전거약45분）

【나나쿠마】약45분：도보→전철→버스→도보

             （자전거약40～60분）

【텐진】약 20분：도보→지하철→도보

             （자전거약35～40분）

【나나쿠마】약30분：도보→버스→도보

             （자전거약20～25분）

교통비※
【텐진】지하철정기（3개월）：28,590엔

【나나쿠마】버스정기（3개월）：20,000엔

【텐진】전차정기（3개월）：9,870엔

【나나쿠마】전차+버스정기（3개월）：29,300엔

【텐진】지하철정기（3개월）：28,590엔

【나나쿠마】버스정기（3개월）：20,000엔

보증료등

입주비：51,000엔（환불 불가）

리폼 비：15,000엔

건물유지비：3,000엔

보증료：20,000엔

（청서료 8,640엔을 제외하고 환불）

주택보험:4,000엔

입주비：30,000엔（환불 불가）

보증료：20,000엔

（청서료 8,640엔을 제외하고 환불）

주택보험:4,000엔

월세 51,000엔／월（아침, 저녁 식사 포함）
31,500～33,500엔／월

（공익비、마을 월 회비 포함）

33,000엔／월

（공익비、마을 월 회비 포함）

수도광열비 6,480엔／월 9,300엔／월 사용분

인터넷 월세에 포함（유선LAN） 월세에 포함（유선LAN） 월세에 포함（유선LAN）

3개월비용기준 241,440엔 146,400～152,400엔 153,000엔

크기 21㎡ 12.00㎡～ 12.50㎡

실내설비

유닛베스、화장실、미니 키친、

책장、옷장、에어컨、

침대、책상・의자、냉장고、세탁기

유닛베스、화장실、에어컨、

침대、책상・의자、냉장고

유닛베스、화장실、옷장、에어컨、

침대、책상・의자、냉장고

공유설비
엘리베이터、오토록 현관、

식당、다리미、청소기

엘리베이터、오토록 현관、

식당、키친、세탁기

엘리베이터、오토록 현관、

식당、키친、세탁기

기숙사명 ④델코 홈즈 벳부 ⑤레이크 사이드 코포 나나쿠마 ⑥Ｊ-필드 타지마

기숙사타입 맨션 맨션 아파트

주소 후쿠오카시 죠난쿠 벳부 2-10-19 후쿠오카시 죠난쿠 타지마1-2-32 후쿠오카시 죠난쿠 타지마1-2-32

교통 지하철나나쿠마선「벳부」 지하철나나쿠마선「후쿠이다마에」 지하철나나쿠마선「벳부」

통학

【텐진】약 20분：도보→지하철→도보

             （자전거약25～30분）

【나나쿠마】약10분：도보→버스→도보

             （자전거약10～15분）

【텐진】약 45분：도보→지하철→도보

             （자전거약40～45분）

【나나쿠마】약20분：도보→버스→도보

             （자전거약15～20분）

【텐진】약 25분：도보→지하철→도보

             （자전거약25～30분）

【나나쿠마】약15분：도보→버스→도보

             （자전거약10～15분）

교통비※
【텐진】지하철정기（3개월）：28,590엔

【나나쿠마】버스정기（3개월）：20,000엔

【텐진】지하철정기（3개월）：20,410엔

【나나쿠마】버스정기（3개월）：14,080엔

【텐진】지하철정기（3개월）：28,590엔

【나나쿠마】버스정기（3개월）：20,000엔

보증료등

보증료：50,000엔（원칙 환불）

청소비：10,800엔

리넨비（친구・카텐）：3,240엔

보증료：35,000～69,000엔(일부반환금 있음)

열쇠교환비용：15,000엔

화재보험：15,000엔

청소 비용:33,480엔

열쇠교환비용：6,600엔

보증료：32,300엔

화재보험：6,700엔/년

중개 수수료:33,000엔

월세
50,000엔／월

（수도광열비포함）※상한 있음

34,000엔／월

（수도료、마을 월 회비 포함）

32,300엔／월

（수도료、마을 월 회비 포함）

수도광열비 ― 사용분（광열비） 사용분（광열비）

인터넷 월세에 포함（무선LAN） 월세에 포함（Wifi유선LAN） 월세에 포함（무선 와이파이）

3개월비용기준 214,040엔 200 ,480～234 ,480엔 175 ,500엔

크기 19.2㎡ 22.0㎡ 16.8㎡

실내설비

침대、욕실、화장실、에어컨、침대、TV、

테이블、청소기、드라이기、침구、조리도

구、식기

냉장고、전자 렌지、세탁기、TV

에어컨、침대、조명、가스렌지、행주、 세제、

화장실용품、수건 등

조명、 에어컨、욕실、 화장실、키친、이층침

대, 테이블,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선풍

기、밥솥

공유설비 엘리베이터、오토록 현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주차장

※니시테츠버스이용자는 후쿠오카시 전선정기권(7,000엔/월), 지하철이용자는 나나쿠마학생일 경우에만 지하철정기권(7,200엔/월)이용이 가능합니다.

■요금（3개월 이상～）

■설비・비품

■요금（3개월 이상～）

■설비・비품

 

☆상세한 제휴기숙사 정보는 HP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fukuoka-ymca.or.jp/Japane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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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ukuoka-ymca.or.jp/japanese/nanaku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