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을 구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부동산거래업 협회 회원 번호 : 1050402
택지건물거래 담당자 : 손건중（孫建中）
【등록번호 : 타이베이시 면허증 01009호】

www.papago-taiwanheya.com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임대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유학생 전용부터 직장인 전용 매물까지, 임대 
기간•설비•예산 등 희망하고 계신 조건에 따라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일본계 기업이지만 한국어가 가능한 스태프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안심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만 생활이 처음이신 분이나 대만 내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PAPAGO 방 구하기 지원실의 장점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멀티링구얼한 지원체제
☆대만 최대 한국 유학 지원센터를 병설하여 한국 국내 사정에도 능통함
☆예산을 줄이고 싶으신 분께는 1만 대만달러 대에 빌릴 수 있는 매물도 준비 가능
☆단기 유학이나 장기 출장자 전용의 단기임대 물건도 넉넉히 갖추고 있음
☆빠른 절차로 즉시 방문 또는 즉시 입주의 요구에도 대응 가능
☆애완동물 가능, 실내금연 가능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매물 검색
☆보통의 아파트 외에도 셰어하우스나 먼슬리 호텔의 준비도 가능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도 해결
☆중국어 어학연수 준비도 가능

한국 유학경험이 스태프가 있어 고객의 구애나 고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한국 유학경험이 스태프가 있어 고객의 구애나 고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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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방 구하기 지원실의 매물소개 예시

「古亭역」에서 도보로 6분 13,500NTD/월

평수
단기임대
사전예약
설비

5평(약13.2㎡)
가능（1개월부터 가능）
가능(3개월 이전부터 가능)
가구 일체, 인터넷, 케이블 TV

・사범대학교나 대만대학교와 가까워 유학생에게 인기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었으나, 실내는 리모델링 하였음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주택

「台電大樓역」에서 도보로5분 17,000NTD/월

평수
단기임대
사전예약
설비

5평(약13.2㎡)
가능（1개월부터 가능）
가능(3개월 이전부터 가능)
가구 일체, 인터넷, 케이블 TV

・관리인이 있으며, 영어가 능숙함
・사대야시장 안에 위치해 있음
・침구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음

「双連역」에서 도보로7분 23,000NTD/월

평수
단기임대
사전예약
설비

15평(약49.5㎡)
なし
なし
가구 일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일본인에게 인기가 있는 매물
・수영장, 헬스장, 노래방 이용 가능(무료)
・베란다가 있으며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해 있음

「松江南京역」에서 도보로3분 29,000NTD/월

평수
단기임대
사전예약
설비

10평(약33㎡)
가능（1개월부터 가능）
가능（6か月～）
가구 일체, 인터넷, 케이블 TV

・호텔식 아파트는 매주 한 차례 청소 서비스 제공
・뷔페식 아침 식사 제공
・프런트는 24시간 운영되며, 커피 서비스가 있음

「双連역」에서 도보로7분 40,000NTD/월

평수
단기임대
사전예약
설비

23평(약75.9㎡)
なし
なし
가구 일체

・다락방이 아닌 평면식의 1인 가구 전용의 매물
・욕실만으로 5평인 널찍함
・일본인이 많은 지역으로 주변에 일본식 식당이 상당수 있음

「中山國中역」에서 도보로10분 35,800NTD/월

평수
단기임대
사전예약
설비

37.29평(약122㎡)
なし
なし
가구 일체

・3개의 방과 거실, 식당, 부엌이 갖춰진 가족전용 매물
・비즈니스가 중심지에 위치
・근처에 슈퍼마켓 또는 전통시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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