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주 르랑
집 구 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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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집 구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여권재류카드

학생증 합격통지서

재직증명서 내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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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속을증명하는서류

4. 계약금 (초기 비용)

3. 기타 서류

월세/관리비
열쇠교환/청소 가재 보험료

보증 회사
이용료

입주인
한문도장

보증인
인감증명서

주민표



초기 비용이 뭔가요?

---------------------------------------------
합계초기 비용 (약월세의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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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관리 회사]
1. 입주 달 월세 - 집주인
2. 입주 다음 달 월세 - 집주인
3. 보증금 (시키킹) - 집주인
4. 사례금 (레이킹) - 집주인
5. 열쇠 교환비용 - 집 관리 비용
6. 청소 비용 - 집 관리 비용

[수취인: 보증 회사]
6. 보증 회사 이용요금

[수취인: 보험 회사]
7. 가재 보험 이용요금

[수취인: 중개 회사]
8. 중개 수수료

[기타 비용]
9. 마을 회비, 안심 서포트, 경비 서포트(세콤) 등



1K? 1DK?
일본 표기법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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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표기

1R
1K
1DK
1LDK

방하나

방 하나 + 키친

방 하나 + 다이닝 + 키친

방 하나 + 리빙 + 다이닝 + 키친

1평
1조
1평
6조

= 약 3.3 제곱 미터

= 약 1.65 제곱 미터

= 약 2조

= 약 3평 (9.9 제곱 미터)

야칭

마도리

타치아이
히와리 야칭

집 월세

방의 공간 구조

점검
입주일~ 일주월말까지의일일집세

넓이의 표기

기타 용어



일본과한국 부동산
뭐가달라요?

일본은지역 간의 이동이많아요. (한국에 비해입주자가자주 바뀝니다)

일본은월세에 대한 수요가많습니다. (버블 경제의영향)

일본은건물주는 관리인을, 세입자는중개인을통해의견 반영이가능합니다.

일본의거래 대상은 주거권이고 , 한국의 거래 대상은 현물(부동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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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수입
(월세)

일본

입주인 중개인 관리인 집주인

위탁 거래 위탁

재산의운용
(매매 , 전세)

거래

위탁 위탁입주인 중개인 집주인

한국



Q & A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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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기 ~ 입주까지
한 눈에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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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플랜
(집 + 인프라)

종합 플랜
(집 + 인프라 + 통신 + 가구)

상담및
일정조율

매물
탐색

최종 검토
및

입주 신청

입주
심사

계약금
결제

계약서
작성

가스
전기수도
대리수속

계약
완료

핸드폰
개통예약

가구가전
렌탈혹은
구입

인터넷
개통 예약

입주
완료

이와 같은 과정은 입주자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순서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정 조율 (10분)
언제부터무엇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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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관리비포함해서 얼마까지 ?
화장실은별도로 괜찮은지 ?
나에게가장적합한 집은 ?
언제부터살 수있는지 ?
몇 층 이상이좋은지?

아주르는앙케이트내용을토대로 여러분의니즈를파악하고
최적의집을탐색 합니다. 니즈가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매칭율이높아지죠! 5분만시간을 내주세요 !

[ 입주 시기 ] 입니다. 

입주하실날짜를 먼저정해주시면,
입주자분의상황에맞춰
언제부터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
친절하게컨설팅해드립니다. 

간단한앙케이트

집을 구할 때 가장중요한 건 바로!



2. 상담 (30분~2시간)
매물을검토하고 내집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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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기입해주신
앙케이트내용을토대로
상담원이가장 적합한
매물을찾아서추천해드립니다 ! 

이때 주의해 주셔야 하는점은
[ 본인의희망사항을적극적으로어필하는것 ] 입니다!
화장실 구조부터 주변환경까지!                             
적극적으로말씀해주시면세세한부분까지
상담원이친절하게반영하여매물을추천해드립니다. 

매물의여러조건들을 검토하기

집의 시설 , 넓이 , 위치 , 가격등
여러분의원하는조건을
다각적으로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집에 대해상담받으세요!

만약, 첫상담에서원하시는
집을 찾지못하셨다면원하시는
집을 찾을때까지 몇번이고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치시설

넓이

삼각형의
면적 = 월세

나만의 삼각형찾기

매물탐색 및 추천



3. 입주 신청 (입주 심사)
원하는집에입주 신청을 !

마음에 드시는 집을 찾으셨다면
먼저, 대략적인초기비용을 산출합니다.
검토 후 입주신청서와각종 서류를 발송합니다. 

관리회사에서류를 발송하면
입주 시기, 입주자의상황에대해
보증회사/관리회사(집주인)가
서면/통화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입주심사는 3~5일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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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입주 심사 신청) 하기

각종 서류

1. 관리 회사용 입주 신청서
2. 보증 회사용 보증 신청서
3. 신분 증명 서류 : 여권, 재류 카드, 잔고증명서
4. 소속 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 합격증명서, 학생증
5. 보증인 서류 : 주민표(3개월이내), 인감증명서
6. 기타 서류

원격 중개 시, 각종 서류를 jpg/pdf 파일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좀 더 빠르고원활한진행이 가능합니다.



4. 검토 및 결제
계약에관한중요사항체크 !

심사에통과하면입주에관련된
모든계약내용및 절차에대한
협상을진행합니다.

-정확한초기비용

-월세나사례금의할인

- 입주가능한날짜

중개수수료의관한협상또한
이때 전반적으로이루어지며,
비용과입주일도확정되게됩니다.

비용이확정되는동시에계약내용에
관한중요사항설명이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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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협상

중요사항설명의대표적인내용으로는계약기간, 매물정보,
초기 비용 정보, 금지사항, 해약및 퇴실, 위약금등이
있습니다.계약내용에있어가장중요한 사항만요약하여
기재한서류이며, 상세히설명 드립니다.

최종검토가끝나면결제를진행합니다.
결제는현금으로만가능하며, 
원화와엔화 중
선택하실 수있습니다.

중요사항설명 및 결제



5. 계약서 작성 (1주~2주)
서류로 내집 찜콩하기!

초기 비용의결제가완료되면중요사항설명서의구체적인
내용이들어간계약서가발부됩니다.

계약서에는중개회사, 관리회사, 입주인, 집주인 총 4개의
도장이반드시필요하며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증인을세울
경우, 보증인의도장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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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내용

계약서작성에는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1. 우편(EMS)으로계약서를받고, 기입 후반송
2. 사진을통한설명 후계약서에대필 (위임장필요)
3. 사무실에방문하여직접 작성

계약서는총 2부가발부되며, 2부모두 기입이필요합니다. 
기입이완료되면입주인과집주인이
1부씩 나눠가집니다. 입주인분께계약서1부는입주 직전에
열쇠와함께 드립니다.

임대 계약서 작성 방법



6. 라이프 라인 신청 (1주)
가스 전기 수도인터넷 핸드폰을 신청해요!

1. 신청 방법을 알려드린 후 입주자가 직접 신청

2. 아주르가 입주일에 맞춰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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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라인

가스 전기 물

라이프라인(생활인프라)는기본적으로집주인이아닌
입주자분이 신청하게끔되어있습니다.

3~4월과같은이사철에는다수의신청자로인해
매우혼잡 하며, 통화가오래걸리기때문에입주일에
맞춰미리 인터넷으로신청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라이프라인신청시에는일본연락처가반드시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7. 입주 (입주 전 날 ~당일) 
힘들게찾은내 집 열쇠를받자!

1. 입주전 날 또는입주일에

사무실에방문하셔서

계약서 1부와열쇠를받습니다.

2. 입주 후절차에관한

간단한설명을듣습니다.

2. 집으로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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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일정

입주 후 절차

입주후에는반드시아래절차를밟을필요가있습니다.

1. 주소등록
2. 국민건강보험신청
3. 연금면제신청
4. 은행계좌개설

위에절차를밟을경우, 재류카드와일본내연락처, 
한문도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사항은아주르에문의하세요!



이제 집 찾으러 GOGO!

연락처
KOREA 070-4218-5218
JAPAN 080-7106-5345
OFFICE +81-6-6191-7011
E-MAIL azure.kanyon@gmail.com

사무실 주소
postcode  542-0012
Guranseo 2F Homes life,
6-9-26 Tanimachi, Chuo ku,
Osaka shi, Osaka hu, japan

아래이미지를 터치해 주세요!
(안되면검색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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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f.kakao.com/_aIyy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