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인 다문화의 중심지.
다문화적인 유학 스타일.
채스우드

Iglu Chatswood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을 나누면서 자신만의 침실과 욕실 혹은 단독
스튜디오 아파트의 프라이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깨끗하고, 가구가 완비된 학생
전용 아파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시드니의 노스쇼어 (North Shore)에 위치한 역동적인 다문화 중심지인
채스우드에 위치한 Iglu Chatswood는 맥콰리 대학으로는 기차로 10
분, 노스 시드니로는 13분 그리고 CBD까지는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양한 숍, 레스토랑과 기차 오락 시설들이 인근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은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Iglu에서는 다음과 같은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
•
•
•
•
•
Iglu Chatswood. 73 Albert Avenue, Chatswood NSW 2067

에어콘, 히터 및 침실에 딸린 욕실
고속 무선 인터넷 (건물 전체)
CCTV가 설치되어 보안과 안전 보장; 건물, 아파트 및 침실 출입시
보안 카드 사용
아파트내 24시간 직원 거주
아파트내 세탁실과 자전거 보관소
게임룸, BBQ가 있는 코트야드, 스타디룸은 물론 더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생활
Iglu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름답고 현대적인 아파트
공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친절한 분위기 – 학생 전담 Iglu팀의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도, 학생들은 상주
보조원 (Resident Assistants (RAs))의 친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원들은 정상근무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급 응급처치 및 비상사태 관리등에 대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생 커뮤너티 이벤트 및 행사 – 학생들의 활발한 생활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학구적, 사회적, 스포츠, 복지 및 문화적 행사들을
제공합니다. 이 행사들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공동 아침식사, 축구 경기, 요가, 이력서 작성에서 영화
관람까지 다양한 행사가 포함됩니다.

모든 비용이 포함된 주당 임대료
Iglu의 주당 임대료에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편리한 시설 외에도, 임대료에는
가스비, 상수비 및 전기비는 물론, 월별 15GB 무선 인터넷 (
업그레이드 가능) 및 기숙사 입주시 제공되는 웰컴 팩도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는 Iglu Chatswood
IGLU CHATSWOOD에서
가구 완비
Wiﬁ 이용
안전과 보안 유지
개인 욕실
코트야드 및 BBQ 시설
공부방
영화감상실
장애자용 출입구 갖춤
인근 편의 시설
대중교통

4개, 5개 및 6개 침실 아파트
공동 사용 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 HD 텔레비젼
• 에어콘
• 소파 및 커피테이블
• 식탁 및 의자
• 오븐, 전자렌지, 스토브, 냉장고 및 냉동도,
전기주전자 & 토스터를 갖춘 부엌
모든 침실에는 다음이 갖춰져 있습니다:
• 고속 무선 광역 인터넷
• 욕실이 딸린 개인 침실
• 에어콘
• 킹싱글 사이즈 침대 및 침대 및 물품 보관 공간
• 책상, 의자 및 메모대
• 책장 및 수납공간
• 붙박이 옷장
• 전신 거울

스튜디오 아파트

레스토랑 및 주점
커피숍
쇼핑센타
영화관
헬스클럽
24시간 은행 이용

일급 시설

•
•
•
•
•
•
•
•
•
•

고속 무선 광역 인터넷
HD 텔레비젼
더블 침대 및 침대 및 물품 보관 공간
테이블 및 의자
화장실과 샤워를 갖춘 개인 욕실
에어콘
책상, 의자 및 램프
메모대 및 책장
붙박이 옷장 및 전신 거울
전자렌지/컨벡션 오븐, 2 버너 스토브, 냉장고, 전기
주전자, 토스터를 갖춘 간이 부엌

무선 인터넷: 여러분의 Iglu 어카운트로
건물 내에서는 어디에서나 접속
가능합니다.
24시간 보안 및 지원: CCTV와 전자
출입 카드 이외에도, 아파트 내에서 24
시간 여러분을 지원해줄 직원 상주하고
있습니다.
스타디룸: 다양한 개인 및 공동 스타디룸
및 디미어룸.
BBQ가 있는 코드야드: 야외에서 맛있는
요리를 즐겨 보세요.
영화감상실: 영화관같은 좌석배치와 거대
TV 화면을 마련해서 영화를 감상하거나,
그룹별로 발표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내 오락시설: TV, 플레이스테이션,
탁구대, 폭스텔 유선방송 등.
루프탑 테라스: 아파트 꼭대기에서 멋진
전경을 즐겨 보세요.
TV 및 라운지: 텔레비젼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안락한 소파에서 독서를
즐기세요.
기숙사내 세탁실: 24시간 이용가능한
세탁기와 건조기.
자전거 보관소: 환경을 위하면서 건강을
도모하는 좋은 교통수단을 적극 이용해
보세요.
자판기: 아파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세요?
Iglu Chatswood에 대해서는 www.iglu.com.au 또는
Iglu Chatswood팀 앞으로 직접 +61 2 8024 8610번으로 전화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