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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Using Accommodation Consultation Service and Disclaimer 

거처 상담 서비스 이용과 권리 포기 각서의 조건  

 

최종 본으로서는 영문 번역본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English version as the final version. Please sign on the English version) 

 

 

홍콩 중문대학교 교육원인 Chinese Language Centre (아래에는 “CLC”라고 

표기)에서 제공하는 거처 상담 서비스는 일반적인 정보만 들어있습니다. CLC 가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특정한 상황에서의 서술, 묘사, 

품질 보증, 표현이나 암시에 대한 정확성과 적정성을 모두 갖추지는 않습니다. 

 

CLC 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교내와 교외의 주거 정보 제공하는 것만을 책임집니다. 

교외의 주거 임대의 모든 절차 중에서 거처를 탐색, 점검, 연락하고, 임대주와 

부동산과 협상, 임대하는 소유지를 결정, 차용 합정서 조건에 서명하고, 임대료, 집세 

보증금, 수수료를 지불하며, 소유지 상태, 임대 갈등, 그리고 다른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이는 학생들의 유일한 책임과 책무임을 동의합니다. 

 

상담 서비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기여받은 정보들이 들어있지만 CLC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LC 는 상담 서비스 시, 다른 사람들에게서나 CLC 사이트에 

연결된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입증되지 않거나 보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CLC 가 책무나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CLC 는 상담 서비스에서 자료나 프로그램을 포함한 어떠한 정보든지 간에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에 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CLC 사이트와 상담 서비스에서 편집한 

모든 정보를 신중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나 사전 예고 없이 생략, 연기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 사이트나 

상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본래의 자료나 본래의 출판물과, 

조직/개인과 접촉해서 참고 문헌을 만들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평가한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권리 포기 각서에 동의하지 않을 시, 거처 상담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저는 위와 같이 쓰여진 조건과 권리 포기 각서에 동의합니다. 
 

 (Dec.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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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Using Accommodation Consultation Service and 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accommodation consultation service is compiled and provided by 
the Chinese Language Center (hereunder referred to as "CLC"),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Whilst the CLC endeavors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general information, no statement, representation, warranty or guarantee, express or implied, is 
given as to its accuracy or appropriateness for use in any particular circumstances.  
 
The CLC is responsible only for providing the on-campus and/ or off-campus housing information 
through the consultation service. It is the sol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the students concerned 
to undertake all matters related to accommodation searching and inspection, liaisons and 
negotiation with landlords and/or estate agencies, decisions on renting properties, tenancy 
agreement terms and signing, payment of rental, deposit and commissions, property conditions, 
rental conflicts, and all other matters in the entire process of renting off-campus housing. 
 
The consultation service can also contain information contributed by others over whom, and in 
respect of which, the CLC may have no influence. The CLC expressly states that it has not 
approved or endorsed the information provided by others in the consultation service or any other 
sites linked to CLC website and the CLC accepts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howsoever caused) 
for such information. 
 
The CLC is not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information including data or programs on the consultation service. The CLC reserves the 
right to omit, suspend or edit all information compiled by the CLC in the website and the 
consultation service at any time in its absolute discretion without giving any reason or prior notice. 
Users are responsible for making their own assessment of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website 
or consultation service and are advised to verify such information by making reference, for 
example, to original sources or original publications and contacting the organizations/persons 
concerned before acting upon it.  
 

The accommodation consultation service will be suspended if you do not accept these terms 
and the disclaimer. 
 
I agree and accept the terms and conditions as written above. 
 
Name in block letter: 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c.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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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major housing in HK for study abroad students 

유학생을 위한 다양하고 주요한 홍콩 주거지 비교 

 

주거 형태/ 
환경 

Village House 
apartment (村屋) 

주택 단지 

Student apartment 
(學生公寓) 

학생들을 위한 
아파트 

Down town 
“suites” 

(巿區套房) 
시내 “스위트룸” 

Standard apt in 
modern building 

(私人單位) 
모던 빌딩의 

일반적인 아파트 

Serviced apt/ Hotel
(服務式公寓/ 酒店)

서비스 아파트/ 
호텔 

예 Tai Po Mei 大埔尾 
Sha tin Wai 沙田圍  

Chek Nai Ping 赤泥

坪  
Tsim Sha Tsui 
Chungking Mansion
尖沙嘴重慶大廈, 
Jordan 佐敦, 
Mongkok 旺角, 
Prince Edward 太
子, Shamshuipo 深
水埗 

City One Shatin 沙

田第一城, 
Jubilee Garden 銀
禧花園 

Horizon Suite Hotel
海澄軒 

GEOGRAPHIC INFORMATION 지리적 정보 
홍콩중문대 
샤틴 
캠퍼스에서의 
거리 

사정에 따라 다름. 
걸어서 20 분, 
지하철로 20 분.  

센트럴 캠퍼스(Tai 
Po Road)에서 
걸어서 10 분. 

사정에 따라 다름.
보통 지하철로 
30 분. 

사정에 따라 
다름. 지하철이나 
자동차로 
20-30 분. 

자동차로 15 분. 

시내에서의 
거리 

기본적인 쇼핑은 
교통 수단 이용. 

제일 가까운 쇼핑은 
홍콩중문대 
슈퍼마켓에서만 
가능, 그렇지 않으면 
샤틴 시내까지 나감.

제일 가까운 거리. 
도보 거리에 
가게있음. 

도보 거리에 가게 
있음. 

도보 거리에 가게 
있음. 

일반적인 
환경 

저밀도. 보통 
초목이 우거져 
푸른 풀들과 
가까움.  

저밀도. 보통 
초목이 우거져 푸른 
풀들과 가까움. 

고밀도. 보통 
지하철역과 
가깝고 30 년 넘은 
개인 저택 안에 
위치. 

중간밀도 중간밀도 

가까운 병원/ 
외래 환자 
전문 병원 

Wales 병원, 
Tai Po 에 외래 

진료실 2 개, 
Shatin 에 외래 

진료실 3 개. 

Wales 병원, 
Tai Po 에 외래 

진료실 2 개, Shatin 에 
외래 진료실 3 개. 

Kwong Wah 병원, 
Queen Elizabeth 
병원, 
YauTsimong (油尖

旺)지역에 외래 

진료실 3 개. 
 

Wales 원, 
샤틴에 외래 

진료실 3 개. 

Wales 병원, Ma On 
Shan 에 외래 진료실 
1 개. 
 

GENERIC INFORMATION 일반 정보 
아파트 크기 15-35 sq. m 

0-1 침실. 
큰 주택단지에서 
나눠진 5-9 sq. m 의 
작은 크기. 

큰 아파트에서 
나눠진 9-15 sq. 
m.의 작은 크기. 

20-40 sq. m. 
1-2 침실. 

60 sq.  
2 침실. 

룸메이트 현지인 주거자. 중국 본토에서 온 
홍콩중문대 학생과 
룸메이트. 

중국 본토나 
동남아에서 온 
단기 주거자. 

현지인 커플과 
가족. 몇명의 
홍콩중문대 
중국인 학생. 

현지인 커플, 
홍콩중문대 교수님, 
비즈니스 외국인. 

보안 괜찮음. 저층으로 
된 건물로, 도난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음. 
 

괜찮음. 저층으로 
된 건물로, 도난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음. 
 

몇몇 곳은 보안과 
위생에 대해서 
복잡한 환경이 
있을 수 있음. 

보통 좋음 최고 

위생 인근 숲으로부터 
온 해충이 있을 수 
있음.  

인근 숲으로부터 온 
해충이 있을 수 
있음. 

이웃에 따라 
다르다. 

괜찮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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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형태/ 

환경 
Village House 

apartment (村屋) 
주택 단지 

Student apartment 
(學生公寓) 

학생들을 위한 
아파트 

Down town 
“suites” 

(巿區套房) 
시내 “스위트룸” 

Standard apt in 
modern building 

(私人單位) 
모던 빌딩의 

일반적인 아파트 

Serviced apt/ Hotel
(服務式公寓/ 酒店)

서비스 아파트/ 
호텔 

RENTAL INFORMATION 임대 정보 
매달 임대료 비교적 값싼. 

HK$4000-6000 
가장 값싼: 
HK$1500-2000  
 

비교적 값싼: 
HK$3000-6000. 
 

HK$6000-9000 1 년 계약에 매달 
HK$9000 이상 
임대. 

임대 기간 최소 6 개월  최소 6 개월 임대   
 

6 개월 이상부터 
신축성있는 임대. 
3 개월 임대 가능. 

최소 1 년 최소 한달 

유틸리티 
비용 

 
사정에 따라 다름. 
몇몇 곳은 
유틸리지 비용이 
포함. 

거의다 포함. 
(인터넷 제외) 
 

전기세와 인터넷 
포함되어 있지 
않음.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기세와 인터넷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임대 방법 부동산/임대주/OHIS 
웹사이트 통해서 

부동산/임대주/OHIS 
웹사이트 통해서 

부동산 통해서 부동산 통해서 직접 예약 

FACILITIES 시설 
가구와 
반고정 세간 

사정에 따라 다름. 
몇몇 곳은 침대와 
옷장 포함.  

각 학생마다 침실에 
침대와 옷장 제공. 
 

사정에 따라 다름. 
몇몇 곳은 침대와 
옷장 포함. 

사정에 따라 
다름. 몇몇 곳은 
침대와 옷장 
포함. 

잘 갖추어져있음 

가정용 기기 사정에 따라 
다르다. 몇몇 곳은 
냉장고와 티비 
포함. 

냉장고와 티비가 
갖추어진 거실 공유.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임대주에 따라 
다름. 

풀 세트의 가정용 
기기 

화장실 샤워만 화장실 공용. 
샤워만 

샤워만 몇몇 아파트는 
욕조 있음. 

욕조 있음. 

요리 가능 간단한 요리만 가능 간단한 요리만 
가능 

가능 가능 

세탁 아파트 안이나 
세탁소 

세탁기 공유 세탁소 아파트 안이나 
세탁소 

아파트 안이나 
세탁소 

다른 시설 몇몇 곳은 인터넷 
포함. 

없음. 없음. 가끔 클럽 하우스 
시설 이용 가능. 

클럽 하우스 시설 
이용 가능. 

OTHERS 기타 
주의사항 태풍과 장마철에는 

통근할때 문제가 
될 수 있음.  

공급의 제한. 
 

대부분의 

스위트룸은 새로 

개조되었음. 

몇몇은 창문이 

없음. 
 

유틸리티 
보증금이 
필요하고 
본인에게 오는 
다른 유틸리티 
비용도 
지불해야함. 

홍콩중문대학에서 
아파트까지의 무료 
셔틀 버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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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Furnishings  
Useful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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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Go

Back to 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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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 Procedures  

As to be a wise consumer, students should clearly comprehend the procedures, important notice as well a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tenants . It is to avoid the dispute which leads to the unnecessary loss and trouble.  

 
 

Page 1 of 1CUHK Off-campus Housing Information Web 中大校外住宿租賃資訊網

2010/11/26https://osantd.osa.cuhk.edu.hk/ohis2/eng/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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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介

準備工夫

租賃程序
租賃須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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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租物業

仝人推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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返回學生事務處首頁

Search Go

 

  

 
一般租賃程序 

作為精明的消費者，同學最好清楚了解租房子程序、特別注意事項及租客權利和責任，避免日後出現糾紛，招致不
必要的損失和麻煩。  

 
 

Page 1 of 1Off-campus Housing Information Web 校外住宿資訊網

2010/11/26https://osantd.osa.cuhk.edu.hk/ohis2/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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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cy Agreement 임차 계약  

● 임차 협정서의 공통된 조항  
●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 임차 계약서 예 1  
● 임차 계약서 예 2 

 

Common Provisions in a Tenancy Agreement 임차 협정서의 공통된 조항  

A.     The tenant's duties 세입자의 의무 

1. 집세를 냅니다. 
2. 오로지 소유지와 임대주의 고정 세간과 가구를 제공하는 내에서, 모든 전선, 배관, 

전선관, 반고정 세간, 마무리칠, 장치 그리고 기구들의 제한되지 않는 모든 소유지 

내부는 세입자의 경비에서 유지하고 보존합니다.  
3. 사전의 예고하에 임대주와 그가 권한을 부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합리적인 시간에 

방문하도록 허가합니다. 또한, 반고정 세간과 고정 세간의 물품 목록을 적고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유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4. 이전의 문서로된 임대주 동의서 없이는 소유지의 고정 세간, 칸막이, 설치물, 

시설물을 만들거나 설치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5. 소유지 일부분을 자르거나 파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6. 어떤 방법으로든 아무리 소유지의 소유하는 일부분이나 다른 어떤 일부분이라고 해도 

양도하거나 시세보다 싼 값으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7. 다른 집의 거주자에게 어떠한 소란행위나 골칫거리를 끼치지 않습니다. 
8. 정부의 보조금에 관해 위반하거나 관련있는 건물의 보험을 무효로 할 수 있거나 보험 

할증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9. 어떠한 폭발성, 가연성이나 위험한 물건은 소유지에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 소유지를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목적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11. 다른 어떤 관련된 공동 일부 건물에서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12. 소유지 사용과 거주에 따른 모든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함에 대해 임대주에게 

배상하는 것을 따릅니다. 

13. 소유지와 관련해 상호 기부 약정서와 상호 부-기부 약정서에 준수합니다.  

14. 소유지에 관해 유지비와 가스, 전기, 수도요과 다른 모든 지출 비용들을 지불합니다. 

(소유지 세금 제외)  

15. 폭풍, 태풍 등과 같은 피해로 부터 소유지를 보호합니다. 

16. 개인소유 거주지의 일환으로 소유지 내부를 보호합니다.  

17. 임차 계약이 종결될때 소유지에 있는 모든 고정 세간, 반고정 세간과 가구를 좋고 

깔끔하고 임차할 수 있는 수리 상태에서 소유지를 양도합니다 (적당한 닳음과 해짐 

예외)  

18. 소유지나 다른 관련된 일부분의 건물에서 관련된 건물 거주자의 평화로움울 해할 수 

있는 개, 동물이나 새를 키우지 않습니다.  

19. 태풍, 폭풍우, 홍수, 화재, 도난과 임차기간에 관련된 사고들에 대해 자신의 소유물에 

보험을 듭니다.   

20. 임차기간에 문, 창문, 부엌과 화장실의 반고정 세간, 배관, 배수 시설 등의 수리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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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Landlord's Duties 임대주의 의무 

1. 소유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임차 협정서 공급에 따라 요금, 정부 임대료와 관리 

요금을 냅니다. 

2. 소유지나 소유지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건물에 관해서 모든 비용의 구조적인 유지비와 

수리나 유사하게 재발하지 않는 종류 자본의 비용을 냅니다.   

3. 임차기간 동안, 세입자가 방해받지 않고 소유지에서 평화롭게 유지하고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Quickies: Dos and Don'ts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DOs 할 것 

1.  임대주가 될 수 있는 사람과 한 논의나 협상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친구와 동반합니다. 

2.  임차서가 서면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를 위해 임차 협정서 예를 “임차 협

정서”부분를 보십시오.) 

3.  임대주의 임대차 계약 협정서를 집으로 가져와 철저히 읽으십시오. 임대나 부동산에서 기

꺼이 해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것을 주장합니다. 

4.  다음으로 임차서에 언급되는 요점을 유의하십시오: 

a. 전술한 사항 – 정확히 서술되어 있습니까?  

b. 임대주와 세입자 –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까? 

c. 임대차 계약의 기간 – 임차서가 유효할 정해진 기간이 맞습니까? 

d. 임차료 – 기록되어 있는 액수가 자신이 동의한 액수와 같습니까? 만약 더 높다면, 

임대주가 동의한 낮은 수치로 하겠다고 말한다 해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매 2 년마다 법적으로 임대주가 현재 임차료에서(임대차 계약에 기록된) 

특정한 비율에 한해서 인상하도록 허용합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 지불해야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요금, 관리비와 다른 비용들을 지불해야되는지 

확인해야됩니다. 보통 세입자는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와 전화비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습관에 따라 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e. 수리 – 본인의 책임인 수리와 임대주의 책임인 수리의 내용이 분명합니까? 

일반적으로 본인은 막힌 배수관등의 간단한 결함만을 책임집니다; 외부와 주요 내부 

수리는 임대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f. 세입자의 다른 의무들: 임대차 계약의 일부분에 쓰여진 세입자의 의무 목록들을 특히 

주의깊게 읽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거나 소란행위나 골칫거리를 

끼치지 않는다고 쓰여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가 소유지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꽤 흔한 일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조항들을 동의하고 

이후에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이것들을 어긴다면, 임대주가 본인에게 이사해야하는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계약을 지킬 수 없는 조항들은 동의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임대주에게 임대차 계약에서 그 문장은 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가 그것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정된 

조항이나 문장들이 임대주와 세입자 두명 모두에게서 서명되었음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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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친구들과 거처를 함께 쓰고 싶다면, 본인이 전대하도록 허락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주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가 

세입자들 중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한,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과 관계 

없이, 임차협정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임대료를 내고 협정서의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맡고 싶지 않다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협정서에 서명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임대주에게서의 분명한 협정서 없이 

전대하거나 소유지를 나누거나 새로운 구성원이 세입자로서 추가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항을 지우고 여백에 서명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6.  “숨겨진” 지불금이 있는지 경계하십시오. 본인이 “할증료”나 ”보증금”이 적용되는지, 뿐만 

아니라 임차를 할 때 많은 액수의 비용과 유지비나 보안 보증금을 내야하는지 특별히 조심

하십시오.  

7. 협정서에 임대차 계약이 법률 제정과 특히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주와 세입자 (합동)의 

법령에 의해 좌우되지 않지 않는다는 것이 쓰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8. 거처에 가구가 갖춰져있을 때, 임대주가 제공한 모든 가구와 반고정 세간의 상세한 물품 

목록과 그들의 수리 상태를 적습니다. 두개의 물품 목록 복사본을 만들고 하나는 임대주에게 

보냅니다. 

 

DON'Ts 하지 않을 것 

1.   읽지도 이해하지 않하지도 않고 아무 곳이나 서명합니다. 

2.   오로지 임대주의 구두 확약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임대주가 토지를 소유하는지 물어볼 것을 잊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서 임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시, 그의 합법적인 위치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Source of information： 

1. GovHK (http://www.gov.hk)          
(Read the Copyright Notice at GovHK - http://www.gov.hk/en/about/copyright.htm)  

2. Estate Agents Authority (http://www.eaa.org.hk/)  
3.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omepage (http://www.hku.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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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thers 其他 
 

租金包括：冷氣機三部、雪柜、洗衣機、煮食爐、抽油煙機、熱水爐各壹部 (保養及維修) 
 
** 以上例子只供參考。** 
** Exampl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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