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 student 8 – finest student accommodation in Melbourne”
Le student 8- 최초의 멜버른 학생 숙소
Pay the price for student accommodation; and enjoy hotel facilities and services
적절한 가격으로 다양한 호텔 시설과 서비스를 즐기세요
Long and short term accommodation options available
장, 단기 숙소제공
FREE Facilities
호텔 내 무료 시설
Student centre with internet café and printing facilities
인터넷 카페, 프린트 시설이 제공됩니다. * (요금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Communal kitchens and laundries
공동 주방, 세탁시설 제공* (요금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Outdoor area, gym, swimming pool, barbeque & courtyard
넓은 정원, 헬스 클럽, 야외 수영장, 야외 바비큐 시설
Recreation room with widescreen TV, pool table & table tennis
넓은 스크린 텔레버젼, 당구장과 탁구장이 있는 레크레이션 시설
24 hours security swipe & access
24시간 안전 보안 시스템 작동으로 출입가능
24 hour reception and dedicated student service team
24시간 안내 데스크와 친절한 학생관리 직원 팀
Free use of vacuum cleaners & irons
무료 청소기와 다리미 제공
Free fortnightly room clean
2 주에 한번씩 무료 방 청소
Free shuttle bus to City and select educational facilities (Mondays- Fridays)
주중 (주말 제외)에 무료로 운영되는 시티, 대학들로 가는 셔틀버스 제공

Walking distance to public transport (bus, tram and train)
도보로 가능한 대중교통 (버스, 트렘, 트레인)

Room Facilities
침대, 티비, 책상, 샤워시설이 제공되는 방
Our studio rooms are light, modern and stylish. Choose from single (single bed) and double
(double bed) studios. Beautiful refurbished, all rooms include a:
현대식으로 지어진 호텔 방. 싱글 침대 또는 더블 침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호텔방은
Flat screen TV
평면 텔레비젼
Bar fridge, microwave and air conditioning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Bed, writing desk, chair and built in wardrobe
침대, 책상, 의자, 옷장
Private ensuite shower & toilet
방에 배치되어 있는 샤워, 화장실, 세면대
*telephone & internet Wi-Fi usage*- charges apply
전화기, 무선인터넷 제공(요금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2017’s price, starting from $275.00 per week/ per single studio room
2017년 가격은 싱글 방 주당 $275불로부터 시작합니다.
Enquiry or apply online via our website www.lestudent8.com
각종 문의 사항이나, 지원을 하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lestudent8.com 로
Contact Us
문의주세요
Le Student 8
205 Bell Street, Preston, VIC 3072
+61 3 9485 0100
Email: info@lestudent8.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