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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츠포드 교육청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학생 프로그램 담당 직원 ( International Program Staff Information ) 
 

Elizabeth Cho-Frede, 국제학생프로그램 담당 매니져 
전화: 604-851-4585 / 604-852-2366 (내선: 1259) 

비상시 연락처: 604-613-3813  

팩스: 604-504-7629 

이메일: elizabeth.chofrede@abbyschools.ca 

 
Rose Mann, 홈스테이 담당 
전화: 604-851-4585 / 604-852-2366 (내선: 1266) 

핸드폰: 604-613-1265, 팩스: 604-504-7629 

이메일: rose.mann@ abbyschools.ca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전화: 

핸드폰: 

이메일:  

 
 

프로그램담당 사무실직원 :  
        International@abbyschools.ca   일반문의 

        International.finance@abbyschools.ca  홈스테이비 지불문의 

International.medical@abbyschools.ca             의료관련사항문의 

 전화: 604-851-4585 

 팩스: 604-504-7629    

 
국제학생 리에이죤 (ISL) :  ISL의 연락처는 각 학기의 시작에 제공될 것입니다. 

 

긴급연락처 (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 
 

 

국제학생 프로그램 24시간 긴급 연락처 604-217-1917 
 (화재, 의료 및 범죄관련 사항은 911로 연락) 

 
학생이나 홈스테이 가정에서 911로 연락한 경우 혹은 여타의 긴급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제학생 프로그램 긴급전화 604-217-1917로도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전하지않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혹은 어떠한 징후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국제학생 프로그램 

긴급전화로 연락주십시요. 담당자와 통화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드립니다. 

 
정규 근무시간(8:00-4:00) 중 긴급연락이 필요한 경우, 국제학생 프로그램 직원에게 연락주십시오 

mailto:International@abbyschools.ca
mailto:International.finance@abbyschools.ca
mailto:International.medical@abbyschool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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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생을 위한 교육청 홈스테이 지침과 기대사항 

 
이 핸드북은 각 학생이 성공적인 홈스테이 경험을 하도록 지침과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주제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와 홈스테이 관련해서 다른 질문이 있는 경우 학생들은 홈스테이 패밀리 홈스테이 

가이드라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더 많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이 국제학생동의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사용된 언어로 인한 차이가 있을 경우 국제학생동의서가 이 

핸드북의 우위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캐나다 애보츠포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Canada and our Abbotsford 
community!) 어떤 학생에게는 이번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경험일 것입니다.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기위해 노력하는 도전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캐나다가정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초대받는 것은 영광이며, 홈스테이 경험은 소중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문화교류와 영어 환경에 통합되는 경험이며, 지역 공동체내의 가정들과 국제학생들의 삶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에서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대사항과 학생과 부모님이 갖는 홈스테이 

경험애 대한 기대사항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있고 전문적인 직원들로 구성된 저희 지원팀은 홈스테이 학생들과 홈스테이 가정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것 입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쟁점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쟁점사항들은 학생들과 홈스테이가정간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학생은  

 
• 도착 전에 홈스테이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게 됩니다. 

 

• 홈스테이경험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받게 됩니다. 

 

• 도착 후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석하게 됩니다. (국제학생프로그램핸드북 제공) 

 

• 국제학생프로그램담당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 24시간 긴급연락처를 받게됩니다. 

 
 
홈스테이 학생의 책임사항 (Homestay Student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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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로그램 학생 참여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꼭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생이 지켜야할 의무를 포함하며, 저희는 모든 학생이 

이러한 각자의 의무를 다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솔직하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기를 기대하며,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동함으로서 홈스테이부모님과의 관계는 상호 신뢰, 의사소통 및 유대감을 바탕으로한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홈스테이 학생인 여러분은 홈스테이 가족의 일원으로 다음과 같은 홈스테이 가정의 규칙들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모든학생들은 

 
1. 모든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인물품이나 애완동물도 존중합니다. 
 
2. 홈스테이 집과 집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주의하여 다루고 사용해야합니다.  

 
3. 홈스테이 부모님이 가정의 규칙과 기대사항을 써 줄 것입니다. 

 

4. 친구나 손님을 초대할 때는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전에 홈스테이 부모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집에 놀러 온 

친구를 홈스테이 부모님께 소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5. 외출시 홈스테이 부모님께 어디에 누구와 가는지, 언제 집에 올 계획인지,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의 

연락처를 홈스테이 부모님께 알려 주어야 합니다. 

 

6. 여러분의 방을 항상 최대한 깨끗이 정돈하여 사용해야합니다. 

 

7. 홈스테이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고 지불하는 경우, 홈스테이비를 제 날짜에 지불해야합니다. 

 

8. 여행, 여가활동, 휴대폰, 의료비를 포함한 개인 비용이나 부수비용 즉, 치약, 디오드란트, 샴푸나 헤어 

제품같은 개인 위생용품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9. 요청이 있을 시 홈스테이 평가서를 작성해야합니다. 

 

10. 모든 애보츠포드 교육청 홈스테이 프로그램 정책과 절차들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스테이코디네이터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홈스테이부모들이 성공적으로 

홈스테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는 오랜기간동안 청소년 및 가족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또한 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보츠포드에 지내실 동안 학생과 

부모님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홈스테이 가정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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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가정 (Host Families) : 우리는 학생이 애완동물 또는 자녀들이 있는집을 선호하는지 또는 

없는집을 선호하는지 등의 학생들의 가정에 대한 선호사항 맟추려고 노력합니다. 홈스테이 가족 또한 

학생들이 그들의 가정에 잘 맞는지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선호도는 항상 서로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원하는 학생과 지원시기에 따라 가장 잘 맞는 홈스테이가정을 연결시킬 

것입니다. 애보츠포드(와 캐나다)는 다문화공동체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캐내디언은 오랜 시간에 거쳐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캐내디언은 세계 도처에서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홈스테이 가정의 문화나 민족성 또는 그들이 양쪽부모가 다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홈스테이가정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친근하며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환경을 

제공해야된다는 저희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잘 맞출 수있는지를 바탕으로 홈스테이가정을 선택합니다. 일단 

해당학생을 위한 홈스테이가정이 정해지면, 홈스테이가정의 민족성문제, 홈스테이가정에 양쪽부모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유무 여부에 대해 학생부모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홈스테이가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홈스테이가정은 국제홈스테이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사전선별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든 승인된 홈스테이가정은 높은 기준과 기대치 및 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은 홈스테이 가정의 책임사항들과 프로그램의 기대수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스테이 

안내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홈스테이는 가족입니다. (Homestay Is About Family) 
여러분의 홈스테이가정은 여러분이  가능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가족의 구성원처럼 대할 것이며, 우리는 여러분이 그들을 여러분의 임시부모님처럼 대하기를 기대합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교류하고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길 바랍니다. 가족의 일부가 되려고 하지 않고, 홈스테이를 잠 

만 자고 방 만 이용하는 호텔처럼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홈스테이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록 여러분과 그들의 유대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해안되는 사항에 관해선 홈스테이 부모님에게 

질문하면 홈스테이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들의 가정에서 잘 적응할 수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홈스테이가정의 관습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의 홈스테이 생활패턴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취침시간, 기상시간, 등교시간, 저녁식사시간등입니다. 

 
 

 
 

http://www.google.ca/imgres?q=mexican+family+canadian+airport&hl=en&safe=active&biw=1600&bih=763&tbm=isch&tbnid=hNdMwwKmOT7yjM:&imgrefurl=http://blogs.montrealgazette.com/2012/04/13/photo-of-the-day-april-13-2012-deported-mexican-mothers-happy-reunion-at-montreals-trudeau-airport/&docid=LtDhlREgUpmN_M&imgurl=http://postmediamontreal.files.wordpress.com/2012/04/pmc12_0413_ortiz_03mt.jpg&w=620&h=560&ei=_Z4uUICABaXciQLkzIEg&zoom=1&iact=hc&vpx=706&vpy=272&dur=247&hovh=213&hovw=236&tx=136&ty=100&sig=114177027800639591601&page=1&tbnh=129&tbnw=135&start=0&ndsp=31&ved=1t:429,r:10,s:0,i: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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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기간 (Adjustment Time) 
어떤 학생들에게는 첫 몇주일동안이 그리고 간혹 몇달동안이 지내기에 매우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홈스테이가족간에 명료하고 진솔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가정으로 입주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 가정이 전혀 낮선사람과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지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홈스테이가족은 여러분께서 그들의 가정에 지낼 동안 가족일정, 관습, 

습관, 가정규칙, 기대사항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사항과 호불호 및 성가시게하는 일들에 대해서 홈스테이 가족과 정중하고 솔직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은 빠르게 적응할 수도 있고, 반면 어떤 학생들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낼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의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의 고립상태는? 

  

•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킴 

• 심한 향수병 

• 새로운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음 

• 슬픔/외로움 

• 불안/좌절감 

• 문제에 집착 

•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신경쓰지 않음 

• 평소답지 않은 행동 또는 이상한 행동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홈스테이부모님과 상의하고, 만일 그래도 이해할 수없다면 여러분의 국제학생 

리에이죤 (ISL)과 상의하십시오. 언어때문에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의 ISL이  통역을 도울겁니다. 또한 학생과 

홈스테이부모님께서 홈스테이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홈스테이 문제 및 변경요청 (Homestay issues and request for changes)  
일단 학생이 도착하고 나면, 홈스테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홈스테이가정에도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몇 주 또는 몇 달동안은 학생들과 홈스테이가족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있기때문에 부모님이나 에이전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홈스테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합니다. 고국에 계신 부모님들 조차도 첫 몇 주 동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거나, 그들의 전통음식 및 전통관습을 그리워합니다. 이 

어려운시기를 홈스테이가족을 비난하거나 홈스테이가정을 변경하는 이유로서 사용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학생, 홈스테이부모, 친부모, 에이전트, 또는 외부인이 호스트가정내의 갈등사항에 대한 보고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그 학생이 어디에서 왔던, 학생 및 부모님의 사정이 어떠하든, 에이전트가 학생의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합니다. 

 

모든 경우에 저희들은 불만사항이나 문의사항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홈스테이 

코디네이터와 연락할 수 있는 ISL과 의논하거나 학생이 직접 홈스테이 담당직원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ISL은 담당 학교내에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이 첫번째로 

의논 할 수있는 직원입니다. 에이전트나 부모님들은 통상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교육청에 연락을 합니다.   

 
우선 저희 직원이 학생을 만나서 여러 관련사항을 확인한 후에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홈스테이가정에 어떻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만일 문제가 



Revised: 2020. 12   Korean Translation 

 5 

심각하면 그 문제에 대해 홈스테이가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위해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홈스테이가정에 직접 전화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때로는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학생, 홈스테이가정, 그리고 언어지원이 필요하면  ISL로 구성되는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오해나 언어 장벽 

때문에 발생합니다. 회의때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는 모든 관련자에게 이 상황을 풀 수 있게 의견 및 조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 문제에 따라 1내지 2주후에 추가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다른 문화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모든 관련된 분들의 

지원이 필요하고이런 어려운 시점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의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은 홈스테이를 바꾸기를 원하거나 또는 홈스테이가정에서 그런 특정 학생과 지내기를 

원치 않을때는, 학생을 위해 가장 원만한 방법을 찾기위한 홈스테이 이전 결정이 내려집니다. 

 
학생이 옮긴 두번째 집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가 찾거나 기대하는 것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는 상황을 파악해서 에이전트나 

부모님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때문에 홈스테이가정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는 문제가 되는 행동의 목록과 다음 홈스테이에서는 행동을 잘 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행동 

계획서를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 그리고 학생의 에이젼트에게 보내어 알릴 것입니다. 

 

홈스테이 변경 (Changing Homestay)  
홈스테이 변경을 원할 경우 적어도 2주 전에 홈스테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패밀리 홈스테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사/통보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서류보관 (Documents) 
여권과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지갑이나 백팩에 소지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홈스테이 가정 규칙 (Homestay House Rules) 
모든 학생들은 프로그램 규칙과 홈스테이 규칙을 제공받게 됩니다. 홈스테이규칙은 학생의 나이와 

호스트가정에 따라 다릅니다.  

홈스테이가정규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규칙들은 특정 가족들이 학생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이해시켜 

줄것입니다. 참고로 홈스테이 규칙목록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는 홈스테이 가정 

규칙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또 프로그램에 적합한지를 확인 하기위해 검토합니다. 학생들은 의사소통, 

집안일, 귀가시간, 세탁, 방, 화장실에 관련된 규칙을 존중해야합니다. 학생이 지속적으로 홈스테이가정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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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으면 홈스테이부모님은 홈스테이 코디네이터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홈스테이부모님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동안 임시부모님이며 여러분을 돌보아주실것입니다 

 

 
의사소통 및 홈스테이 보고 (Communication and HS reporting) 
저희 프로그램은 서로간 많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모든사람들이 

여러 상황에서의 기대수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부모는 홈스테이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저희들 직원과 의사소통을 할 것입니다. 홈스테이가정이 그들의 학생과 문제가 있다면 

홈스테이부모님이 홈스테이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예로는학생이 프로그램규칙 

또는  홈스테이가정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학교에 지각하거나, 학교나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거나,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거나, 방해되는 행동을 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 시민은?  (What is a Canadian?) 
캐나다는 다문화국가이기 때문에 캐나다인이 무엇인지 문화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동의하는 캐나디언답다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우리는 질서와 조직을 

원한다. 우리는 정직하다, 우리는 다문화이다, 휼륭한 정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우리는 규칙을 좋아한다. 

우리는 공손하고 적절한 예의를 지킨다. 우리는 미소짓고, 다른사람을 존중하고, 낯선사람을 도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점잖은 운전자들이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다른사람이 하는 것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여러분의 홈스테이가정은 여러분이 캐나다인 문화에 융합할 수있도록 이러한 기대치에 부합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찰과 응급요청 (Police and Emergency People) 
캐나다에서 경찰과 응급팀은 매우 신뢰도가 높고, 전세계적으로도 최고로 인정됩니다. 모든 법집행관들은 

매우 잘 훈련받았으며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법률을 잘 따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집행에 있어서 공평하게 

대접받고, 상황이나 경제력등의 영향력에 근거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든 법이나 경찰업무를 

위반할때 경찰은 항상 법의 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의미하며 교육청 직원이나, 홈스테이부모님 또는 

친부모님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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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Chores) 
캐나다가정에서는 모든사람들이 서로를 돕습니다. 거의 모든 캐나다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직업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매우 바쁩니다. 캐나다가족들은 가사일을 하는데 외부도움을 받거나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고, 

부모들이 직접 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가사일의 일부를 맡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홈스테이부모님은 집안에서 여러분이 맡아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저녁식사 (Dinner Time)  
저녁식사시간은 일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쁜 가족이나 학생들에게는 때때로 이시간이 함께 

식사하면서 그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하루 중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4번은 

학생들이 가족과 같이 저녁식사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생활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입니다.  학생이 저녁식사를 같이할 수 없다면 반드시 홈스테이부모님의 허가를 

받고, 언제 집에 귀가할지를 말해야합니다. 

 
식사 (Meals) 
홈스테이에 있는 동안 영양가있는 세끼의 식사와 간식이 매일 제공됩니다. 여러분에게 간식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것 입니다. 식사시간에 돕는 것은 여러분이 참여해야 할 집안 일에 속합니다. 

홈스테이부모님는 여러분에게 식탁은 어떻게 차리고 치우는지, 식사 후 정리정돈할 때 어떻게 도와야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홈스테이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점심싸는 방법 및 재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 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점심을 싸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했을 때 식료품 쇼핑을 같이가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을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배가 고프다면, 

홈스테이부모님께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배고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캐나다인의 식사는 홈스테이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 태도이나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때는 반드시 홈스테이부모님께 알려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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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특별활동 및 파티 (Socializing, Activities and Parties) 
캐나다에 쇼핑과 파티 문화는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캐나다 부모들은 방과 후 그들의 자녀들이 특별활동 및 

스포츠로 바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학생들은 쇼핑몰이나 파티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애보츠보포드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특별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활동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홈스테이가족이나 ISL 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십시오. 팀이나 클럽 또는 

조직에 가입하는 것도 현지인들과 만나는 최상의 방법증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귀가시간 (Curfew) 
모든 학생들은 밤에 귀가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주중에 학교가는 날과 주말에 지켜야할 각각의 귀가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홈스테이 부모들은 주말 귀가시간에 대한 지침으로 각학년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러분이 10학년이면 귀가시간은 10시, 여러분이 11학년이면 11시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중에는 숙제가 있거나 집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기때문에 더 일찍 귀가해야합니다. 

 

 
홈스테이 부모님과 학생간의 의사소통 (Communicating: Host Parents and Students) 
학생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반드시 홈스테이부모님에게 알려줘야하며 귀가시간까지 

집에 도착해야합니다. 또한 친구들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도 홈스테이 부모님에게 알려줘야합니다. 

 

 
예절 (Manners) 
캐나다인들은 예의 바른 행동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홈스테이가족에게 

여러분의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중 한가지는 공손하게 행동하며 그리고 식사를 준비할때, 여러분을 

위해 친절한 일을 할때 그리고 시내구경시켜줄 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린이들이 있을때 

http://www.google.ca/imgres?q=seven+oaks+mall&num=10&hl=en&biw=1600&bih=763&tbm=isch&tbnid=K_93JV2R6BroUM:&imgrefurl=http://www.facebook.com/shopsevenoaks&imgurl=http://profile.ak.fbcdn.net/hprofile-ak-ash2/41799_115505329944_1016838784_n.jpg&w=180&h=180&ei=TuI7UMzLLKO8igLn2YCIAw&zoom=1&iact=hc&vpx=579&vpy=218&dur=940&hovh=144&hovw=144&tx=78&ty=81&sig=102701469448364037647&page=2&tbnh=135&tbnw=135&start=29&ndsp=37&ved=1t:429,r:16,s:29,i:216
http://www.google.ca/imgres?q=abbotsford+recreation+centre&um=1&hl=en&rlz=1T4ADRA_enCA364CA475&biw=1600&bih=763&tbm=isch&tbnid=V12v7dBuvdyUAM:&imgrefurl=http://www.yellowpages.ca/bus/Canada/Abbotsford-Recreation-Centre/24451.html&imgurl=http://cdn.ci3.yp.ca/13945338ab_f.jpg&w=440&h=330&ei=peM7UKbPMOPhiwKl_YHwAw&zoom=1&iact=hc&vpx=851&vpy=143&dur=126&hovh=194&hovw=259&tx=122&ty=110&sig=102701469448364037647&page=1&tbnh=121&tbnw=161&start=0&ndsp=32&ved=1t:429,r:4,s:0,i:82
http://www.google.ca/imgres?q=teen+curfew&um=1&hl=en&rlz=1T4ADRA_enCA364CA475&biw=1600&bih=763&tbm=isch&tbnid=YfhVAadYRzLVkM:&imgrefurl=http://parenting.kaboose.com/age-and-stage/teen-conversations-curfews.html&imgurl=http://parenting.kaboose.com/img/guide_curfew_rdax_65.jpg&w=234&h=175&ei=J-Q7UI-NK4joiwKAl4GYDw&zoom=1&iact=hc&vpx=640&vpy=173&dur=766&hovh=140&hovw=187&tx=90&ty=82&sig=102701469448364037647&page=1&tbnh=131&tbnw=175&start=0&ndsp=32&ved=1t:429,r:3,s:0,i: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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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내어 안녕이라고 인사도 건내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홈스테이가정에 

손님이 방문할때도 어색하고 쉽지않더라도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잠깐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홈스테이하우스도 가정이란 점을 명심하고 가족생활에 맞추어 적응하고 배우도록 해야합니다. 

 
휴대폰 (Cell Phone) 
모든학생들은 반드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야합니다. 가격이 적당한 기본음성 및 문자기능만 있는 폰이나 

데이타기능을 갖춘 폰을 구매하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구매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지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플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폰이 고장나거나 혹은 제때 전화비를 지불하지 

않아 전화가 끊기면 홈스테이부모님은 홈스테이프로그램에 보고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다시 폰이 

작동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연락할 

것입니다. 휴대폰은 모든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일 뿐아니라 폰이 없으면 안전에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은 와이파이나 앱이 없더라도 작동이 가능한 음성 및 문자기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자물쇠, 열쇠, 비빌번호, 및 경보장치 (Locks, Keys/Codes and Alarms) 
모든 학생들의 방문은 키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출입할 수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홈스테이 

부모님은 학생에게 문을 열 수있는 키나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합니다. 여러분이 방을 떠날 때는 항상 문을 

잠가둬야합니다. 홈스테이부모님은 비상시나 방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여러분의 방에 

들어갈 수있는 키를 보관할 것입니다. 또한 홈스테이 부모님은 집에 들어갈 수있는 키나 비빌번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키는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빌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집에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집에 아무도 없을때 외출시 경보장치를 지정하는 법과 집에 들어올때 알람을 

해제 시키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방과 주변 청결 유지 (Keep Your Room and Areas Tidy)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관리해야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용하고있는 방이나 

화장실을 청소 해 주지 않습니다. 홈스테이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번씩 방을 꺠끗이 치우고 있는지 혹은 

세탁물은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 옷들과 소지품은 잘 정리정돈하는지 체크할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방을 치울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http://www.google.ca/imgres?imgurl=http://www.totalcellphonerepair.com/wp-content/uploads/2012/12/phones.png&imgrefurl=http://www.totalcellphonerepair.com/&h=217&w=308&tbnid=ckEoZDP6ti3e8M:&zoom=1&docid=RL36fY_QN8QH1M&ei=D36IVeT6LdHZoATzrYSQAg&tbm=isch&ved=0CEEQMygQMBA


Revised: 2020. 12   Korean Translation 

 10 

       
 

실시간 통신 (Live Streaming) 
페이스타임, 왓츠앱 그리고 기타 실시간 통신앱은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주요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고국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통신 시간을 

조절해야합니다. 그들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온라인 대화하는데 소비하면, 새가족과의 유대관계증진, 

향수병치유, 적응시간단축등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국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실시간 

통신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호스트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방에서 조용히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밤이든 아침이든 통화시간을 적절한 시간동안으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나 기기들을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호스트 부모님은 자신들의 컴퓨터를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지 못하게 지침을 받습니다.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호스트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합니다. 그들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가족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마십시오. 그들 모르게 음성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찍지 마십시오.  

  

 

 
인터넷 사용시간 (Internet Time) 
인터넷 사용시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청소년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공부하거나 

유익한 활동을 하는대신에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학교생활 및 친구간의 교제에 문제가 된다면, 홈스테이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인터넷사용시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밤 늦게까지 또는 아침 일찍부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면을 방해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한 홈스테이가족에게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홈스테이부모님은 홈스테이담당자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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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지원 (Rides and Transportation) 
홈스테이부모는 자신들의 차로 교통편을 제공해야합니다. 교통편이 필요한 경우 학생은 홈스테이 부모님과 

미리 상의하십시오.  단, 홈스테이 부모님이 항상 태워다 주거나 데리고 올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교통편 제공을 위해 정해진 일상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홈스테이 

부모님은 무리가 되지 않은 한 학생에게 교통편을 지원해 줍니다. 일주일에 두 세번이 적당할 것입니다. 만일 

홈스테이 부모님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어린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을 학교까지 못 태워 줄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부의 홈스테이가정은 학교에서 도보로 3km이내거리에 있습니다. 홈스테이가정이 있는 구역에 속하는 

학교가 아닐경우 스쿨버스를 타고갈 수 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경우 시내버스패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만일 

학생이 학교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본인이 버스패스를 구입해야합니다. 

 
특별활동, 외출 및 여행시 허가 (Permission for Activities, Outings and Travel) 
특별활동이나 여행시 홈스테이 부모님과(또는) 국제학생프로그램담당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때때로 

홈스테이부모님은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추가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은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혼자 결정을 내리실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여기에 

수반된 위험성이나 저희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애보츠포드 밖에서 열리는 모든 콘서트나 이벤트 참석이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행사 입장권이나 여행 티켓을 

구매하기 전에 여러분과 홈스테이 부모님은 반드시 홈스테이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 참석 허락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가족동반외출  (Outings) 
학생들은 문화적 경험과 학업성취를 위해 애보츠포드에 옵니다. 그러므로 홈스테이 부모님께서는 학생이 

관심있어 하는 곳에 가끔 함께 외출해서 학생들이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홈스테이 

프로그램에서는 홈스테이 부모님이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학생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홈스테이 부모님께 학생이 자신의 관심사항을 알려드려 자신 뿐 아니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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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여행 (Day Travel) 
프레이져밸리지역 : 많은 학생들의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프레이져밸리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칠리왁, 랭리, 써리 그리고 미션까지는 보호자 없이 당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홈스테이부모님의 허가가 필요하며, 함께 여행하는 친구들의 이름과 목적지를 알려주어야하며, 또한 

연락할수있는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레이터 밴쿠버지역 : 보호자없이 그레이터밴쿠버지역을 당일여행할 수 있는 나이제한은    

 15세이상입니다. 15세미만의 학생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자가까운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보호자 없이 그레이터밴쿠버지역을 벗어나서 여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박 (슬립오버)…….친구집에서 자려고 할 때 확인할 것들 (Overnights (sleepovers)) 
만일 학생이 친구집에서 잘 계획이라면, 반드시 홈스테이부모님에게 해당가족의 이름, 그들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정보를 알려주어야합니다. 홈스테이부모님은 상대편 가족에게 슬립오버가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 할 

것입니다. 

 
애보츠포드지역밖에서 슬립오버 

애보츠포드지역 밖에서 슬립오버를 햐려고할때는 반드시 홈스테이부모님과 부모님의허가를 

받아야합니다.홈스테이 부모님이 슬립오버에 필요한모든 사항을 확인한 후 여러분 부모님의 서면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홈스테이 부모님은 슬립오버시 그 곳에 있는 어른에게 연락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부모님이 이러한 절차를 밟기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이메일로 친부모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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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United States (U.S.) Travel) 
모든 학생들이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 및 미국비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장기체류학생은 캐나다 입국 후에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바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되면 밴쿠버에 있는 미국영사관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대략 4주에서 6주정도 소요됩니다.   

 

미국 방문을 희망할 경우, 학생들은 반드시 본국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홈스테이부모님과 

부모님이 주고 받은 여행날짜와 여행 세부사항이 기록된 이메일을 통해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반드시 본국부모님이 보내 주신  여행자 보험을 소지하거나 여기에서 미국 여행 보험을 구입해 소지해야 

합니다.  

 

 
 

부모님, 가족의 방문 (Visiting Parents and/or Family Members)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애보츠포드를 방문시에는 직접 지역호텔숙박시설을 예약하여 머물러야합니다. 

   

 
 
스포츠팀 및 정규 활동 (Sports Teams and Organized Activities) 
애보츠포드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있는동안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면 학교 활동을 추천합니다. 댄스, 수영, 

스케이팅, 무술등의 활동은 학교밖 지역사회 클럽에 가입해도 되지만, 하키, 축구, 야구와 같은 

지역사회스포츠팀에 가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를 위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홈스테이가정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http://www.google.ca/imgres?q=peace+arch+border&start=73&num=10&hl=en&safe=active&biw=1600&bih=763&tbm=isch&tbnid=9v2CLRLpbxgIIM:&imgrefurl=http://tinglingtastebuds.blogspot.com/2009_06_01_archive.html&docid=J8PDgMd4agdIPM&imgurl=http://1.bp.blogspot.com/_SXEOKduk4gs/SkLaijpmd6I/AAAAAAAABmE/RaCI0_3Qf0c/s400/peace%2Barch.jpg&w=400&h=300&ei=Gp0uUJPOKbDoiALMlYGIAg&zoom=1&iact=hc&vpx=719&vpy=363&dur=28&hovh=194&hovw=259&tx=119&ty=63&sig=114177027800639591601&page=3&tbnh=138&tbnw=186&ndsp=40&ved=1t:429,r:12,s:73,i: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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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활동 (High Risk Activities) 
위험 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홈스테이부모님은 반드시 부모님의 허가를 메일로 받아야합니다. 

부모님께서 허가를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여러분이 모든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국 부모님은 

위험의 정도를 모르거나 저희프로그램의 정책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겨울활동, 산행등의 활동은 반드시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런 활동에는 스키, 스노우보드, 튜빙, 리프팅, 카약, 트램폴린(개인용 및 공원), ATV, 보트, 

야외암벽등반, 그레이터밴쿠버를 벗어난 지역여행등이 포함됩니다. 부모님께 허가를 구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포함하고 있는 이메일 양식이 홈스테이 부모님에게 제공됩니다. 

 

  
 
의료혜택 (Medical Coverage) 
모든 국제학생들은 애보츠포드에 거주기간에 따라 Guard.me 개인 보험 또는 MSP를 통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습니다. 의료보험에 관한 정보는 오리엔테이션때 전달받으며 혹시 여러분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면 

홈스테이부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처방약 (Medications) 
교육청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처방 약물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보츠포드 도착 후에도 계속 약을 

복용해야한다면, 지원신청서에 보고되었어야합니다. 만일 도착 후에 처방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처방 약물은 홈스테이부모님에 의해 안전한 곳에 보관,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예방 조치로 비처방약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홈스테이부모님에게 

어떤약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서,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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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Hygiene) 
개인위생은 캐나다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사람들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가정은 여러분이 좋은 위생상태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샤워하고, 머리감고, 

양치질해야합니다. 또한 외출자켓 및 코트를 포함하여 여러분의 의복을 자주 세탁해야합니다. 홈스테이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주 또 언제 세탁을해야하는지 말씀해 주실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몸냄새 

제거를 위해 데오드란트 사용하는것을 고려하셔야합니다. 만일 향수를 사용한다면, 너무 강하게 많이 

사용하여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홈스테이가족은 향수/코롱 등에 

앨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 (Bathrooms) 
화장실은 여러분의 나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카나다 화장실 사용법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은 

쑥스러운 일일수 있습니다. 여기 유익한 몇가지 화장실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 
 

 변기: 모든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변기를 통해 배출됩니다. 

변기의 뒷쪽에는 제한된 양의 물이 채워진 탱크가 있습니다. 변기에 너무 많은 배설물이 있으면 적절히 

배수가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변기에 화장지를 버리지 않으나 여기는 화장지를 변기에 

버립니다. 여러분은 한번 물내려서 얼마나많은 화장지를 처리할 수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는게 필요합니다. 

두번 물을 내려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기에 화장지나 배설물외에 다른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밖에 다른 것은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여성용품은 화장지에 잘 싸서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화장실 휴지통이 

가득차면 백에싸서 집밖에 있는 대용량의 쓰레기통에가져다 버리십시오. 변기에 너무 많은 배설물과 휴지를 

버리면 적절히 배수되지 않고 변기가 막힐 수있습니다. 그러면 변기에 물이 차오르면서 바닥으로 넘칠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그것을 모른체 하시면 안됩니다. 막힌곳을 뚫기 위해서 플런져라는 배관청소용구를 

사용하거나 홈스테이 부모님께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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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런져(배관청소용구) : 플런져는 손잡이 끝에 흡착판이 달려있는 봉으로 이루어진 도구이며, 변기나 

싱크대가 막혔을때 뚫기위해 사용합니다.막힌 곳을 뚫는 작업은 주변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만일 변기에 너무 

많은 물이 차있다면 청소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바구니로 변기내 내용물을 옮겨 담아야합니다. 그런다음 

플런져를 변기구멍에 밀착시키고 밀착을 유지한 상태에서 손잡이봉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공기압력을 불어 

넣어야합니다. 20초 정도 계속 이 일을 해야합니다. 이후 플런져를 떼어내면 막힘이 없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경우 계속 변기배수손잡이를 누르지 마십시오. 물수위가 내려갈때까지 10분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유트브에서 막힌 변기를 어떻게 뚫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변기가 넘쳐 흘렀다면 바로 

넘친 물을 닦아내거나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마루바닥과 주변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여러분은 고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샤워: 많은 학생들은 본국에서 무한정 뜨거운 온수가 나오는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캐나다가정에서는뜨거운물을 저장하는 어른키보다 작은 물탱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위의 사진 참조) 당신이 

화장실을 같이 사용한다면 홈스테이가족구성원의 일정에 맞도록 샤워 또는 목욕시간을 계획하십시오. 

캐나다인들은 하루에 한번 목욕 또는 샤워를 하고 또한 물을 아껴 사용합니다. 샤워 혹은 목욕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탱크안에 다음 사람을 위한 뜨거운 물이 

부족해집니다(위의 사진 참조). 10분 이상 샤워를 해서는 안됩니다. 캐나다샤워실에는 샤워실문이나 커튼이 

있습니다. 만일 샤워커트이 설치되어있다면 항상 커튼을 욕탕 안으로 두어서, 욕탕안 배수구로 흐르게하고 

바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해야합니다. 만일 물이 바닥을 적셨다면 즉시 바닥을 닦아서 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합니다. 

 

 

  
 

샤워후 정리 
샤워후에는 항상 화장실을 깨끗히 정리해 놓아야합니다. 바닥과 카운터는 물기가 없는지, 세면대에는 치약이 

묻어있지 않은지, 변기를 내렸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같은 집에 있는 다른 

가족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캐다나에서는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 청소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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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전기 그리고 물 (Heat, Electricity and Water) 
캐나다는 기온이 덥지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높기때문에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집 온도를 20도이상(화씨 

70-72도) 유지하지 않습니다.겨울에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집안에서조차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양말 또는 

슬립퍼을 신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춥다고 느끼면, 우선 낮에는 옷을 더 껴 입고(양말이나 스웨터), 

밤에는 이불을 더 덮으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춥다고 느끼면 홈스테이부모님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및 마약 (Alcohol and Drugs) 
주류와 모든 종류의 대마초 제품들은 19세 미만에게는 불법이며, 대마초를 제외한 모든 마약종류는 나이에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나 대마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을수 있지만,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제품들을 구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애보츠포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생들이 책임감 있고 합법적인 선택을 하도록 여러차례 강조하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약이나 음주를 하는 학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프로그램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제적되는 경우, 프로그램비 환불을 받을 수 없으며 여려분의 학업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니, 본인의 행동과 그 행동이 여러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애보츠포드 국제학생 프로그램에는  마약과 음주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학생동의서에 따르면 어떤 종류이든 마약 또는 주류를 사거나.팔거나 소지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약과 주류 관련한 어떤 활동에든지 연루된 학생은 국제학생 프로그램으로부터 즉시 

제적됩니다.  

      
흡연 그리고 전자담배 흡입 (Smoking and Vaping) 
캐나다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이 담배나 전자담배용품을 사는 것은 불법입니다. 캐나다인들은 흡연자에게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흡연자가 있는 홈스테이 가정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거주하는동안 

홈스테이가정에서 당신의 흡연 또는 전자담배 흡입을 한다면 흡연자를 허용하는 자신만의 홈스테이 가정을 

찾아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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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초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 (Disruptive and/or Inappropriate Behaviour)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이 홈스테이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공손하고 절제된 매너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홈스테이 비용 지불 (Homestay Payments) 
거의 모든 부모님은 저희들의 홈스테이 지불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래면 저희 오피스에서는 여러분의 

홈스테이부모님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일부 학생과 그들의 부모님은 홈스테이 부모님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 경우 해당 학생과 에이전트에서는 매달 1일 또는 그전에 

홈스테이부모님에게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부모님은 홈스테이 담당자의 허가 없이 

홈스테이비용외에 다른 것을 청구할 수없습니다. 만일 홈스테이 가정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 확인을 위해 담당인터내셔날어시스턴트에게 말해야합니다. 

 
은행계좌 (Bank Accounts)  
홈스테이 부모님은 학생이 즉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본인들은 해당계좌의 은행카드를 사용합니다. 

 

 
현금 (Cash) 
여러분은 큰액수의 현금을 지니고 다니거나 방에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만큼 은행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현금을 찾아쓰시기 바랍니다. 큰 액수의 현금을 소지하는것은 여러분과 홈스테이가정의 안전상 

위험이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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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에 대한 보험 (Insurance for Personal Belongings) 
학생의 개인 물품이 분실되거나 손상 혹은 도난당했을 때 대부분 홈스테이 가정의 주택 보험의 정책상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화재시 혹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때 학생의 물건이 손상되거나 도난 당한경우에도 

주택보험정책에따라 홈스테이학생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개인물품이 가치가 높고, 고가인경우,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한 개인보험을 직접 가입해야합니다. 

 

 
예산관리 (Budgeting) 
어떤 학생은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학생의 부모님께서 그일을 

대신해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학교 준비물, 개인용품, 휴대폰비 및 여가활동비를 제외하고 월얼마를 

사용해야할 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쇼핑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꼭 필요한 돈을 낼 수없다면, 저희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홈스테이에서 제공하는 식사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돈을 지불해야합니다. 홈스테이가정은 기타 다른 추가 사항에 대해 돈을 지불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들의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식사와 홈스테이환경외에 다른 것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홈스테이에서 해서는 안될 일들 (No in Homestay) 
교육청의 홈스테이학생으로서 여러분은 여기에 있을동안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자신의 애완동물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홈스테이가정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일을 해서도 안되며, 운전을 해서도 안됩니다. 

 
문제대처 (Trouble Coping) 
어떤 학생들은 가정이나 친구과 멀리 떨어져 있을때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학교 및 가정생활이 

청소년에게는 힘이 들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동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도울수도 

있고 혹은 필요하다면 다른사람을 연결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불편사항 (Feeling Uncomfortable?) 
홈스테이집,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려야합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저희 프로그램 직원, 선생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학생프로그램은 24시간 비상연락처가 있고, 지역경찰, 소방서, 그리고 앰블란스는 911로 연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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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프로그램지원 (Program Support) 
애보츠포드국제프로그램은 BC 주에서 학생별 담당스탭율이 최고로 높은 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위해서 홈스테이 가정, 학교, 카운셀러, ISL, 

사무실 직원 및 행정요원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을 지원하기위해 저희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 (See You at School) 

이 안내서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들은 여러분이 애보츠포드에서 홈스테이에 빨리 적응하여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을 

만날 것 입니다. 여러분이 도착한 후 몇주동안은 저는 모든 새학생들을 여러분의 학교에서 만날 것입니다. 

만일 홈스테이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자주 학교를 방문하므로 담당 ISL 에게 요청하여 저와 미팅을 할 수 

있고, 또는 직접 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곧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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