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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As a homestay student, you are taking part in an interesting and exciting adventure. You are not 
alone. Hundreds of other students have been or are currently involved in homestay. As well, many people are 
available and eager to help you in this special time: your teachers, homestay coordinator, and above all, your 
homestay family. 

환영합니다! 홈스테이 학생 여러분은 이제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한 모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명의 다른 학생들도 예전에 또는 현재 홈스테이 생활에 참여하고 있어요. 

또한 교수진, 홈스테이 담당자, 홈스테이 가정 등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Homestay is your home away from home! 

홈스테이는 집을 떠난 여러분을 위한 또 하나의 집입니다!  

 For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to live and learn together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살고 배우기 

 Practice your English outside of the classroom daily 

강의실 밖에서도 매일 영어 연습하기 

 Experience Canadian culture and life 

캐나다 고유의 문화와 생활 체험하기 

 Share your country’s culture and life with your Canadian family 

본국의 문화를 캐나다 가정과 공유하기 

 Form long-lasting international friendships 

오래도록 지속될 국제적인 우정 형성하기 

 

 
 

 
What to expect 

기대치 
It helps to have clear expectations and to evaluate whether they are realistic and reasonable. What do you 
expect and want from the experience and from the people in your life?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경험과 

생활 체험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지요? 

 
It is essential to consider what you can do for your host and not simply remain preoccupied with what the host 
can do for you. 

홈스테이 가정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Some Misconceptions                                                                

몇 가지 오해들 

 Canada is glamorous and everyone is rich, just like in the western movies. 
In fact, you will probably be living in a middle-class home with a family that is neither rich nor poor. 

캐나다는 화려하고 서양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모두가 부유하다. 

사실, 여러분은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 가정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Canadian families are all white and have a mother and father. 
In fact, Canada is quite multicultural an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families. 

캐나다인은 모두 백인이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이다. 

사실,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The family will be spoiling you, with the mother devoting much of her day to making your life easier. 
In fact, family members will cherish their time with you but they have their own lives to lead. 

홈스테이 가정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내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이다. 

사실, 홈스테이 가정은 시간을 할애해 주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들 가정의 생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The homestay will be like a hotel. 
In fact, you will have your own room but will be sharing all the other facilities. 

홈스테이 생활은 호텔과 같을 것이다. 

사실, 혼자 사용할 침실이 주어지겠지만 가족들과 생활 공간을 같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Meals will be like in a restaurant. 
In fact, meals tend to be hurried and quite casual. 

식사는 레스토랑과 같이 나올 것이다. 

사실, 식사는 단시간에 조리할 수 있는 간단한 종류일 것입니다. 

 You will be the only homestay student in the household. 
In fact, often more than one student will be living with the family. That may be an advantage, as it 
gives you somebody with whom to share your experiences. 

나는 홈스테이 가정의 유일한 학생일 것이다. 

사실, 홈스테이 학생은 한 명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Homestay is a convenient spot to wait while you search for another place to stay. 
In fact, by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 homestay and signing the homestay contract, you are 
committed for the whole semester, unless there ar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홈스테이는 정착할 곳을 찾는 동안 잠시 머무를 편리한 장소이다. 

사실, 홈스테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해진 학기 동안은 홈스테이 가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Your family provides 

홈스테이 가정에서 제공하는 사항 

 
1. Airport Pickup and Dropoff 

공항 마중과 배웅 

 Your family will pick you up at the airport upon arrival and drop you off when you depart. 

홈스테이 가정은 여러분의 캐나다 도착시 마중과 출국시 배웅을 해 줄 것입니다. 

 Send your detailed flight schedule to your family and Homestay Office as soon as your air tickets are 
booked; The Homestay office will send you the information about your family, their address,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캐나다행 항공을 예약한 후 홈스테이 가정과 홈스테이 담당 사무실에 항공 스케줄을 보내 주세요; 

홈스테이 담당 사무실에서는 홈스테이 가정의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보내 줄 

것입니다. 

 Keep your host family’s phone number with you. In case of flight change or delay, phone your family 
right away. 

홈스테이 가정의 전화 번호를 적어 두세요. 항공편이 변경되거나 연착되면 바로 홈스테이 가정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Accommodation 

숙박 

 You will have your own private bedroom with a window, bed, desk, desk lamp, dresser and closet. 

여러분에게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침실이 주어지는데, 방에는 창문, 침대, 책상, 조명등, 

서랍장 및 옷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Your family will provide clean bedding, towels, hand soap and toilet paper. You will buy your own 
shampoo, shower gel, toothpaste, cosmetics, etc.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깨끗한 침구류와 수건, 비누, 화장지 등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샴푸, 목욕 

용품, 치약, 화장품 등은 각자 준비해 주세요. 

                                                                                                    



3. Meals 

식사 

 Your family will provide 3 meals a day, 7 days a week. You will be expected to prepare your own 
breakfast and lunch. The host will prepare dinner for you most times. 

홈스테이 가정은 주 7일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도시락은 스스로 

준비하시고, 저녁 식사는 대부분 가정에서 준비해 줄 것입니다. 

 Your family will usually have snacks available for you.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대부분 간단한 간식 거리를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Breakfast: A typical weekday breakfast may consist of toast, cereal, juice, coffee, tea, or milk. 
Remember: Ask for assistance initially in preparing breakfast and lunch.  Watch what other people do as 
well. 

아침 식사: 평일 아침 식사는 주로 식빵, 시리얼, 쥬스, 커피, 차, 우유 등으로 구성됩니다. 

유의 사항: 아침 식사와 점심 도시락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Lunch: On school days, you will take a bagged lunch to school. Family will show you where the food is so 
that you can pack your own lunch. Usually lunch is a sandwich, cookies, fruit, or leftovers in a plastic 
container. 

점심 식사: 등교일에는 학교에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도시락을 각자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음식 재료가 있는지 알려 줄 거예요. 보통 점심  

도시락으로는 샌드위치, 쿠키, 과일, 보관된 음식 등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가면 됩니다. 

 Dinner/Supper: This is usually the big meal where all the family will try to eat together and it’s usually 
served between 5 and 7 o’clock. It’s sometimes rushed, because family members may have events to 
attend in the evening. 
Remember:  If you are not going to be home for dinner, let your family know in advance. 

저녁/ 정찬: 저녁 식사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가급적 모든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외출 약속이 별도로 있는 경우 서둘러서 간단히 준비해 줄 수도 있어요. 

유의 사항: 저녁 식사 시간까지 집에 오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가정에 알려 주세요. 

 The food may be very different from what you have at home. 
Remember: Trying new foods is part of the homestay experience. Occasionally, you may volunteer to 
cook a home meal for your host family. However, don’t try to cook for yourself regularly. 

음식의 종류는 고향 집에서 먹던 것과 아주 다른 종류일 수도 있어요.  

유의 사항: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은 홈스테이 경험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때로는 홈스테이 

가정을 위해 집에서 즐겨 먹던 음식을 직접 요리해 보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자주 

혼자만을 위한 요리를 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요. 

 
 
 
 
 
 



 

 If you have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you should offer your hosts more money to help with such 
expenses. 

만일 특별 식단이나 식이 요법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식단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lways volunteer to help with preparing food, setting-up the table, and cleaning up after meals. 

음식 준비와 식탁 차리기, 식사 후 설겆이 및 정리 정돈은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Family Activities 

가족 활동 

 Your family will invite you to join in their activities, e.g. going to church, eating out, movies, bowling, 
swimming, and a weekend trip to a farm or close-by city. If you decide to join them, you are responsible 
for the extra expense if there is any. 

홈스테이 가정은 여러분을 교회, 외식, 영화, 볼링, 수영, 농장 견학, 또는 근교 여행 등 가족 활동에 

초대할 것입니다.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If the family offers to pay for you, it is polite for you to offer to pay for something else. For example, 
they might offer to pay to take you to a movie and you could offer to pay for the popcorn and drink. If 
they take you on a weekend trip and they pay your costs, you could offer to pay for a meal, a treat, or a 
souvenir. 

홈스테이 가정에서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보답해 주는 것이 예의이겠지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영화 비용을 지불해 준다면 여러분은 팝콘과 음료를 사준다던지요. 만약 

주말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가정에서 비용을 부담해 준다면, 식사나 선물, 기념품 등으로 보답해 

주는 것도 좋아요.  

               
 
 



 
5. English at Home 

집에서 영어 사용하기 

 Your host family is prepared to help you learn English. They are happy to assist you with pronunciation, 
sentence structure, grammar exercise, listening to your presentation, and more. 

홈스테이 가정은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발음, 문장 

구조, 문법 연습, 발표 연습 등을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Your host family may be from another country and can speak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However, 
they will be committed to speaking English when you are around. 

홈스테이 가정 역시 다른 나라 출신일 수도 있고,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는 영어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There may be another student living with you who speaks your language. However, you will be 
committed to speaking English at home as well, unless needs arise to explain something. 

여러분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같은 가정에 거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홈스테이 가정에서도 서로 영어를 사용해 주세요.  

 Don’t spend much time locked away in your room, studying, or chatting online with your friends and 
families. 

너무 장시간 동안 방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본국의 친구나 가족들과 온라인 대화를 하지는 않도록 

해주세요. 

 If you have friends over, please speak English. Do not sit and talk in your language with your friends 
when you are with your host family. 

친구가 방문하는 경우 영어로 대화해 주세요.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친구와 

모국어로 대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Dinner is a socializing time.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are home for dinner. Don’t be quiet during 
meals. Use the time to talk as much as possible. Don’t be afraid to ask them to speak slowly 
or repeat something. 

저녁 식사는 친교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저녁 식사 전까지는 집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도중 너무 침묵을 지키지 말고, 가능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 주세요. 천천히 또는 다시 한 번 더 말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세요.  

                                              
          



Tips on Canadian Culture 

캐나다 문화에 대한 도움말 

1) General Etiquette in Canada: 

캐나다 생활에서의 예의: 

 Hold the door open for someone behind you.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 주세요. 

 When visiting someone’s home, take your shoes off at door and remove any hats. (Always 
remove your shoes when you enter your host family’s home!)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현관에서 신발과 모자를 벗어 주세요. (홈스테이 

가정에서도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어 주세요!) 

 If you smoke, you should ask where to smoke when you are in someone’s home. More likely, 
it’s outside the house, even in winter. 

흡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담배를 피워도 되는 장소를 물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한겨울일지라도 집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It is polite to say “Good morning” when you see family members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when you are going to your room say “Goodnight”, don’t just get up and leave. 

아침에 일어나 가정의 일원을 마추치면 “굿모닝”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저녁에 잠자러 갈 때에는 일어나서 그냥 들어가기 보다는 “굿나잇” 인사를 해주세요. 

 If you make a mistake, it is expected that you will admit to it and apologize.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좋아요. 

 If you bump into somebody, say “Sorry” or “Excuse me”. 

누군가와 부딪쳤을 때에는 “쏘리” 또는 “익스큐즈 미”라고 말해 주세요. 

 In Canada, lines and waiting your turn are normal. 

캐나다에서는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Unless you know a person very well, you shouldn’t ask about the person’s age, financial 
status, the cost of their clothes or personal belongings, their religious beliefs, etc.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의 나이, 경제적 상황, 소지품이나 의복의 가격, 

종교 등에 대해 묻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2) Table Manners: 

식탁 예절: 

 Food is generally passed around the table. Don’t reach over somebody to grab food. Ask 
others to pass it to you. 

음식은 식탁에서 서로 건네주도록 되어 있어요. 음식을 집기 위해 다른 사람 너머로 손을 

뻗지 말고, 그것을 건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아요.  

 
 
 
 



 Canadians avoid waste by only taking what they will eat. It is better to take a second helping 
than to take a lot of food and not eat it all. 

캐나다인들은 먹을 만큼만 음식을 덜고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덜어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것 보다는 먹을 만큼 덜어간 후 부족하면 한 번 더 덜어 가는 것이 

좋아요.  

 It is polite to wait until everyone is seated before we start eating. 

식사를 시작하기 전 모두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좋아요. 

 Burping out loud is inappropriate and it is polite to say “excuse me” when it happens. 

큰 소리로 트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실수를 했을 때에는 “익스큐즈 미”하고 말해 

주세요.  

 It is considered rude to talk with food in your mouth. 

입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예의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3) Families in Canada: 

캐나다의 가족: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families in Canada: there are families with two parents, 
one parent, no children, many children, same sex parents, and parents from different origins, 
e.g. East Indian, Japanese, South Korean, Filipino, South American, African, etc. 

캐나다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다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무자녀, 다자녀, 

동성 부부도 있고, 인디아, 일본, 한국, 필리핀, 남미, 아프리카 등 서로 다른 국가 출신의 

부부도 있어요. 

 Often in two-parent houses, both parents work outside the home; this means that both 
parents participate in household chores. 

부부가 같이 사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같이 집안일을 나누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any couples live together and have children without getting married.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Children are encouraged to be independent and express themselves. 

자녀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솔직하게 의사 표현을 하도록 교육 받습니다. 

 



 Many children move out once they have completed school. 

많은 자녀들이 고등 교육을 마치면 집을 떠나 독립합니다. 

 It is important to show the same respect to your host mother as your host father. 

홈스테이 가정의 엄마와 아빠를 똑같이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Pets: 

애완 동물: 

 56% of Canadian families are estimated to have at least one dog or cat. 

56% 의 캐나다 가정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any Canadians believe their pets are part of the family and treat them as such. Please do 
not disrespect your homestay family’s pets or treat them poorly. Never kick at a pet. 

많은 캐나다인들은 애완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가족으로 대해 줍니다. 

홈스테이 가정의 애완 동물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세요. 절대로 애완 

동물을 발로 차면 안돼요. 

 If you don’t like a pet coming to your room, simply explain to your family and have your door 
closed. 

애완 동물이 방에 들어 오는 것을 원치 않으면 홈스테이 가정에 양해를 구하고 방문을 

닫아 두면 됩니다.  
 
 
 
 

 
 
 
 
 
 



Living with Your Family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House Keys and Alarm System 

집 열쇠와 보안 장치 

 Your host family will give you a house key when you arrive and show you how to open and lock the 
door. Make sure you try it a couple of times. 

여러분이 도착하면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집 열쇠를 주고 문을 열고 잠그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꼭 여러 번 열고 잠그기를 연습해 보세요. 

 Many families have a house alarm system. They will let you know the pin number and how it works. 

많은 가정에 보안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비밀 번호와 작동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Be careful when using the alarm system. Make sure you fully understand how to use it. 

보안 장치를 작동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작동 방법을 완벽하게 연습해 두세요. 

 Make sure you lock all the doors and close all windows when you leave the house. 

집을 나설 때에는 반드시 창문을 모두 닫고 문을 잠가 주세요. 

 
 

Transportation 

교통 

Most students use the city bus to get to and from school. Your host family will show you the schedules, 
routes and where your stops are. They will take the city bus with you at least once and point out 
landmarks along the way. If you are in Regina for more than one month, it’s cheaper and easier to buy a 
monthly bus pass. With a bus pass, you can ride the bus as much as you’d like during that month.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하교시 시내 버스를 이용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버스 시간표, 노선, 

정류장의 위치 등을 알려줄 것입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주요 지형 

지물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한 달 이상 리자이나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월 단위로 버스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월 단위로 정기 승차권을 구입하면 해당 월 동안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마음껏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Remember it is not your host’s responsibility to drive you places. They may offer to give you a ride 
occasionally, and you can accept. 

홈스테이 가정에서 학생을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간혹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면 그 때에는 받아 주어도 좋아요.  

 Using a taxi everyday can become very expensive! 

매일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비싸겠지요! 

 Be careful where you wait for the bus. There are certain areas of the city that are unsafe to walk, and 
your homestay family will let you know about these areas. 

버스를 기다릴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걸어서 가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지역도 있으며, 

홈스테이 가정에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 알려 줄 것입니다. 



 If your host family has an extra bicycle, ask them if they would lend it to you. Please educate yourself on 
the proper safety gear and rules of riding your bike with traffic in Regina by visiting the following 
website http://bicyclesafe.com. Bicycle accidents are quite common; please wear a helmet every time 
you ride a bike. Make sure you have a good lock and secure the bicycle all the time. 

홈스테이 가정에 여분의 자전거가 있다면 빌려 줄 수 있는지 부탁해 보세요. 다음 웹사이트 

http://bicyclesafe.com를 방문하여 안전 장비를 갖추고 리자이나의 교통법을 준수하여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품질이 좋은 자물쇠를 구비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 

하세요.                                                                                                                                                                 

                                                                                                                                                                                                                                                                                                                                                                                                                                   
Laundry 

세탁 

 Canadian families normally use a laundry machine to wash their clothes, instead of washing by hand. 
They use clothes dryers, instead of hanging it on a clothes line. 

캐나다의 가정에서는 대부분 손빨래보다는 세탁기를 사용하여 의복을 세탁합니다.  그리고 

빨래줄에 옷을 널어 말리기보다는 건조기를 사용합니다. 

 Ask your family if you should do your own laundry, or the family will include your laundry with theirs. 
If you are expected to do your own laundry, your host family will show you how to use the laundry 
machine and dryer. 

홈스테이 가정에 빨래를 직접 해야 하는지 또는 세탁을 가정에서 같이 해 줄 것인지 물어 보세요.  

본인이 직접 빨래를 하는 경우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Don’t use the dryer or washing machine for only one or two items. Make sure there is a full load.  
Don’t overload it either, or it won’t circulate properly. 

세탁기나 건조기를 사용할 때에는 한두 개의 옷만 세탁하지 마시고,  일정량을 모아서 

세탁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으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Most people do laundry once a week.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합니다. 
 

 
 
 
 

http://bicyclesafe.com/
http://bicyclesafe.com/


Bathroom 

욕실 

 Bathrooms in Canada may be very different from the ones in your home country. 

캐나다 가정의 욕실은 본국의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You are expected to keep the bathroom that you use clean and tidy.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사용해 주세요.  

 Bathroom floors should not have drains, so keep the water in the basin and in the bathtub or shower 
stall. 

욕실의 바닥에 배수구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세면대, 욕조, 샤워실 밖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사용해 주세요. 

 Ask your homestay family how long you can shower; typically, a 10-15-minute shower is acceptable. 

When you are showering, keep the shower curtain inside the tub, otherwise, there will be a huge 

amount of water on the floor. Don’t take late-night showers as everyone else is asleep.  One shower 

per day is the norm. 

홈스테이 가정에 얼마 동안 목욕을 해도 되는지 물어 보세요; 대개 10-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을 할 때에는 목욕 커튼을 욕조 안으로 두어 물이 욕실 바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늦은 시간에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목욕 횟수는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Remove all loose hair from the bottom of the sink or the tub before leaving the bathroom, and put it 
in the garbage can. 

욕실을 사용한 후에는 세면대나 욕조의 머리카락 등을 주워 휴지통에 넣어 주세요. 

 Flush toilet paper down the toilet; however, do not put garbage, sanitary napkins, nor Kleenex 
(tissues) down the toilet as it will plug! 

휴지는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세요; 하지만 생리용품이나 미용화장지(티슈) 등의 쓰레기는 

변기에 버리면 배관이 막힐 수 있으니 변기에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Smoking, Drinking and Drug Use 

흡연, 음주와 약물 사용 

 

Smoking 

Our hosts do not allow smoking inside their homes. Many of our hosts have an allergy or a strong aversion to 
smoke or have asthma irritated by smoke. Even if you smoke inside your own room, or in the bathroom, the 
odor permeates all articles in the house and smoke stains walls. Most of our hosts allow you to smoke outside. 
Ask your hosts where you can smoke outside of the house. When you smoke outside of the home, don’t leave 
your cigarette butts lying on the ground, put them in a separate bag and ask your host where to put them. 
Smoking in enclosed public places is against the law in Saskatchewan. 

흡연 

홈스테이 가정은 실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담배 연기에 대해 알레르기 및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연기로 인해 증상이 심해지는 천식 등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안이나 

욕실에서 흡연을 하면 악취가 주택의 가구에 스며들고 연기가 벽에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집 밖에서 

흡연을 할 때에는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리지 말고 별도의 봉투에 담아 지정한 장소에 버리도록 하십시오. 

사스캐추원에서는 개방되지 않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위법 행위입니다. 

 
Drinking 

You must be 19 years of age or over to purchase or drink alcoholic beverages. In all cases, never bring any 
alcohol into your home without the permission of your hosts. As it is with smoking, Canadians have become 
quite sensitive to the dangers of alcohol and excessive drinking will not be tolerated. Do not drink in your room 
without permission of your host family. Never drink alcohol before or while you are driving. Drinking and driving 
is a criminal offense in Canada. 

음주 

알콜성 음료를 구입하거나 마시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주류를 집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흡연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인들은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과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의 허가 없이는 방에서도 음주를 

하지 마십시오. 운전을 하기 전이나 운전 중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캐나다에서 음주 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If you smoke or drink inside the home without the family’s permission, at the discretion of the host, you may be 
asked: 

홈스테이 가정의 허락 없이 집안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 주인의 결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1) to pay a penalty of $50 each time, or 

2) to move immediately. 

1) 매회 50불의 벌금을 내거나, 또는 

2) 바로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Illegal Drug use 

The use of any illegal drug is strictly prohibited in your homestay family. Any student, regardless of age, who is 
caught using illegal drugs, will face disciplinary action by the ESL Office, which may include early dismissal from 
the program. The University of Regina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action that maybe brought against you 
because of illegal drug use. 

불법 약물 사용 

홈스테이 가정 내에서의 불법 약물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 없이 불법 약물 

사용으로 적발된 학생은 ESL 담당 사무실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리자이나 

대학교는 불법 약물의 사용으로 인해 학생이 받게 되는 그 어떤 법적 처벌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Telephone and Computer/Internet 

전화와 컴퓨터/ 인터넷 
 

 Here are three important guidelines about making phone calls: 

다음은 전화를 사용할 때 필요한 3가지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You must ensure that your phone calls will not disturb the family. Try to confine your calls to between 
8:30am – 9:30pm, including calls from your friends or family back home. You can ask your family what 
times are acceptable for calling and/or receiving phone calls. 

전화를 사용할 때 홈스테이 가족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고향의 친구나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9시 30분 사이가 적당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에 

전화 통화 시간대는 언제가 적당할지 의견을 물어 시간을 지켜 주세요. 

2) Use a calling card for long-distance calls. You can buy a calling card at several locations, for example, 
Prairie Confectionary (in Riddell Centre), Westar, Seoul Mart, or Wal Mart. If your family allows you to 
use their phone for long-distance calls, pay promptly after the bill arrives and arrange to reimburse 
them for the final bill that will arrive after you leave. 

시외 전화나 국제 전화는 전화 카드를 이용해 주세요. 전화 카드는 프레리 제과점(리델 센터 내), 

웨스타, 서울 마트 또는 월마트 등 여러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 집전화 

사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에는 전화 요금 청구서가 오는 대로 전화 비용을 주인에게 지불해 주고, 

이사한 후 청구서가 오는 경우 어떻게 전화 비용을 지불할지 미리 상의하기 바랍니다. 

3) Try to keep your calls to no more than 10-15 minutes. If you would like to have a special call each week 
with your family back home, try to work out a good time for all. 

전화 통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고국의 가족들과 매주 통화를 하기 

원하면 홈스테이 가정과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서로를 배려해 주세요. 

 
 
 
 
 
 



 

 If you would like to get a cell phone, your host family will let you know where and how to get one. Make 
sure that you give your cell phone number to your host family so that they can contact you in case of 
emergency. 

휴대 전화를 구입하기 원하면 홈스테이 가정에서 구입 장소와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휴대 

전화 번호는 홈스테이 가정에도 알려주어 비상시에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All host families have internet available for your use. This doesn’t mean that you have the right to use 
the family computer. Try to use your own computer or the computer labs at school as much as possible. 
If your host family is generous enough to let you use their family computer, please be respectful about 
how much time you spend on it and never download any new programs. Always save your own data on 
a CD or flash drive to protect your privacy and conserve their hard drive space. 

모든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소유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가능한 한 학교의 

컴퓨터실에 구비된 컴퓨터를 사용해 주세요. 홈스테이 가정에서 가족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경우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절하여 주시고, 절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임의로 

다운받아 설치하면 안됩니다. 본인의 자료는 시디나 휴대용 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하고,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홈스테이 가정의 하드 드라이브 저장 공간을 지켜 주세요.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 절약 

 Most families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environment and conservation. 

대부분의 가정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Turn the lights off when you leave a room. 

방을 나설 때에는 전기불을 꺼주세요. 

 Don’t let heaters or air conditioners run longer than necessary. 

온열기나 에어컨은 필요 이상으로 켜두지 마세요. 

 Close windows in winter time to conserve energy. 

동절기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창문을 닫아 두세요. 

 If you have a space heater in your room, always turn it off when you leave. 

방 안에 별도의 온열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을 나설 때에는 꼭 꺼주세요. 

 Regina has a city-wide recycling program; ask your host family what can be recycled and where to put 
them. 

리자이나 지역은 시에서 주관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중입니다; 홈스테이 가정에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과 수거 장소를 확인해 주세요. 

 
 
 
 
 



 
Boyfriends/Girlfriends 

남자 친구/여자 친구 

 You should ask in advance about having your boyfriend/girlfriend over. 

남자 친구/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전에 미리 홈스테이 가정에 물어 보세요. 

 Try to give good notice if it involves dinner as not enough food may be planned. 

음식을 미리 준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될지의 여부를 사전에 알려 주세요.  

 Don’t ever sneak the person into the house. 

절대로 주인 몰래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안돼요. 

 Rarely, host families will allow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to stay overnight, and many may not want 
the two of you alone in your room with the door closed. 

간혹,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자고 가도록 허용해 주는 홈스테이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문을 닫은 채로 둘만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 편입니다.  

 

 

 
Weather Concerns 

날씨 정보 

 The weather in Saskatchewan can be quite extreme. In the winter, temperatures can drop as low as -40 
degrees Celsius. There are also quite strong winds, which can lower temperatures even more. The 
average temperature in winter is usually around -20 or -30 degrees Celsius. 

사스캐추원의 날씨는 아주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거기에다 체감 온도를 뚝 떨어지게 하는 거센 바람도 불어요. 겨울의 평균 기온은 보통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정도입니다. 

 Because of the extreme cold, it is very important to wear proper clothing and stay inside as much as 
you can. 

극심한 추위에 대비하여 겨울에는 보온이 잘 되는 의복을 갖추어 입고 가능한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If you did not bring proper clothing, please ask your homestay family to help you by borrowing some 

warm clothes, or going to the store to purchase some. It is not your homestay family’s responsibility to 

buy you winter clothes. 

적절한 의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홈스테이 가정으로부터 보온이 되는 의복을 빌려 입거나 

의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세요. 홈스테이 가정에서 겨울 의복을 사줄 책임은 

없습니다. 

 Proper clothes include a warm jacket (longer is better), warm mittens, toque (winter hat), scarf, long 
thick socks, proper winter boots, and possibly thermal undergarments (such as long- johns). 

겨울철에 적당한 의복은 보온성이 있는 외투(긴 것이 좋겠지요), 따뜻한 장갑, 모자(겨울용), 

목도리, 길고 두꺼운 양말, 겨울 부츠, 그리고 보온 내의 (긴 바지 내복 등) 입니다. 

 
Safety and Emergency 

안전과 응급 상황 

 Upon arrival, please give your host family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contact your parents or another 
emergency contact person in case of emergency. 

홈스테이 가정에 도착하는 대로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과 기타 비상 연락처를 

홈스테이 가정에 알려 주세요. 

 Many host families work outside the home. Ask them how you can contact them in case of emergency. 
Most families will give you their work phone or cell phone number. Make sure you always keep the 
information with you.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족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상시 그분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 두세요. 대부분 직장 전화나 휴대 전화 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항상 연락처를 가지고 

다니세요. 

 Always let your family know if you think you’ll be late or if you will not be coming home. Make sure they 
have a telephone number where you can be reached.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박을 하게 될 경우 미리 홈스테이 가정에 알리고, 꼭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Some kitchen appliances can be dangerous, particularly if they are new to you. Always ask how to use 
them if you are not sure. 

부엌의 가전 제품은 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으니, 작동 방법을 잘 모르면 

반드시 사전에 사용법을 물어 본 후 이용해 주세요.  

 Learn what to do in case of a fire or flooding.  Familiarize yourself with smoke alarms. 

화재나 홍수시에 대한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 놓으세요. 화재 경보기의 위치도 미리 파악해 두세요.  

 If you are sick and cannot attend the class, contact your instructor by email. In an extreme emergency, 
such as an accident or hospitalization, please call the ESL Office at 306-585-4585 and leave a message. 

몸이 아파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강사에게 알려 주세요. 사고나 입원과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ESL 담당 사무실 전화 306-585-4585로 전화하여 메세지를 남겨 주세요. 

 



 

 If you need to see a doctor, ask your host family and they may be able to take you to a clinic. If 
applicable, you should also apply for a Saskatchewan Health Card to cover your healthcare costs (this 
does not include any medications that are prescribed by doctors).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 홈스테이 가정에 부탁하면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어요. 해당하는 경우 

치료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사스캐추원 의료 보험 카드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하는 약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If you feel that someone in your host family has been disrespectful of you, your culture or your religion, 
you can tell them that you feel uncomfortable. 

홈스테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문화나 종교 등을 존중하지 않는 일원이 있다면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Nooneinyourhostfamilyshouldeverbehavesexuallytowardyou.Explainto the person that you feel 
uncomfortable. If you feel a family member is behaving sexually toward you, speak to the Homestay 
Coordinator.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누구라도 여러분을 성적으로 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세요. 가족의 일원이 여러분을 성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홈스테이 담당자에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hen going out, always carry your host family’s address and phone number with you. 

외출시에는 홈스테이 가정의 주소와 전화 번호를 꼭 가지고 가세요. 

 If you don’t have a mobile phone, make sure you have a phone card or money to make a phone call.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 카드나 전화 비용을 가지고 다니세요. 

 Leave valuables at home if you don't need to take them with you. This includes jewelry, electronic 
equipment such as iPads and your passport. 

귀중품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 두고 다니세요. 귀중품이란 보석류, 여권 및 아이패드 등의 

전자제품을 의미합니다. 

 Don't carry large amounts of money with you. You can access your money at ATMs found in shops, 
supermarkets, petrol stations, shopping malls, bars, shop fronts and many other public places. 

많은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상점, 수퍼마켓, 주유소, 백화점, 주점 등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필요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Never hitch-hike. 

절대로 길에서 자동차 얻어타기는 하지 마세요. 

 It is all right to be impolite when a stranger makes you feel uncomfortable. If you feel you are in danger 
while outside, leave immediately and go to a nearby store or gas station where there are other people. 

불편한 행동을 하는 낯선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출시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된다면,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근처의 상점이나 주유소를 

찾아 가세요. 

 
 

 
 



 

Questions to Ask Your Family When You Arrive 

홈스테이 가정에 도착시 물어 보아야 할 질문사항 
 

1. What should I call you? (First name, Mr./Mrs./Miss) 

제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이름, 미스터/미세스/미스) 

2. What am I expected to do other than: make my bed, keep my room tidy, and keep the bathroom clean? 

침대 정리, 방안 정돈,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등 이외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3. What is the procedure for washing and ironing my clothes? 

세탁과 다림질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4. Where can I keep my shampoo, toothpaste, soap, etc.? 

개인용 샴푸, 치약, 비누 등은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까요? 

5. What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me to use the bathroom on weekday mornings and evenings? 

평일 오전과 저녁 시간에 욕실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6. What time are meals? How do I make my own breakfast and pack my own lunch? 

식사 시간은 언제인가요? 아침 식사와 도시락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7. Should I phone if I am going to be later than expected?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전화를 드릴까요? 

8. May I help myself to food and drinks (non-alcoholic) at any time or should I ask first? 

음식과 음료(비알콜성)는 언제든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먼저 물어 보아야 하나요? 

9. May I put up pictures, posters, etc. in my room? 

사진과 포스터 등을 제 방에 걸어 두어도 될까요? 

10. Where can I store my luggage? 

개인 소지품은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까요? 

11. May I invite friends over? 

친구를 집에 초대해도 되나요? 

12. May my friend(s) stay for supper? 

친구가 저녁을 먹고 가도 될까요? 

13. What are the rules about long-distance phone calls? 

시외 전화나 국제 전화 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지요? 

14. How late can I accept phone calls from family and friends? 

친구와 가족들과 전화 통화는 몇 시까지 하면 좋을까요? 

 
 
 
 
 
 
 
 
 



 
 

15. What bus/buses do I take to go to university? 

학교에는 어떤 버스를 타고 가야 하나요? 

16. Is there a bicycle I can use?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자전거가 있는지요? 

17. May I use the radio/stereo/TV/DVD player? 

제가 라디오/음악/티브이/영상 기계를 사용해도 될까요? 

18. Where can I open a bank account and obtain a client card? 

어디에서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19. Where can I obtain a Saskatchewan Driver’s License? 

어디에서 사스캐추원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20. Where can I obtain a Saskatchewan Health Card? 

어디에서 사스캐추원 의료 보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21. If I wish to be alone, do you mind if I go to my room and close the door? 

제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아 두어도 될까요? 

22. If you wish to be alone, how will you let me know? 

가족분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저에게 어떻게 알려주실 것인지요? 

23. May I drink alcoholic beverages in the house? 

집에서 알콜성 음료를 마셔도 되나요? 

24. How late can my friends visit in my room or in the recreational room?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제 방이나 놀이실에서 몇 시까지 있어도 될까요? 

25. Can a friend stay in my bedroom overnight? 

친구가 오면 제 방에서 자고 가도 될까요? 

26. How late in the day may I do my laundry? 

세탁은 저녁 몇 시까지 할 수 있나요? 

27. How should I lock the outside door/set the house alarm? 

어떻게 현관문을 잠그고 / 보안 경보기를 작동하면 될까요? 

28. What should I do in case of an emergency (fire, flood, accident, etc.)? 

응급 상황이 발생시 (화재, 홍수, 사고 등)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29. Are there any other house guidelines of which I should be aware? (i.e. How loud can I play my stereo? 
Can I wear shoes inside the house?) 

그 밖에 제가 알고 있어야 할 가정의 규칙들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음악은 얼마나 크게 틀어도 

되는지요?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있어도 되는지요?) 

30. How do you feel about my friends and I speaking our language in the house?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집에서 저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Tips for a Good Homestay Experience 

좋은 홈스테이 경험을 위한 조언 
 

Communicate! Communicate! Communicate! 

대화! 대화! 대화! 

• You can always talk with your homestay family and the Homestay Coordinator! No problem or 
question is too small. The more you talk to us, the more we can help you to have a better 
experience! 

언제든 홈스테이 가정과 홈스테이 담당자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 문제 없다거나 질문할 

것이 없다고만 하면 대화가 너무 짧게 끝나겠지요. 이야기를 많이 해 줄수록 저희도 여러분이 

더욱 멋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답니다. 

• Use body language; ask questions; be honest. 

신체 언어를 사용하고; 질문을 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 Give a copy of your class schedule to your host family. 

강의 시간표를 홈스테이 가정에도 알려 주세요. 

• If you are not sure about something, ask! Where do I keep my dirty laundry until it is washed? How 
do I clean the bathroom? Can I answer the phone when you are not in? 

무엇이든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물어 보세요! 세탁하기 전까지 빨래는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까요? 화장실은 어떻게 청소하면 될까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전화를 받아도 

될까요? 

• If your homestay family and you are not getting along, or there is a problem, talk about it if you 
can! A small problem can become a big problem if it isn’t talked about. If you talk about it with your 
homestay family, and there is still a problem, come see the Homestay Coordinator. 

홈스테이 가정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대화로 풀어 보세요! 작은 

문제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스테이 가정과 

대화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홈스테이 담당자를 만나러 방문해 주세요. 

 
 
 
 
 



Enjoy your Time 
시간을 즐기자 

 Don’t compare your friend’s homestay family, their lunch, bus route, etc. to yours.  Every situation 
is different.   Learn to appreciate what you have at your homestay family! 

친구들과 홈스테이 가정, 점심 도시락, 버스 노선 등을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상황이 서로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홈스테이 가정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 주세요. 

 Enjoy the bus ride to school. You could make lots of friends on the bus. 

학교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버스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요. 

 Eat enough food so that you are full and ask for seconds if you are still hungry. 

음식은 배부르게 충분히 먹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요청하세요. 

 Enjoy conversations with your homestay family. 

홈스테이 가정의 가족들과 대화를 즐기세요. 

 Bring your family photos and share them with your host family. 

여러분의 가족 사진을 가져와서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Make an Effort 
노력하자 

 Make an effort to socialize with your homestay family! Bring a small gift or souvenir from your 
home country as a nice gesture; help them make dinner; go for walks with them; join them when 
they run errands; watch TV together; include yourself in the conversation at dinner time; go 
swimming or running together. 

홈스테이 가족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성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고국에서 작은 

선물이나 기념품을 가지고 오세요; 저녁 식사 준비 도와주기; 가족들과 같이 산책하기; 심부름 

하기; 텔레비전 같이 보기; 저녁 식사 중 가족의 대화에 참여하기; 수영이나 달리기 같이 하기. 

 Be an adult; wake up by yourself; make your bed; clean your room once a week; clean the 
bathroom after you use it; clean up after yourself; make your breakfast and lunch; help with the 
housework AT LEAST once a week (dusting, vacuuming, etc); offer to prepare a traditional meal 
from your country once in a while. 

성인으로서 생활하세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기; 침대 정돈하기;  일주일에 한 번 방청소 하기; 

욕실 사용 후 청소하기, 주변 정돈하기; 스스로 아침 식사 준비하고 도시락 싸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집안일 도와 주기 (먼지 털기, 진공 청소기 돌리기 등); 가끔씩 본국의 전통 

음식을 요리해 주기 등. 

 

 

 

 

 

 

 



Be Polite 

예의를 지키자 
 Respect and be polite to your homestay family. Also remember, this is someone’s home, not a 

hotel; therefore, treat it like a home. Keep it tidy and neat, and help out when you are asked and 
when you are not asked! 

홈스테이 가족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주세요. 또한 이곳은 호텔이 아닌 누군가의 

가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정으로 대해 주세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해 주고, 

도움을 요청 받았을 때는 물론 요청받지 않았을 때에도 서로 도와 주세요! 

 Always say “Please” and “Thank you”. 

항상 “플리즈”와 “땡큐”라고 말하세요. 

 Don’t close the door of your room routinely. Doors tend to be left open unless you want privacy. 

방문을 너무 자주 닫아 두지 마세요. 사생활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은 항상 열어 두세요.  

 Speak clearly and a little more slowly than usual; avoid exaggerations. 

평소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천천히 말하세요; 과장은 하지 마세요. 

 Smiles, laughter and genuine warmth and caring are the same in all cultures. 

미소, 웃음,  진실하고 따뜻한 배려는 모든 문화의 공통점입니다. 

 
 

 
 
 
 
 
 

 



 
Culture Shock 

문화 충격 

 

Coming to a new country, you suddenly find that everything changes, from food to conversational patterns. You 
may experience a period of disorientation and anxiety. This is called Culture Shock. It occurs when two cultures 
clash within you. There are usually four stages. Looking in detail at each stage will help you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to you and be prepared for it. 

낯선 나라에 도착해서 음식부터 대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깨닫게 되면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문화 충격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일은 두 개의 문화가 서로 

부딪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증상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의 증상을 자세히 알아 보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증상을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tages of Culture Shock 

문화 충격의 단계 
1. The Honeymoon Stage: In the beginning, you are excited. Everything seems exotic and interesting. You 

feel all people are alike. You are quite positive that you will be all happy and successful. This is a 
honeymoon period, and lasts from several days to several weeks. 

허니문 단계: 처음엔 흥분된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것이 이국적이며 흥미롭지요. 사람들이 모두 

좋아 보이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허니문 단계라고 하며,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지속됩니다.  

2. Irritation and Hostility: As you settle in, however, the differences start to become annoying. Your 
support system from home has vanished. You are struggling in a new language, unable to express 
yourself clearly. Things that are taken for granted simply don’t occur. You probably feel anxious and 
helpless. You may want to flee or hide. This is the crisis stage! It often occurs about one month into your 
stay and it can last for up to three months. 

짜증과 적대감: 하지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문화의 차이가 점차 성가시게 느껴집니다. 

본국의 집에서 이것 저것 챙겨주던 일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언어와 씨름하면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연하게만 여겼던 일들이 이젠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안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도망치거나 숨고 싶어지지요. 이것이 위기의 단계입니다! 이 증상은 보통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나타나며 3달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Gradual Adjustment: Over time, without noticing it, you finally settle in. You have learned new social 

skills to adapt. Some cultural cues now begin to make sense, patterns emerge, some things can be 
predicted, some language is understandable, and some problems are being resolved. Homestay 
becomes fully enjoyable. 

적응 단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침내 적응하는 단계가 옵니다. 새로운 사회 

적응력을 습득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문화의 차이가 이해되면서 일종의 유형을 알고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언어에 대한 이해력도 생기면서 문제가 점점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홈스테이 생활이 

아주 즐거워지게 됩니다. 

4. Biculturalism: Now, you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function effectively in two different cultures. The 
local customs that were so unsettling months earlier are now both understood and appreciated. 

문화의 공존: 이제 여러분은 두 개의 문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적응하기 어렵던 현지의 문화가 이제는 모두 이해가 되면서 가치를 알게 됩니다. 

 
Major symptoms in relatively severe cases of culture shock 

문화 충격으로 인한 주요 증상 

 Homesickness 

향수병 

 Boredom 

권태감 

 Withdrawn: spending excessive amounts of time reading, seeing only people of own culture, avoiding 
contact with hosts 

퇴행: 너무 지나치게 독서만 하기, 본국 출신의 사람들만 만나기, 홈스테이 가족을 피해 다니기 

 Need for excessive amounts of sleep 

과도한 수면 욕구 

 Compulsive eating and/or drinking 

억제할 수 없는 폭식/음주 

 Irritability 

성격 과민 

 Exaggerated cleanliness 

결벽적인 청결 증상 

 Family tension and conflict 

긴장과 갈등 

 Chauvinistic excesses 

과도한 애국심 

 Stereotyping of host 

홈스테이 가정에 대한 고정 관념 

 

 

 



 

 Hostility towards hosts 

홈스테이 가정에 대한 적개심 

 Loss of ability to work/study effectively 

일/공부에 대한 능력 저하 

 Unexplainable fits of weeping 

주체할 수 없는 눈물 

 Physical ailments (psychosomatic illnesses) 

신체적인 질병 (심신의 질환) 

 

How to cope with Cultural Shock?  

어떻게 문화 충격을 극복할 수 있나요? 

 Remind yourself this is happening to others. 

이것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님을 유념하세요. 

 Remember that this isn’t your fault. It results from being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단지 낯선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You may feel others are learning English more easily. In fact, they probably aren’t. Everyone going 
through homestay feels these uncertainties, yet in the end, they do learn English.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쉽게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홈스테이 생활을 하는 모두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영어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void insulating yourself by being in places where only others of your own country hang out. 

본국에서 온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장소만 찾아다니는 스스로의 단절을 피하세요. 

 Be adventurous; do not just immerse yourself in your studies. You can learn from exploring, meeting 

new people, learning new customs, and eating new foods. 

모험을 즐겨 보세요; 학과 공부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탐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배워보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세요. 

 Manage stress! For example, exercise, relaxation, massage, yoga, and meditation. 

스트레스를 풀어 주세요! 운동, 휴식, 안마, 요가,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Take care of your health. Eat balanced meals and get sufficient rest, exercise regularly, and avoid 

excessive alcohol, tobacco, and drugs. Know what local foods you can or shouldn’t eat. Know where to 

get medical care.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지나친 음주와 흡연, 또는 약물은 금하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피해야 하는지 알아 

두세요. 의료 진료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세요.  

 

 

 



 

 Let go of home, for now. Keep contact through letters, phone calls, and email, but say goodbye so that 

there is at least a symbol of separation. 

당분간 집 생각은 하지 마세요. 편지, 전화, 이메일 등은 주고 받아도 되지만 이별의 상징으로 잠시 

작별 인사를 하세요. 

 Be realistic. Realize that there are no absolutes. Every culture, situation, and individual is unique. 

현실감을 유지하세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문화와 상황과 개인이 각각 독특합니다.  

 Talk to your host family or stop by the Homestay Coordinator’s office (South Residence 114), or Student 
Advisor (LI122).  Remember, we are all here to help you. 

홈스테이 가정과 대화하거나 홈스테이 담당자의 사무실이 있는 남부 기숙사 114호 (South 

Residence 114), 또는 학생 상담실(LI 122)을 방문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Homestay Program Damage Deposit Guideline 

홈스테이 프로그램 손해 보증금 안내 

1. All students are required to give a monetary deposit directly to the homestay host when they move in. 
This is to cover the cost of any damage done to the property by the student while they are living in the 
home. This payment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damage deposit. On average, damage deposits are 
$300; however, each host sets their own rates and this is stated in the house rules. 

홈스테이 학생은 입주시에 홈스테이 가정에 직접 보증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집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비용을 손해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손해 보증금은 300불입니다; 그러나 각 홈스테이 가정마다 액수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액수는 홈스테이 가정 계약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2. Students may also be held responsible for any damage caused by visitors (friends and family) that they 
have invited into the home. Funds from the damage deposit can be used for damage caused by other 
persons visiting the home at the request of the student. If any funds are used to repair damages while 
the student is still living in the home, then the student will need to replenish the security deposit 
amount to the original total. Example: If a family uses $30 from the original security deposit of $300 to 
make a repair, then the current damage deposit would be $270, and therefore the student would need 
to add another $30 to the damage deposit in order for the original amount of $300 to be restored. 

학생들은 홈스테이 가정에 초대한 방문객(친구나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에 방문한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 보증금을 사용해 

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홈스테이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홈스테이 가정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손해 보증금 300불 중 30불을 사용했다면, 현재 남아있는 손해 보증금은 270불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학생은 30불의 보증금을 더 지불하여 원래의 300불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3. Upon moving in, the student and family should inspect the bedroom and public areas for any existing 
damages (carpet stains, lighting, closets, etc.). Document any damages on the Walk-through Checklist 
and ensure both host and student sign it. 

입주하자마자 학생과 홈스테이 가정은 침실과 공동 사용 공간에 기존에 손상된 부분(카펫의 얼룩, 

전구, 옷장 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 명세표(Walk-through Checklist)를 작성하여 

홈스테이 가정과 학생이 같이 서명하십시오. 

4. The student should tell the host family about anything that needs repair or replacement due to normal 
use, such as replacing a light bulb that has burned out. This should be documented on the Walk-through 
Checklist. 

학생은 오래 쓴 전구 교환 등과 같은 일상적인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검사 항목 명세표에 작성해야 합니다. 

5. Several days prior to moving out, the students should thoroughly clean their bedroom and show it to 
the host family. This will allow the host family to inspect the room and let the student know if there is 
anything further that needs to be done. 

학생은 이사 나가기 며칠 전에, 침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홈스테이 가정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홈스테이 가정은 방을 점검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학생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6. On the actual date the student moves out, the damage deposit should be returned to the student 
unless a claim of damage is being made. 

이사하는 당일에 학생은 손해 보증금이 쓰이지 않았으면 그 돈을 환불받게 됩니다. 

7. If there is damage, the host family will contact the Homestay Coordinator to make a damage claim. 
Damage claims must include pictures of the damage and an estimate of the cost to repair that damage. 
All damage claims are assessed and granted by the ESL Office. Decisions of damage are final and 
binding.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홈스테이 가정은 손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홈스테이 담당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손해 보상 청구서에는 손상된 부분의 사진을 첨부하고 수리 비용을 계산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모든 손해 보상 청구서는 ESL 담당 사무실에서 평가한 후 승인하게 됩니다. 손상에 대한 

결정은 확정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8.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the damage deposit may be used to pay for repairs, replacement, cleaning, 
and/or damages beyond normal use. Students are expected to leave their rooms in the same condition 
as when they moved in, except for normal wear and tear.  Deposits cannot be used to cover normal 
"wear and tear", or damages that existed before the student moved in. For difference between normal 
wear & tear vs. damage, go 
tohttp://montgomerycountymd.gov/dhca/resources/files/housing/landlordtenant/ordinary_wear_tear.
pdf go to page 9 &10.  

손해 보증금은 일상적인 소모 정도를 넘어서는 손상에 대한 수리, 교체, 세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는 처음 입주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방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입주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마모와 보상해야하는 손상 간의 차이점을 

확인하려면, 

http://montgomerycountymd.gov/dhca/resources/files/housing/landlordtenant/ordinary_wear_tear.p

df 에서 9쪽과 10쪽을 찾아 보기 바랍니다.   
 

9. The University of Regina is not responsible for any damage caused by the student. Students are directly 
responsible to the host family. 

리자이나 대학교는 학생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홈스테이 가정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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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stay Cancellation/Termination 

홈스테이 취소/계약 파기 
 
 
 
 
 

 
Cancellation Before Arriving  

도착 전 취소 
If the cancellation notice is received by the ESL Homestay Office two weeks before the program starts, the 
confirmation fee will be refunded.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ESL 홈스테이 담당 사무실에 취소 통지를 하는 경우 신청비는 환불이 

됩니다. 

 

Cancellation After Arriving 

도착 후 취소 
If you decide to terminate the hosting relationship after arrival, you must give 30 days’ notice by filling out a 
Notice of Early Departure Form. You will be charged for 30 day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you have stayed 
in homestay.  

학생의 도착 후에 홈스테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면, 조기취소통지서(Notice of Early Departure Form)를 

작성하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 거주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에 관계 없이 

30일에 대한 비용이 부과됩니다.  

 

Terminating Homestay Contract 

홈스테이 계약 파기 
 

a. All homestay families are screened and go through a criminal record check to ensure your personal safety. 

모든 홈스테이 가정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심사와 전과 기록 확인을 거친 후에 

선정됩니다. 

 
b. If any of the following occurs, the ESL Office, on behalf of the homestay host or homestay student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hosting relationship during the scheduled semester upon twenty-four hours written 
notice: 

만일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ESL 담당 사무실에서는 홈스테이 가정과 학생을 대신하여 24시간의 

통지를 주어 학기 도중에 홈스테이 관계를 종료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i. The student seriously breaches the house guidelines and is unwilling to cooperate with host and 
homestay coordinator. 

학생이 홈스테이 가정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홈스테이 가정 및 홈스테이 

담장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ii. The homestay coordinator and ESL Director believe that the student’s rights are abused or well 
being is jeopardized. 

홈스테이 담당자와 ESL 책임자가 학생의 권리가 침해 받았거나 학생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iii. The student may be a physical danger or threat to other members of the household or to 
him/herself. 

학생이 홈스테이 가정의 가족이나 또는 본인 자신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iv. Theft occurs in the home. 

가정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v. Any other matter deemed to warrant medical, compassionate, or safety consideration. 

의학적, 인도적, 안전성을 우려하게 하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 

 
c.The financial aspects will be dealt with on a case-by-case basis.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참고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Contact Us 

연락처 

 
Please contact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질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Homestay Office: 306-585-4896 

홈스테이 담당 사무실: 306-585-4896 

 
ESL Office:306-585-4585 

ESL 담당 사무실:306-585-4585 

 

Email:eslhouse@uregina.ca 

이메일:eslhouse@uregina.ca 

 

Website:www.uregina.ca/esl 

웹사이트:www.uregina.ca/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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