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위한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 안내서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는 빅토리아 대학의 학생들과 빅토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문화 교류의 기
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영어 학습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 정책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학생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생과 홈스테이 가정은 주어진 계약 기간동안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 안내서를 준수하는 것을
서면 동의하였습니다.



한 가정에는 최대 3명의 학생이 배정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학생은 개인의 방에 배정 되어야 합
니다.



한 홈스테이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동일한 성별이어야 합니다.



한 홈스테이에 특정 국적의 학생을 1인으로 제한하지만 성수기에는 최대 2인까지 배정될 수 있습
니다.



학생은 정해진 프로그램 및 홈스테이 기간 외에는 스스로 숙박장소를 책임져야 합니다.



본 대학은 해당 안내서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도착과 출발
1.

학생 본인은 프로그램 시작 최소 2주 전에 홈스테이 가족에게 여행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행정보
에는 항공편, 경유 항공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공편이 변경될 시, 학생 본인은 홈스테
이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2.

홈스테이 가족은 학생 본인과 짐을 도착 및 출발 시에 아래의 장소에서 픽업과 드랍오프를 하게 됩니
다.
빅토리아 국제 공항 (Victoria International Airport)
빅토리아 버스 터미널 (Victoria Bus Terminal)
빅토리아 대학 (University of Victoria: UVic),
스와츠 페리 터미널 (Swartz Bay Terminal)
빅토리아 시내의 호텔 또는 기타 장소

안전
3.

홈스테이 가족은 통금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본인이 위치와 대략적인 귀가 시간을 홈스테이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계획 변경시, 학생은 반드시 홈스테이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학생은 홈스테이 가족의 허락 없이 친구나 손님을 집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성의 지인이나 친
구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는 것을 금합니다

5.

홈스테이 가족은 주류를 집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무단으로 홈스테이 가족의 주류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거주 기간 동안 주류 구입을 원한다면, 반드시 홈스테이 가족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법에 근거하여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합법적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1 of 4

UVic Homestay Student Guidelines

있습니다.
6.

학생들은 캐나다 체류 기간동안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학생은 홈스테이 가족에게 의료
보험 증명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가족의 집과 개인방
7.

학생은 머무는 기간 동안 홈스테이 집의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열쇠는 퇴실 시, 홈스테이 가족
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8.

학생은 개인방에 배정이 될것 이며, 방에는 침대, 화장대, 옷장, 책상, 책상 의자, 전등, 침대시트 그리
고 수건이 제공 됩니다.

9.

학생은 본인의 방과 욕실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소 도구와 청소 관련 주의 사항은 홈스테이 가
족이 안내 할 것 입니다.

10. 학생은 본인의 의류와 침대시트를 매주 세탁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이 세탁 세제를
제공할 것 이며, 세탁기 사용법을 안내할 것 입니다. 학생은 일주일에 2번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11. 학생은 외출 시 반드지 실내의 전등과 난방 시설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12. 학생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샤워는 물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10분
으로 제한됩니다. 학생은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타당한 샤워 스케줄을 의논해야 합니다.
13. 실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4. 홈스테이는 무선 인터넷이 제공 됩니다.
15. 홈스테이 가족은 학생에게 본인의 자녀를 돌보거나 가사 분담 등의 집에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부과
해서는 안됩니다.
16. 학생은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17. 학생은 홈스테이 가족과 재산을 존중해야 합니다.
음식
18. 학생은 홈스테이 가족이 마련한 음식 재료로 본인의 아침, 점심 그리고 간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19. 홈스테이 가족은 학생들에게 저녁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들과 홈스테이 가족은 같이 저녁식사를 하
는것을 권유합니다. 학생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오후 4시전에 홈스테이 가족에게 연락
하여야 합니다.
20. 학생은 홈스테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음식 준비
를 해야 합니다. 음식 준비 후에는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적당한 음식 준비 스
케줄을 홈스테이 가족와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홈스테이 가족과의 관계
21. ELC 로부터 홈스테이 가족의 연락처를 받은 후, 학생은 이메일을 통해 홈스테이 가족에게 취미가 포함
된 본인 소개를 해야 합니다.
22. 학생은 홈스테이 가족의 일부 액티비티를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러한 활동 참여는 학생 본인의
영어 학습과 캐나다 문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23. 학생은 홈스테이 중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홈스테이 가족에게 상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의 해결
책을 찾을 수 없다면, 빅토리아 홈스테이 팀과의 상의를 권합니다.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 팀과 면담
을 원하시면, Continuing Studies Building 2층 리셉션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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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24.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첫 주 중에 진행되는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 에 참석 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은 반드시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
니다.
지불
25.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은 빅토리아 도착 일에 홈스테이 가족에게 첫 달 홈스테이 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머무는 기간 동안 매월 동일 날짜에 지불합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휴가
26. 학생이 5박 이상의 여행을 가는 경우 절감된 홈스테이 비용을 지불 합니다. 학생은 여행을 떠나기 최
소 일주일 전에 휴가 통지서 (Vacation Notice Foam)에 동의하고 작성 완료하여 홈스테이 가족에게 제
출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아래의 기간동안 여행을 가는 경우 이하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박에서 4박의 여행 – 홈스테이 가족과 학생은 휴가 통지서(Vacation Notice Foam)를 작
성할 필요가 없으며 홈스테이 비용은 절감되지 않습니다.



5박 이상의 여행 – 학생은 소유물을 본인의 방에 보관 할 수 있으며, 홈스테이 가족은
학생의 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5박 이상의

여행 동안 홈스테이 비

용은 절반으로 감소 됩니다.
2주 통지서(Two Week Notice)
27. 학생과/혹은 홈스테이 가족은 학생이 최소 2주 거주를 한 후 홈스테이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으며, 쌍
방은 2주 통지서(Two Week Notice Form) 을 작성 완료하여야 합니다. 작성 완료된 통지서는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2주 통지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최소 2주기간 동안의
홈스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주 통지서 (Two Week

Notice Foam)는 홈스테이 팀을 통해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28. 학생이 홈스테이의 재산을 파손하였거나, 홈스테이 가족 혹은 구성원에게 신체적인 피해 및 상해를 입
힌 경우, 가해 학생은 모든 피해 및 손해 관련 비용, 수리 및/혹은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학생
은 본 홈스테이 계약과 관련하여 빅토리아 대학이 언제든지 유지하거나 발생하거나 또는 고통 받을
수 있는 일체 손실, 소유권, 훼손, 조치, 조치 원인, 비용, 지출 (배상) 및 학생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근
거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신체 상해 (사망 포함) 또는 재산 피해에 대
한 청구를 포함하여 빅토리아대학교의 면책권에 동의하며 전적인 책임은 가해 학생에게 있습니다.
29. 홈스테이 가족이나 홈스테이의 구성원이 본인의 소유물을 훼손 하였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모
든 손해 배상은 피해를 가한 홈스테이 가족 혹은 홈스테이 구성원에게 있으며, 빅토리아 대학교는 해
당 피해로 인한 일체 배상 혹은 손해에서 면책 됩니다.
30. 빅토리아대학 홈스테이 팀은 사전 통보 없이 학생의 홈스테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 팀이 사전 통보 없이 학생을 홈스테이에서 제하는 경우 홈스테이 가족은 학생에게 이
미 지불한 나머지 홈스테이 비용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31. 학생이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 정책 (UVic Homestay Policies for Students)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홈
스테이로부터 즉각 퇴실될 수 있으며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에서 적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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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UVic Homestay
English Language Centre, University of Victoria
2nd floor Reception, Continuing Studies Building
8:30-4:30 Monday – Friday
+1 250-472-4268
homestay@uvcs.uvi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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