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C and SFCC 외국학생을 위한 홈스테
이 프로그램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

Global Education
Spokane Community College
Spokane Falls Community College

문 앞에서
• 흙이 묻거나 젖은 신발은 문에 놓으세요.
• 외출 시에는 꼭 문을 잠그세요.
• 집 열쇠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 자리를 비울 때는 전등을 꺼주세요.

주방에서
• 음식은 남기지 말아주세요.
• 식후 그릇은 식기세척기에 두세요.
• 요리 또는 식사 후 조리대를 깨끗이 치워주세요.
• 마루에 무엇을 엎질렀으면 닦거나 치워주세요.
• 오븐이나 가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꺼주세요.

침실에서
• 일주일에 한번씩 방을 청소해주세요.
• 일주일에 한번씩 여러분 방에 있는 휴지통을 비워주세요.

욕실에서
• 변기사용 후 물을 내려주세요.
• 용변 후 변기 뚜껑을 닫아주세요.
• 변기 또는 바닥에 이물질을 흘렸을 때는 바로 닦아주세
요.
• 양치질 후 혹은 머리 감은 후에는 세면대를 깨끗이 치워
주세요.
• 개인용품은 사용 후 제자리에 비치하세요.
• 여학생들은 개인욕실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이나
머리손질은 개인의 방에서 해야 합니다.
• 타월이나 수건은 사용 후 제자리에 걸어주세요.
• 샤워하는 동안 샤워커튼은 샤워기안에 두세요
• 바닥이 젖은 경우에는 마른 상태로 유지시켜주세요.
• 다른 사람도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샤워시간은
10분 이내로 유지해주세요.

거실에서
• TV 또는 컴퓨터를 마지막으로 사용했을 때는 전원을 꺼
주세요.
• 사용한 그릇은 부엌으로 옮겨주세요.
• 신발, 옷, 학교 교재 등은 개인의 방에 두세요.

홈스테이에 친구를 초대했을 때
• 홈스테이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를 소개시켜주세요.
• 주중 혹은 주말기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친구들이
머물러도 될지에 대해 홈스테이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 여러분의 귀가시간이 늦어지거나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잘 경우에는 홈스테이에 전화로 미리 알려주세요.
•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 전에는 홈스테이 가족에게
미리 허락을 받으세요.

위에 언급한 정보는 모든 미국가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홈스테이 가족이 여러분이 이해
할 수 없는 지침을 요구한다면, 가족들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Internationalhomestay@ccs.spokan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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