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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에서 올바른 손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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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대하세요 -미소짓기, 밝게 행동하기; 밝은 행동은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듭니다. 

 

먼저 도와주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도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주저하지말고 먼저 

도와주는 것이 예의 입니다.  

예시: 

• 설거지 

• 식탁정리 및 저녁식사 준비  
• 장 본 물건들 집 안으로 옮기기 

 

물건들을 조심히 다뤄주세요-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집과 집에 있는 

물건들은 집 주인이 당신과 공유하는 것 이므로 물건들을 소중히 다뤄주세요. 

 

•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주세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을 쓰기 전에 항상 먼저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남의 물건을 빌릴 경우, 제 시간에 반납 해 주세요. 

 

• 주변을 항상 깔끔하게 해주세요- 만약 무언가를 꺼내서 쓰거나 전원을 킨다면, 항상 

제자리에 돌려 놓고 전원을 꺼주세요.  

예시: 

• 전구 스위치 

• 오븐 

• 텔레비젼 

청결하게 생활하세요- 자기 물건을 아무 곳에나 어지럽혀 두고 남이 청소 해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예시: 

• 쇼파 옆에 신발 벗어 두는 행동 

• 가방을 탁상 위에 올려 놓는 행동 

• 칫솔을 세면대 위에 올려 놓는 행동 

• 쓴 접시를 싱크대위에 그냥 올려 놓는 행동 

• 자기가 사용하는 방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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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세요- “부탁합니다” (Please), “감사합니다” (Thank you)를 사용 함 으로써 남을 더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집의 규칙을 잘 지켜 주세요- 당신은 손님일뿐,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가정의 규칙을 따라 준수해야합니다.  

예시: 

• 귀가시간 엄수 (통금) -가족들이 자고 있는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밖에 나가거나  

들어올땐, 항상 조용히 해주세요. 

•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 허락없이 누군가를 집에 데려와 재우지 마세요.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주세요. 

예시: 

• 밖에 나갈 때 에는 집 문을 닫고 반드시 잠그고, 집에 있을 때에도 현관 문은 항상 

잠궈주세요. 

• 만약 현관 문 열쇠를 잃어버리면, 호스트 패밀리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 같이 살 지 않는 사람에게 현관 문 열쇠를 함부로 주거나 맡기지 마세요. 

• 열어 둔 창문이 있다면, 나갈때 반드시 닫아주세요 

• 오븐이나 세탁물 건조기를 사용 한 후에는 기기가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 한 뒤, 전원을 

꺼 주세요. 

• 양초를 켜두고 나가지 마세요 

 

사고시 대처방법- 만약 당신 물건이 아닌 호스트 가족의 물건을 사용 중 물건이 손상을 입거나 

당신이 상처를 입을 경우, 숨기지 말고 반드시 호스트 가족에게 사실 대로 알려 나중에 

누군가가 발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Korean 

학생이 알아야 할 호스트 집에서 지켜야할 규칙과 주의 사항 

 

 

 호스트 집에서의 올바른 행동 

• 귀 학생은 성인으로 간주되며, 호스트의 집에 사는동안 하는 모든 행동 혹은 일에 대해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만약 학생이 하는 행동이 호스트 페밀리의 집에 평화나 안전을 

위헙하는 행동이라 간주되면, 호스트 페밀리는 언제든지 학생을 집에서 떠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당신의 호스트 집의 게스트 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은 각 호스트 집의 하우스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호스팅 요금 지불에 관한 안내 

• 첫 달 호스팅 요금, 미화 675.00 달러는 반드시 학생이 호스트 집에 처음 들어간 날 납부해야합니다. 

이후 호스트 집에 사는 동안,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의 호스팅 요금(미화 675.00 달러)을 

납부해야합니다.  

• 그린리버에 처음온 신입생들은 이미 미화 100.00달러의 하우징 어플리케이션 요금을 지불했기에,  

첫 달 호스팅 요금으로 미화 575.00 달러만 납부하면 됩니다.   

• 학생의 호스팅 요금은 매달 납부하는 것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다음달의 호스팅 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호스트 페밀리는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을 요리할 수 잇는 음식 재료를 제공해줄 것이며, 저녁은 

직접 요리된 음식을 제공할 것 입니다.  

누구를 만날때 주의사항 

• 만약 학생이 친구들과 놀러가거나 누구를 만나는 행위를 할 때, 학생들은 호스트 페밀리에게 

반드시 누구와 만나고, 어디를 가며, 얼마동안 만나는지 통보해 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방학 중) 집을 비울 시 호스팅 요금에 관한 안내 

• 만약 학생이 2주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호스트 집을 비울 경우가 생긴더라도, 학생에게는 미화 

675.00달러의  한 달 호스팅 요금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학생이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호스트 집을 비울 경우가 생긴다면, 학생은 방을 

유지하기 위해 한달에 미화 338.00 달러의 호스트 요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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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한다면, 학생은 호스트의 집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며, 반드시 모든 

짐을 꾸려 방을 비워 호스트 집에서 나가줘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사항 

• 학생은 호스트 집에서 불법 행위가 포함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라 함은 : 

적절하지 못한 인터넷 사이트 방문, 불법 영화, 음악, 소설 등의 다운로드, 또한 그 외에 모든 불법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사(무빙아웃)에 관한  주의사항 

• 학생은 반드시 호스트 집에서 나가기(무빙아웃) 한달전, IP빌딩에 있는 하우징 사무소에 

통보해야합니다. 학생은 이메일 Housing@greenriver.edu 을 통해서도 하우징 오피스에 집을 

나가(무빙아웃)는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학생이 18 이하의 미성년 자이고, 호스트 집에서 나가기를(moving out of the IP housing program) 

희망한다면, 반드시 IP 하우징 사무소에 먼저와서 서류에 사인을 해야합니다. 이 서류는 학생들의 

본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또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 만약 그린리버에 처음온 신입생들이 호스트 집에서 나가기를 희망한다면, 학생은 반드시 첫 한달을  

호스트 집에서 지낸 후 나가는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학생이 새로운 호스트 페밀리로 집을 옮기고 싶다면, 반드시 하우징 사무소에와서 하우징 

팀을 만나야합니다. 하우징 오피스에서 학생이 새로운 호스트 페밀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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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Your Insider’s Guide  

To Living with an 
American Host Family 
미국인 호스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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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 Machines(세탁기) 

 

1. The washing machine in your home may look different than this. 

당신의 집에 있는 세탁기는 위에 보이는 그림과 다를 수 도 있습니다. 

2. Place your load of laundry in the machine and place the laundry detergent in the drawer.  

당신의 빨래를 세탁기 안에 넣고, 세제를 세제 투입구에 넣어 주세요. 

3. Do not overfill the washing machine; this may cause the machine to break or flood. 

절대 세탁기의 용량을 초과해서 빨래를 넣지 마세요; 세탁기가 고장 나거나 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4. Never overfill the detergent drawer! It will cause an overload of soap bubbles. 

절대 세탁기에 세제를 초과해서 넣지 마세요! 비누 거품이 세탁기에서 흘러 나올 수 있습니다.  

5. Choose the water temperature and size of load. Only use chlorine bleach with white clothes. 

물의 온도와 빨래의 양을 세탁기에서 선택 해 주세요.  염소 표백제는 반드시 흰색  빨래에만 

사용 해 주세요. 

6. Make sure to time your laundry and remove it promptly from the washer. 

세탁 시간을 확인하고, 제 시간에 빨래를 세탁기에서 꺼내 주세요.  

7. Don’t remove other people’s clothing from the washer, even if that washer has finished its cycle. 

다른사람의 빨래가 끝나서 세탁기안에 그대로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옷을 함부로 세탁기에서 

꺼내지 마세요. 

 

http://www.bing.com/images/search?q=washing+machine+impages&id=2EF70F0C4299445DC178978873D864D07FD89187&FORM=IQFRBA
http://www.sears.com/kenmore-3.4-cu-ft-top-load-washing-machine/p-02620022000P?prd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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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er(빨래 건조기) 

 

1. The clothes dryer in your home may look different than this. 

당신의 집에 있는 빨래 건조기는 위에 보이는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Ensure the lint trap is clean. It may be located at the front of the drum of the dryer or the top of the machine. 

먼저 반드시 먼지 필터를 깨끗히 청소해주세요. 먼지필터는 건조기 안의 앞쪽 또는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3. Put your wet cloths into the dryer and select the appropriate setting. 

당신의 젖은 빨래를 건조기 안에 넣고 알맞는 선택 사항을 선택하세요. 

4. Check the time on the dryer to make sure you come back before the dryer finishes. 

남은 건조 시간을 확인하고, 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와 기다려 주세요. 

5. Make sure you remove your clothing promptly and do not let it sit in the dryer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건조가 완료 된 후, 건조 된 빨래를 바로 건조기 안에서 꺼내 주세요. 절대로 빨래를 건조기 안에 오랜 

시간 내버려 두지 마세요.  

6. Do not remove other people’s clothing from the dryer, even if the dryer cycle has finished. 

다른 사람의 빨래가 다 건조 되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옷을 건조기에서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7. Clean the lint trap once you are finished removing your clothing. Place the lint in a trash can, NOT the sink. 

건조가 끝나고 빨래를 꺼낸뒤, 먼지 필터에서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먼지는 반드시 싱크대가 아닌, 

쓰레기 통에 버려주세요. 

 
 

http://www.123rf.com/photo_5247387_wash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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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hwashers(식기 세척기) 

                   

1. The dishwasher in your home may look different than this. 

당신의 집에 있는 식기 세척기는 위의 그림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Make sure you rinse remaining food waste off of any plates, bowls, or cups into garbage disposal or trash. 

반드시 접시, 그릇, 컵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행군 후 버려주세요. 

3. Place all cups and bowls upside down to avoid collecting water. 

식기세척이 끝난 후, 물이 그릇에 고이는 것 을 방지 하기 위해, 컵이나 용기는 반드시 뒤집어서 

식기세척기에 넣어 주세요. 

4. Don’t over fill the dishwasher; never stack items in the dishwasher. 

절대로 용량을 초과해서 그릇을 넣지 마세요; 또한 식기세척기 안에 식기구를 쌓아두지 마세요. 

5. Place dishwashing detergent ONLY in the appropriate location. 

반드시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를 정해진 곳에 넣으세요.  

6. Never use dishwashing soap or laundry detergent. 

절대 일반 비누또는 빨래용 세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7. Close the door to the dishwasher firmly until it clicks. 

식기세척기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확인 하세요. 

8. Turn the dial or push the button on the face of the dishwasher to begin the wash cycle. 

식기 세척기 앞면의 알맞는 메뉴의 세팅 버튼을 누르거나 다이얼을 돌리고, 식기세척을 시작 하세요. 

9. Wait for the wash to completely finish before opening the door. 

식기 세척기가 완전히 작동을 종료할 때 까지 기다린 후 문을 열어 주세요. 

10. Open the door and enjoy eating off your nice, clean dishes. 

식기 세척기의 문을 열고, 깨끗히  세척된 그릇을 사용 하세요. 

 

http://www.123rf.com/photo_25045437_close-up-of-woman-s-finger-pressing-button-of-dishwasher.html?term=dish%20washing%20machine
http://www.123rf.com/photo_14832405_open-dishwasher-full-of-plates-close-up.html?term=dish%20washing%20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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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ve Top(가스레인지) 

             

1. The stove top in your home may look different than this. 

당신의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위에 보이는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Each dial is used to turn on a different burner. This picture diagrams which dial turns on which burner. 

버튼들은 각 각 다른 버너를 작동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위에 보이는 화살표시 되어있는 버튼은 다른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버너를 작동 시킵니다.  

3. Do not leave the stove while cooking! 

절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동안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4. Use the hood fan to prevent fire alarm from going off. This is usually located above the stove top. 

환기구를 이용해 요리 중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여, 화재 경보가 울리 않도록 해주세요. 환기구는 보통 

가스레인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5. Make sure to turn off the burner when finished. 

조리를 마친 뒤, 반드시 가스레인지를 꺼 주세요. 

6. Never leave anything that can melt directly on the burner. 

가스레인지 위에 녹을 수 있는 것 들은 절대 올려 놓지 마세요. 

7. If there is a fire, use the fire extinguisher, never water! 

만약 화재가 발생 한다면, 반드시 물 대신 소화기를 사용하세요! 

8. Wipe off the stove top and clean up the kitchen after preparing your meal. 

음식을 다 만든 뒤 반드시 가스레인지 위를 깨끗하게 청소 해 주세요. 

 

http://media.photobucket.com/user/fixitwoman/media/Pccx%20Fall%202009/DSC00913.jpg.html?filters%5Bterm%5D=stovetop&filters%5Bprimary%5D=images&filters%5Bsecondary%5D=videos&sort=1&o=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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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n(오븐) 

 

1. The oven in your home may look different than this. 

위 그림에 보이는 오븐은 당신의 집에 있는 오븐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Open the oven before turning it on – there may be items being stored in the oven such as a pan or baking 
sheet. Remove the items before turning on oven. 

오븐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오븐을 열어 확인 해 주세요- 오븐안에 후라이 펜이나 베이킹 호일과 같은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븐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물건을 반드시 오븐 안에서 제거해 주세요. 

3. You may need to turn a knob or press a button to set the desired temperature. Depending on what you 
baking, will choose from Preheat, Bake or Broil. 

알맞은 오븐의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돌리세요. 당신이 무엇을 요리 하는지에 

따라 예열, 굽기조절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4. If you are preheating, wait for the oven to finish preheating before inserting your food. 

만약 예열을 해야 한다면, 오븐에 음식을 넣기 전에 예열을 해야 합니다.  

5. Place food carefully on the rack inside the oven (make sure to use a cookie sheet when required). 

음식을 조심히 오븐 안 받침대 위에 올려 주세요. (베이킹 종이나 호일이 필요한 요리를 할 때는 베이킹 

종이 또는 호일을 꼭 깔아 주세요.) 

6. Set a timer to let you know when your food will be finished baking. All ovens are different; you may need to 
adjust your baking time. 

타이머를 설정해 음식이 언제 조리 완료 될 지 확인 하세요. 모든 오븐은 다르므로 알맞게 시간을 설정 해 

요리를 하세요. 

7. The oven will not automatically turn off when your food is finished baking. Make sure to take your food out of 
the oven and turn off the oven when finished. 

오븐은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리가 완료된 후 오븐 전원을 꺼 주세요. 

http://www.crystalgraphics.com/powerpictures/Image.Search.Details.asp?product=cg6p3510115c&title=electric-oven-isolated-on-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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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bage Disposal(음식물 분쇄기) 

       Disposal hole (입구)                           

         Disposal switch(작동 스위치) 

1. Your home may not have a garbage disposal. If not, do not throw food waste into the sink; throw it into the 
garbage can. 

당신의 집에 음식물 분쇄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물 분쇄기가 없다면, 음식물을 싱크대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 통에 버리세요. 

2. A garbage disposal is used to dispose of waste food items. 

음식물 분쇄기는 남은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용도로 사용 됩니다. 

3. Before you turn on the disposal, be sure utensils have not fallen down the disposal hole. 

음식물 분쇄기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방 용품이 분쇄기 안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 후 

작동을 시작해 주세요.  

4. Turn on the faucet to allow running water to pass through the garbage disposal. 

분쇄기가 작동되는 동안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분쇄기 안의 음식물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5. Turn on the light switch next to the sink; you should hear a whirring gnashing sound. 

싱크대 옆에 위치한 알맞은 스위치를 켜 주세요;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분쇄기가 작동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입니다. 

6. Wait for the sound to become a nice even whir, without the sound of food being chopped up, and then turn 
off the switch, and then the water. 

음식물이 갈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 까지 작동시켜 주세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 스위치를 

꺼 작동을 중단 시키고, 수도꼭지의 물도 잠궈주세요. 

7. Caution – never put your hand or a utensil in the disposal while it is running. 

주의- 절대 손이나 주방기구 등을 작동되고 있는 음식물 분쇄기 안에  넣지마세요! 

http://media.photobucket.com/user/alcondobum/media/DSCN0498.jpg.html?filters%5Bterm%5D=garbage%20disposal&filters%5Bprimary%5D=images&filters%5Bsecondary%5D=videos&sort=1&o=19
http://www.bing.com/images/search?q=wall+light+swith+images&id=25D106BA3C24BE1CAF0A3EAD5C4C87E3C10D39D2&FORM=IQF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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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wave Oven(전자레인지) 

 

1. The microwave oven in your home may look different than this. 

위에 보이는 전자레인지 사진과 당신의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Never place anything metal or aluminum foil in the microwave. 

절대 어떠한 금속성 물질이나 알루미늄 호일을 전자레인지 안에 넣지 마세요. 

3. Make sure any plates used are microwave safe. 

사용하려고 하는 접시가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한 접시인지 확인 하세요. 

4. Place the food in the microwave. Make sure it is in a container that is not sealed. 

음식물을 전자레인지 안에 놓고, 사용하는 용기가 밀봉이 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용기가 밀봉 되어 있다면 반드시 열고 전자레인지를 작동 시켜 주세요. 

5. You may need to press numbers or turn a dial to choose your desired cooking time. Press start. 

숫자를 누르거나 다이얼을 돌려 알맞은 조리 옵션을 선택하거나 조리시간을 선택하세요. 

옵션을 모두 선택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주세요. 

6. Make sure you are careful when removing anything from the microwave, it will be hot. 

조리가 완료된 음식물또는 용기를 전자레인지에서 꺼낼 때 뜨거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7. Be sure you wipe out the microwave if any food spills in the process of warming. 

조리 중 전자레인지 안에 흘린 음식물은 꼭 닦아주세요. 

8. The automated settings on the microwave may not be perfect, always make sure you are attentive 
to the microwave to ensure food does not burn or is undercooked. 

전자레인지의 자동 세팅 기능은 음식물을 조리하는데 적합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리 

하고자 하는 음식물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타거나 덜 익혀졌을 경우를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http://www.123rf.com/photo_11866640_open-white-microwave-on-white-background-3d.html?term=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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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hroom(화장실) 

 

1. The bathroom in your home may look different than this. 

위에 보이는 화장실/욕실 사진과 당신의 집에 있는 화장실/욕실은다를 수 있습니다. 

2. Be respectful of others who may need the bathroom.  

화장실/욕실 사용을 필요로 해야 할 사람들을 존중해 주세요 . 

3. Beware of your shower length – do not take really long showers. This will use up the hot water for 
others. If water gets on the floor during your shower – wipe it up when finished. 

샤워 시간을 염두해 두세요. 너무 오랫동안 샤워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사용해야 할 

따뜻한 물을 당신이 모두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샤워 도중 욕조 밖으로 물이 흘렀다면, 

반드시 샤워가 끝난 후 닦아 주세요. 

4. Do not flush anything except toilet paper down the toilet. Items such as sanitary napkins should be 
wrapped in tissue and placed into the trash can. 

절대  화장실용 휴지 이외의 다른 물건을 변기 안에 넣고 물을 내리지 마세요. 생리대와 같은 

물품들은 반드시 휴지에 잘 싸서 휴지통에 버려야 합니다. 

5. Leave the bathroom clean when you leave. Putting your items away, unplugging items such as a 
curling iron, wiping down the counter and turning off the lights. 

화장실/욕실을 사용 후 나갈 때 에는 반드시 깨끗히 치워 주세요. 사용한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고, 고데기나 헤어 드라이기와 같은 물건들의 전기플러그를 뽑고, 세면대를 닦고, 불을 끄고 

나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