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홈스테이 신청에 관한 안내
EC 홈스테이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홈스테이 가족
정보는 출발 전 2주일을 기준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한번 안
내를 드린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가족 구성원 질병, 체류 중인 학생
의 체류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출발 직전에 가족이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신청과 동시에 보내 주신 희망 사항은 아래 사정으로 인하여
받아 드리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 및 이유 사항을
꼭 참조 해 주시고, 요청 사항 추가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
로 EC 수속 담당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 신청 시

체류하게 될 홈스테이 가정에 대하여 희망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배정이 된 가정에
대하여, 최초 신청 시에 없었던 희망사항을 이유로 변경 요청을 하
시거나 취소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받아 드릴 수 있는 희망 사항
알레르기를 이유로 한 애완 동물이 없는 가족 희망 : 신청 시에 알
려 주시면 애완동물이 없는 가정을 배정해 드리지만 외국 가정 중
에서는 애완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희망은
알레르기가 이유인 경우에만 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고양이에 대해서만 증상이 나타나는지, 강아지 등
다른 동물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강아지를 무서워 하시는 경우에는 소형 강아지라면 괜찮
은지 등의 정보도 홈스테이 가정을 찾는 데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금연 가정 : 집안에서 흡연을 안 하는 가정으로 배정해 드리지만, 실
외에서 흡연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
이 흡연자일 경우 집안에서는 흡연을 못하시고 실외 흡연 장소를
지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식 주의자 : 채식 주의자일 경우 채식 식사 제공이 가능한 가정으
로 배정해 드리지만 가족은 채식주의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가능한 한 받아 들일 수 있는 희망 사항 (100 % 보장은 불가)
특정 연령대의 남성이 없는 가정 : 홈스테이 가족 배정 시 고려는
해 드리지만, ‘또래 남성이 없는 가정’ 등 표현일 경우 배정을 담당
하는 분마다 생각하시는 나이대가 달라서 원하시는 가정에 배정해
드리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7-24 세 남성” 등 구체
적인 연령대를 알려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 : 유아만 해당이 되는지 혹은 10대 청소년까지를
생각하시는지 등, 이 희망 사항 역시 구체적인 연령까지 알려 주시
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집 : WiFi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들이 늘어
나고 있으나 100 % 보장은 못 해 드리며, 인터넷 사용을 원하실
경우, 가정에서 별도 추가 요금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
터넷 속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많고, 대부분 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인터넷속도보다는 비교적 느릴 수 있습니다.

■받아 들일 수 없는 희망 사항

학교에서 가까운 가정 : 연세 많으신 분이거나 다리가 불편 하시는
분 등 외에는 학교에서의 거리 및 통학 수단에 대한 희망 사항은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인종/종교 : 서양 문화에서는 홈스테이 계약 시에 인종이나 종교
를 묻거나 공개할 수 없으므로 EC 홈스테이를 신청하실 경우에도
인종 및 종교를 조건으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가족 구성 : 서양 문화에서는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파트너
관계로 ‘가족’으로서 홈스테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EC에서도
가족 구성 형태를 기준으로 한 홈스테이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
다. 특히 미국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연령, 직업 등을 홈스테이 정
보에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 추가 질문을 받아도 답변
을 드리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 전 참고사항

EC를 통해 공항 픽업을 신청 하실 경우, 픽업 가능한 요일 및 시간
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하실 경우 이미 배정이 된
가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규정 외 요일에 도착이 가능
할 수도 있으나 꼭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가능할
시에도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미국 / 토요일]
보스턴 : 11:00-20:00, 뉴욕 : 08:00-22:00
샌프란시스코 : 07:00-22:00 (22:00- 07:00 사이는 $45 추가 비용
으로 신청 가능)
샌디에이고/로스 앤젤레스 : 공항 영업 시간 내
마이애미 : 07:00-00:00 (00:00-07:00 사이는 $20 추가 비용으로
신청 가능)
[캐나다 / 토요일 혹은 일요일]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 24 시간 (추가 비용 없음)
[영국 / 일요일]
런던 : 08:00-22:00, 기타 영국 센터 : 08:00-21:00
[몰타 / 토요일 혹은 일요일]
24 시간 (추가 비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