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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C for Demi Pairs 
데미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호스트 가족과 함께 사는 동안, 경제적이고 안전한 환경서 지낼 수 있으며, 개인 방, 식사, 어학원 외 

시간에도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우리는 Priceless Exchange 데미페어 에이전시이며, 신청서 수속과 데미페어 가정 매칭 및 배정 

업무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호주에 있는 동안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며, 골드코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때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세요.  

Priceless Exchange contact details are: 

Email: info@priceless-exchange.com 

Phone: +61 438 010 276 

Skype: andreaspelikan 
 

이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데미페어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Blue card 및 Working With Children Check 정보 

 공항 픽업 정보 

 아이 연령에 따른 놀이 아이디어 

 

일반 정보 

이 문서는 데미페어가 되는 법, 여행,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업무와 행동, 가정이 어떻게 매칭 

되는지와 기타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데미페어가 되기로 결정하면, 데미페어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신청서장의 정보(개인정보, 

요청사항, 통학시간 등)을 기반으로 적합한 가정을 찾고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데미페어는 여러 가정들 중 한 가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는 

데미페어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매칭에 동의한 가정의 숫자 및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Step 1 ‘ABC for Demi Pairs’ 문서 확인  

Step 2 데미페어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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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계약서 확인 및 서명  

Step 4  이메일 보내기 Info@priceless-exchange.com (최소 호주 도착 8 주 전)  

Step 5 Priceless Exchange 에이전시와 Skype 인터뷰 진행 및 통과  

Step 6 가정 프로필을 보고 매칭 동의 여부 확정 (호주 도착 전) 

참고: 매칭 최종 확정은 호스트 가족이 여러분의 항공권 정보를 확인한 뒤에 

가능합니다. 

 

Step 7 Blue Card 또는 Working With Children Check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보내기  

info@priceless-exchange.com  

이후 가정 매칭 최종 확정과 함께 접수 링크를 보내줄 것입니다.  

참고: Blue Card 또는 WWCC 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으면 데미페어 가정 입주가 

불가합니다.  

 

Step 7 Skype 에 접속하여 Priceless Exchange 로부터 호스트 가정 및 스케쥴에 대해 논의  

Step 8 호주에 도착하여 지정된 만남 장소에서 호스트 가족 만나기   

 

대부분의 호스트 가정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남성 데미페어는 여성 데미페어에 

비해 지역 및 기타 가정 매칭 조건에 더 유연해야합니다.  

 

호주에서는 통학 및 통근 시간과 거리가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 멀고 긴 편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의 호스트 가정과 매칭하기위해 노력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시드니, 멜번 등 주요 도시의 경우 보통 집에서 시내(학교)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호주에서 이정도 통학시간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호주는 다문화 국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호스트 가정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몇몇 가족들은 몇 세대 동안 호주에 있었을 수도 있고, 몇몇 

가족들은 영국, 뉴질랜드 또는 아시아, 유럽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호스트 가정들은 모두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만 억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호스트가정과 함께 앉아 가정 규칙과 기대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나 질문이 있을 때 호스트 가족과 함께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세요. 

‘대화(의사소통)’는 호스트 가정과 행복하게 지내는 열쇠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호스트가정에게 여러분의 업무와 소요시간에 대해 문의하고, 이야기하세요. 

 호스트가족이 여러분에게 업무를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적극성과 책임감,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3시간동안 맡은 업무를 진행하고,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가족에게 더 도울 

것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항상 매너있게 행동하고, ‘Thank you’, ‘Please’를 자주 사용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제시간에 

귀가하세요. 

 

mailto:Info@priceless-exchange.com
mailto:info@priceless-exchange.com


 
 

3 | Page 
ABC for Demi Pairs May2018 © Priceless Exchange 

호스트 가족이 제공하는 것? 

 개인 방 

 아침, 점심, 저녁 (주 7 일) 

 가장 가까운 CBD(시내)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집 

 데미페어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 데미페어 업무 스케쥴 

 가사 업무와 육아 업무의 적절한 균형 

 가족의 사교적 시간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초대 

 데미페어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존중 

 데미페어가 호스트가족과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 

 

내가 해야 하는 것? 

데미페어로서, 여러분은 개인 방과 식사를 위해 일을 합니다. 이는 홈스테이와 비슷하지만 주 

$260~300 비용을 내는 대신, 주 15 시간 호스트가족의 가사 업무와 육아 업무를 돕는 것입니다. 

15 시간의 ‘도움’은 여러분의 숙식비를 ‘지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한 ‘도움’이라기 보다는 

‘업무’로 간주됩니다.  

 

근무시간(=업무시간)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15시간(=하루 3시간, 주말 자유)입니다. 

때때로 호스트가정 프로필에 이와 다른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가정마다 각기 다른 

근무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호스트가정이 주말에 가끔 베이비시팅을 부탁한다면, 데미페어가 근무시간에 대한 약간의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요청합니다. 근무시간은 주 15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만약 초과될 경우 

시간당 $10를 지불해야합니다.  

 

여러분은 호스트가정을 위해 일반적인 가사 업무와 육아 업무를 해야합니다. 

모든 가정은 각기 다른 업무 스케쥴과 업무 내용을 갖고 있으며, 이는 호스트가정 프로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호스트가정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가사와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보세요. 만약 잘 

모르겠다면, 호스트가족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알려달라고 말하세요. 가끔은 말보다 종이에 

적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호스트부모님들은 특정한 것들(청소기 사용법, 

설거지 방법, 주방 청소 방법, 빨래 개는 방법 등)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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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해야할 업무에 대한 예: 

 

Housework 가사 업무: 식사 준비, 요리 및 재료 손질, 다림질, 세탁, 옷개기, 진공 청소, 바닥 청소, 

먼지 닦기, 화장실 청소(변기 청소 포함), 식사 후 주방 청소, 공용공간 및 아이들 방 청소와 정리정돈,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 싸기 등  

 

Childcare 육아 업무: 아침에 아이들 깨우기, 등교준비 돕기, 학교 등하교 픽업, 숙제 돕기, 취침 준비, 

목욕시키기,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액티비티 제안 및 진행, 베이비시팅 등  

 

호주 아아들은 보통 오후 3시에 학교를 마치므로, 데미페어는 반드시 어학원(학교) 수업을 

마치는대로 집으로 바로 귀가하여 업무 시작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호스트가정 

프로필에 적힌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호주에 도착한 이후 호스트부모님과 함께 더 자세한 

근무시간과 업무 방식, 내용에 대해 반드시 상의하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간, 식사시간, 사교시간은 주 15시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근무시간 중에 가사 업무를 다 끝났음에도 시간이 남을 경우, 남은 시간은 아이들 및 호스트가족을 

위해 써야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세시간의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호스트부모님의 

동의 없이 절대로 그냥 방에 들어가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호스트가정들은 특별히 가정프로필에 명시되어있지 않는한, 50%의 가사업무와 50%의 

육아업무를 데미페어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규칙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데미페어가 육아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없거나 

아이들과의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상황일 경우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더 많은 가사업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미페어 계약 기간은 12주이며, 데미페어와 호스트가정 모두 12주 체류 계약 기간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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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가정 프로필 

여러분은 호주에 도착하기 전, 매칭된 호스트가정 프로필을 받게 됩니다.  

 

이 문서는 데미페어 신청서처럼 호스트가정이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 가족 구성원, 일반적인 

정보들, 가족 소개, 위치, 주소 및 연락처, 대중교통 노선, 사진, 그리고 중요한 정보인 데미페어 

업무내용 및 스케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정프로필을 보고 가정 매칭에 동의하면,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할 것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호스트가정에서는 데미페어가 가정프로필에 기재된 업무들을 호스트가정 입주 1-2주 후부터는 

별도의 지시 없이 혼자서 스스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 독립성을 갖추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항 픽업 

대부분의 경우 호스트가족이 직접 공항으로 데미페어를 픽업하러 갑니다. 

 

이 문서의 뒷부분에 있는 ‘Airport Pick-up’ 페이지를 보고 호스트가족을 만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많은 호스트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항에 오고, 아이들과 함께 공항으로 오는 것은 그들에게 

큰일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연결편을 놓치거나 비행기가 지연되면 반드시 에이전시에 알려주십시오. 

 

만약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 취소,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에이전시에 알리지않고 예정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여러분은 스스로 택시를 타고 호스트가정 집으로 이동해야 하며, 비용 

또한 스스로 지불해야합니다. 

 

호스트가족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5 시부터 오후 6 시 사이에 공항 픽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시간(6pm-5am)에 공항에 도착할 경우, 도착 당일은 호텔이나 숙소에서 묵어야 할 것이며, 다음날 

호스트 가족이 가능한 시간에 여러분을 데리러 갈 것입니다. 

 

호스트가족과 친해지기 

호스트가족과의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열쇠는 건강한 의사소통입니다. 호스트가족들과 항상 

고민거리, 문제, 미래 계획, 일정 등에 대해 항상 대화하고 상의하십시오. 저녁을 가족과 함께하지 

않고 외식을 하거나, 친구집에서 외박을 하거나,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등의 일이 있다면 반드시 

호스트가족에게 미리 알려 줘야합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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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 데미페어 근무시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호스트가족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파트타임 일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호스트가족과 먼저 이야기하세요. 

데미페어 근무시간과 겹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족과 상의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우리 에이전시로 연락주십시오. 

 

데미페어는 호스트가정 자녀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친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아이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서 놀아줘야 합니다. 

아주 쉬운 한가지 방법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놀이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거나, 

호스트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관심 없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한다면 그들은 금방 

흥미를 잃고 지루해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호주 아이들은 오전 8-9시 사이에 등교하고 오후 3시쯤 하교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방과 후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닌 경우 바로 집으로 귀가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숙제를 해야 하고, 

데미페어는 이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시간 외 개인시간과 중 일부와 주말에 호스트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생일파티나 호스트가족들이 초대하는 외출, 특별한 가족 행사, 이벤트 등에 참여하기위해 

노력하고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호스트가족들과 함께 보내 보세요. 데미페어 프로그램으로 만난 

호스트가족과 데미페어 모두 서로 가족의 일원이 되어 친하게 지내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호스트가족에게 주말 계획에 대해 묻고,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집에 

있을지 없을지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끔 데미페어가 먼저 베이비시팅 해줄 것을 제안한다면 

호스트부모님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데미페어 계약기간 동안 호스트가정집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근무시간 및 가족과 미리 약속한 

시간과 겹치거나 영향을 주는 외부 활동들(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액티비티나 추가 옵션 수업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안 데미페어를 위한 추가 팁: 서양문화에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양인은 본인이 느낀 것을 직접 말로 합니다. 서로의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러분이 호스트가족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눈을 보고 말하십시오 – 이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양인은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합니다 – 기쁘거나 행복할 땐 웃고, 만족스럽지 

않거나 불쾌할 때는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많이 웃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불만스럽거나 불쾌한 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호스트가족과 대화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에이전시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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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책임 

이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동안 항상 주의를 집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며, 상황에 따른 상식적인 대처와 보호 관찰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여러분의 호스트가족은 여러분이 독립적이고, 믿을 수 있고, 도움이 되고, 친절하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긍정적이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먼저 표현하고, 

맡을 일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호스트가족들은 ‘성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지, 또다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호스트부모님의 허락 없이 자녀에게 여러분의 휴대폰을 주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호스트가정은 자녀를 위해 엄격한 ‘전자제품 사용시간’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호스트부모의 확인 없이 간식을 주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호스트가정은 자녀의 식단에 

엄격하며,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식품 알러지 등으로 자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합니다. 

 호주에서는 만 12세이하 어린이를 보호자가 감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 동안은 절대 시야에서 아이가 벗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 

집안에 있던지, 공원이던지, 욕실이던지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시야 안에 아이가 

있어야합니다.  

 호주에서는 아동을 때리는 것은 법에 위배되므로 절대로 어린이를 때리면(꼬집기, 밀치기, 

잡아당기기, 깨물기, 과격한 레슬링 등등) 안됩니다. 

 절대 호스트부모님의 허락없이 자녀에게 어떠한 약물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호스트부모님과 대화하십시오.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고, 호스트부모님이 알려주고 조언하는 양육 방식에 따라 배우고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가족이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스트가정에 대한 사적인 상황과 이야기들은 항상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반 친구들이나 제 

3자에게 호스트가정의 문제나 불만에 대해 논의하지 마십시오 –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에이전시(Priceless Exchange)에 연락을 

줘야합니다.  

 호스트부모님의 허락 없이 절대 SNS에 호스트가족 및 아이들, 생활 사진을 게시하지 

마십시오. 호주는 미성년자 및 타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엄격한 법률 규정이 있으며, 특히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있을 경우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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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여러분의 호스트가정은 여러분에게 개인 공간(침실)과 어떤 경우에는 개인 욕실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공받은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리정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정기적인 침구류 세탁도 포함됩니다.  

 

모든 호스트가정은 각각 다른 형태의 집에서 살고 있으며, 호주의 건축 기준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집의 벽은 가벼운 건축 자재로 만들어져 있고, 이로인해 벽이나 

문, 창문 등을 통해 소리나 소음이 전달되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입니다. 

 

호주는 매우 건조한 나라이고 종종 수도(물) 사용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5 분 샤워를 하고, 욕실 

사용 후에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물기가 없도록 닦아두십시오. 항상 치약을 포함한 개인 

세면용품은 스스로 구매해서 사용해야합니다.  

 

식사 

여러분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받습니다. 호스트가족이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요리를 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스스로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호스트가족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호스트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며, 만약 호스트가족이 집에 없을 경우, 스스로 집에 있는 

재료들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음식 문화와 음식의 양도 가족마다 다릅니다. 호주의 가족들은 보통 매우 

간단한 식사를 하며, 보통 entrees나 desserts를 먹지 않는 편입니다. 호스트가정들은 각 가정마다 

성인 한 명 분의 식사를 추가로 준비하여 데미페어에게 제공합니다. 간식이나 음료 등은 여러분이 

직접 구매해야합니다. 여러분은 호스트가정의 기준에 맞춰 적응해야하며, 만약 호스트가족이 제공한 

음식이 맞지 않거나 가족들의 식습관에 적응하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말하고, 상의해보십시오.  

 

전기, 수도 그리고 인터넷 

 전기, 물, 인터넷 사용량이 평균적인 사용량보다 과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전등, 에어컨이나 히터 등을 켠 상태로 외출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호주 가정들은 인터넷을 무제한 요금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호스트가족의 

동의 없이 영화를 다운하는 것을 피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숙제를 하기 위해 

적절하게 인터넷 사용을 해야합니다. (호스트가족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용량이 

어느정도인지 물어보고,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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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매우 엄격한 물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된 수도 사용량을 보존하기 위해, 

샤워는 5분 이하로 하고, 양치를 하는 동안 물이 계속 흘러 낭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평균적인 전기,수도 그리고 인터넷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호스트가정은 

여러분에게 초과된 세금 및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방안에 휴대폰을 두고 나와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여러분의 호스트가정은 집에서 가까운 버스/기차역이 어디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교통카드 

구입하는 방법이나 목적지를 찾는 방법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호스트가족에게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대중교통 노선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구글맵 ‘Journey Planner’를 

활용하여 적절한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 

개인 위생을 위해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과 공간들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고,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하십시오. 변기용 화장지 외 다른 것은 절대 변기에 넣지 

마십시오. 

 

개인 방과 개인 화장실(욕실) 정리정돈과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공간(방과 화장실)을 매주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닦고, 정리 해야합니다. 

 

만약 욕실을 호스트가족과 함께 사용한다면, 매번 사용한 후에 싱크대를 깨끗하게 닦아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야합니다. 

 

데미페어로서 여러분은 호스트가정 자녀들의 역할 모델(role motel)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데미페어 계약을 마치고 이사 갈때, 사용했던 방과 욕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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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보상 

Priceless Exchange를 통해 데미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데미페어들은 호주 보험사의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가 승인되면, 개인 

부담금 $250 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스트가정에서 지내며 파손시킨 모든 품목들은 반드시 수리하거나 새로 교체해줘야하며, 

보험처리가 필요한 손상,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에이전시에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은 호주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의료비 관련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일 경우 OSHC, 기타 비자일 경우 유학생(워홀) 보험 또는 여행자 보험 등) 

 

개인소지품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중품, 돈, 여권, 

항공권 등을 잘 보관하고 주의하십시오.   

 

친구와 파티 등 사교활동 

호스트가족의 허락 없이 절대 친구나 외부인을 집에 초대해서는 안됩니다. 

 

호스트가정에서 지내며 일하는 시간 동안 절대 음주를 하거나 약물의 영향을 받으면 안됩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정을 떠나야합니다. 

 

또한 밤 늦게까지 파티나 음주를 하고 취한 상태로 호스트가족들이 잠든 시간에 귀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럴 경우 호스트가족에게 미리 알린 뒤,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귀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에서 미리 동의 없이 흡연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며, 특히 미성년자를 돌보는 데미페어의 

입장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가끔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도 호스트가족이 

비흠연자라면 담배 냄새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몰래 흡연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호스트가족과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는 모든 데미페어와 호스트가정이 항상 완벽하게 잘 운영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미페어와 호스트가족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에이전시에 연락을 주고,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이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 | Page 
ABC for Demi Pairs May2018 © Priceless Exchange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데미페어 생활 중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격차이 – 데미페어와 호스트가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보거나 의견 조율이 

불가능한 경우,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 서로 매너를 지키고 

예의를 잃지 않는다면, 다른 가정으로 변경됩니다. 

 생활방식 차이 – 우리는 데미페어와 호스트가정 프로필 정보를 기반으로 가능한 비슷한 

생활방식을 가진 곳에 매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생활방식 차이로 인해 

유지가 어려울 경우, 서로 매너를 지키고 예의를 잃지 않는다면 다른 가정으로 변경됩니다. 

 상황 변화 – 때때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사고, 

이직, 이사 등… 대부분의 경우, 서로 매너를 지키고 예의를 잃지 않는다면, 다른 가정으로 

변경됩니다. 

 데미페어 업무와 관련된 갈등 – 어떤 이유로든 합의된 데미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에이전시에 알려주십시오. 데미페어와 호스트가정 양쪽 모두에게 적합한 

업무(시간, 업무내용, 업무량 등)인지를 확인하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갈등  - 호스트가정의 아이들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에이전시에 

알려주십시오. 데미페어와 호스트가족을 중재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데미페어가 항상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생활한다면,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가 중재를 하거나 

새로운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데미페어와 호스트가정 매칭은 12주 계약기간에 서로 동의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조기종료가 필요할경우 호스트가족과 합의하고, 에이전시에서 양쪽 모두 계약기간 

조정에 합의했음을 승인해 야합니다. 계약기간 조정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에이전시에도 꼭 

알려주십시오.  

 

추가 조언 

• 만약 호스트가족이 여러분에게 주말일정을 함께 하자고 요청할 경우,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꼭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놀이공원에 간다면 누가 입장권 비용을 

지불하는지? 만약 초대한 이유가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업무’의 연장인 것이 

아니라면, 호스트가족은 여러분의 입장권을 구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 호스트가족이나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이를 호스트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나 생활방식, 가정규칙 등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지내다가 실수가 계속되는 경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낮은 영어 레벨을 

가진 학생을 위한 안내문(Low Level English Placement)’을 제공하니 꼭 읽어보십시오. 

• 호주의 아이들은 야외 활동과 넓은 공간에서 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뒤뜰에 트램플린을 설치하고 수영장을 만드는 등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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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많이 바쁘고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호주 자녀양육 환경에 익숙해 질것입니다.  

• 호스트가족이 자신들의 규칙, 일정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데미페어는 본인과 

매칭된 가정에 맞춰 적응하고 규칙을 지키며 지내야 하며, 모든 가정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야합니다. 

•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음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가진 새로운 나라에 

있을 때 처음 며칠간 낯설고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에이전시 대표 Andrea 에게 알려주세요. 

• 많은 호주 가정들은 뒤뜰 수영장이나 공공 수영장, 해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매년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 사고를 당하거나 익사합니다. 수영을 할 수 없는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가라앉는 것은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집니다! 물놀이를 하거나 물가에 있을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아이들을 관찰하고, 돌보십시오. 절대 시야밖으로 아이들이 멀어지지 않게 하세요!   

 

Blue Card/Working With Children Check 

BLUE CARD 또는 WORKING WITH CHILDREN CHECK 신청 

Blue Card 시스템은 Queensland(QLD)주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돌보거나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여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New South 

Wales(NSW)주와 Victoria(VIC)주에서는 Working With Children Check(WWCC)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를 돌보고 함께 생활하는 데미페어는 이를 신청하고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카드 발급 

등)돼있음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NSW 주(예.시드니) 또는 VIC 주(예.멜번): 호스트가정 매칭이 되면 WWCC 신청 링크를 보내줄 

것입니다. 반드시 호주에 도착하기 전 신청 링크를 통해 WWCC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나오는 ‘New Application Receipt’ 화면을 캡쳐하고, 이메일로 받은 신청 접수 확인메일을 에이전시에 

이메일 ‘전달하기’로 보내주십시오. 

신청 접수 확인메일 전달을 하지 않으면 호스트가정 입주가 불가합니다.. 

QLD주(예. 골드코스트, 브리즈번,선샤인코스트): 우리는 공부하게될 어학원으로 Bluecard 신청서를 

보내줄 것이며, 만약 어학원 첫날 ‘오리엔테이션 데이’에 Bluecard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면, 리셉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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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 Pick-Up 공항픽업 

Brisbane International 브리즈번 국제선: 

한국인 데미페어 – 호스트가족을 도착장로비 Spoon 

Café 에서 만나세요. 

유럽인 데미페어 - The Coffee Club. 

 

호스트가족은 여러분의 도착 예정 시각으로부터 

1시간 후에 공항픽업을 하러 올 것입니다. 

 

Brisbane Domestic 브리즈번 국내선: 

짐 찾는 곳(baggage claim)에서 호스트가족을 

만나세요. 

 

 

Gold Coast International 골드코스트 국제선: 

호스트가족을 Sky Bus Information Booth 에서 

만나세요. 

 

호스트가족은 여러분의 도착 예정 시각으로부터 

1시간 후에 공항픽업을 하러 올 것입니다. 

 

Gold Coast Domestic 골드코스트 국내선: 

짐 찾는 곳(baggage claim)에서 호스트가족을 

만나세요. 

 

 

Sydney International 시드니 국제선: 

호스트가족을 도착장로비 맥도널드 Arrival Halls 

McDonalds 에서 만나세요. 

 

호스트가족은 여러분의 도착 예정 시각으로부터 

1시간 후에 공항픽업을 하러 올 것입니다. 

 

Sydney Domestic 시드니 국내선: 

짐 찾는 곳(baggage claim)에서 호스트가족을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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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ourne International 멜번 국제선: 

호스트가족을 Optus Store 에서 만나세요. 

 

호스트가족은 여러분의 도착 예정 시각으로부터 

1시간 후에 공항픽업을 하러 올 것입니다. 

 

Melbourne Domestic 멜번 국내선: 

짐 찾는 곳(baggage claim)에서 호스트가족을 

만나세요. 

 

 

 

만약 항공편이 연기되거나, 놓치거나, 변경된다면 최대한 빨리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일부 호스트가정들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공항에 옵니다. 만약 위에 안내된 장소에서 제시간에 

만나지 못하면, 호스트가족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집으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족을 

만나지 못해 픽업을 받지 못할 경우, 여러분은 직접 택시비를 부담하여 가정입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항 도착 후 호스트가족을 만나는 지정 장소에서 가족을 찾지 못한다면 즉시 에이전시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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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추천 활동 Thank you http://www.respiteforme.com  

3 - 6 개월 아이들  

 안아주기, 딸랑이, 장난감놀이 

 거울을 보며 ‘Who’s that?’하고 물어보기  

 흉내내기 

 노래, 음악, 소리내기 

 목소리 바꾸기 

 목욕 시간  

 

6 - 18 개월 아이들 

 던지고 받기 게임 

 유아용 아기요람(Bounce chair) 흔들기 

 게임: 까꿍(peak-a-boo), 숨바꼭질(Hide and Seek) 

 재미있게 음식, 간식 먹이기  

 물놀이 (헝겊인형,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스폰지, 비눗방울 등 이용)  

 목욕 시간 놀이 (물에 뜨는 장난감, 스폰지, 세탁가능한 인형 등) 

 주방 놀이  

 

18 개월 – 4 세 아이들 

 점토 및 색상 실험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 

 다양한 그릇과 도구, 장난감 등을 활용한 물놀이 

 율동 

 흉내내기, 따라하기 

 춤추기 

 숨바꼭질 

 아이들 ‘돕기’ – 가게에서, 식사 준비할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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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세 

 제과(쿠키틀 사용하기, 오븐에 굽기 등) 함께하기 

 바람부는 날 연 만들어서 함께 날리기 

 산책하며 돌멩이, 낙엽 등 물건 모으고 이야기하기 

 공원에서 오리들에게 먹이주기 

 선물 만들기 

 보드게임, 카드게임하기 (UNO, Crazy 8s, Old Maide 등) 

 배드민턴이나 크리켓 함께하기 

 산책하며 ‘균형잡기’ 연습하기, 흥미로운 장소 찾기 

 정원 소풍하기 

 화창한날 하늘과 구름 구경하기 

 

 8-10 세  

 좋아하는 사진과 자료들을 모아 스크랩북 만들기 

 카메라로 흥미로운 풍경이나 사물 찾아서 사진 찍기 

 안부, 명절 인사 또는 병문안 카드 만들기 

 책을 큰소리로 읽고 녹음해보기 

 보드게임, 영어게임하기 (Monopoly, Life, Sorry or hangman) 

 자전거타기 

 공원에서 축구, 테니스, 술래잡기 등 하기  

  

 11-13 세  

 TV 프로그램을 보고 의견 나누기 

 자신의 나라와 문화, 산업 등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야기 나누기 

 새집 만들고 색칠하기 – 실제 새가 와서 둥지를 트는지 관찰하기 

 안전하게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타기 

 존경하는 인물 목록 만들기 –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보기 

 잔디를 깎거나 함께 세차하기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함께하기 (호스트부모님 허락 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