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화관 창작실 입주 작가 안내문
토지문화관 창작실에 입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갖춘 이
곳에서 편안하게 머무시며 작품 구상과 창작 작업에 몰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창작실 입주 작가 의무사항
○ 창작실에 입주한 작가는 월 20일 이상 실제 거주해주십시오.
• 장기 외출이나 장기간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사무실에 알
려주십시오.
• 조기 퇴실 등 변동 상황은 반드시 퇴실 1주일 전에 사무실로 알려주십시오.
○ 창작실에 입주하여 집필한 작품을 발표 혹은 출간 시 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
원을 받아 토지문화관에서 창작한 작품임’을, 예술인은 ‘강원도와 원주시의 후원을 받아 토
지문화관에서 창작한 작품임’을, 외국 문인 및 예술인은 ‘원주시의 후원을 받아 토지문화관
에서 창작한 작품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저서는 1부, 도록 및 공연(발표)자료는
2부를 토지문화재단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문인과 예술인에게 창작실을 지원한 성과물은 해당 사업 예산 책정 및 감사 등에 중요
한 보고 자료가 됩니다. ‘토지문화관 창작실에서 창작한 작품’을 명시해 제출해주신 결과물
이 많을수록 지속적인 문인·예술인 창작실 지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예술인은 토지문화관에서 창작한 작품 일부의 사본 또는 파일, 사진 혹은 작품요약을
퇴실 시 제출해주십시오.
• 제출받은 작품은 사업후원 기관인 강원도와 원주시 보고 자료로만 사용되며, 외부에 공
개되지 않습니다.
○ 입주 작가는 창작실 입주 약정서 및 퇴실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퇴실 1주일 전에 퇴실확인서와 설문지를 드립니다. 미리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
시오. 해당양식이 미리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수령해주십시오.
○ 창작실에 외부인이 머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하여 숙박할 경우 토지문화관의 대관 숙소를 미리 예약해주십시
오.(4인 1실 8만원 / 1-2인 5만원)
■ 창작실 입주 작가 생활 준수사항
○ 다른 작가의 창작 활동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토지문화관은 매우 조용한 환경으로 특히 밤에는 소리가 잘 울려 퍼집니다. 귀래관 휴
게실이나 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지나친 음주·소란 행위는 타인의 창작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 창작실은 유선 인터넷, 도서관 및 휴게실은 무선인터넷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은 홈네트워크로 데이터용량이 많으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내려받는 용량이 많
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십니다.(한국통신만 설치가능)
○ 창작실에 비치된 물품들은 가능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마시고 사용합니다. 사용 중
물품이 파손된 경우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교체 및 수리해드립니다.
• 청소기는 공동사용 물품입니다. 사용 후 반드시 비치된 곳(휴게실)에 비치해주십시오.
• 입주기간 중 창작실 청소와 빨래는 개인이 하십니다.
○ 창작실과 휴게실에서 취사 및 전열기구 사용은 화재 위험으로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금연법’에 따라 실내흡연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 흡연은 외부에 나오셔서 하시며 조리는 휴게실에서 전자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커피포트에 물 이외에 다른 것을 끓이지 마십시오.(고장의 원인이 됨)
□ 창작실 입주 생활 안내
○ 식사는 토지문화관 식당에서 제공되며,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공휴일에는 식사가 제공되
지 않습니다.
• 식사 시간
- 조식

7-10시 식당에 빵과 커피, 계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Self)

- 중식

12시 

- 석식

18시 

중식과 석식은 시간에 맞춰 오셔야 음식이 따뜻합니다.
• 11월과 12월은 중식 11시 30분 / 석식 17시 30분으로 식사 시간이 변경됩니다.
• 식사는 식당에 비치된 식사 확인표에 반드시 미리 기재해주셔야 준비가 됩니다. 미리
표시를 못한 경우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 대출
• 토지문화관 도서실은 언제나 이용가능하며, 도서대출 기록부에 기재하신 후 가져가시고
반납합니다. 도서를 보신 후 제 자리에 꽂아주십니다.
•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 《토지》는 사무실에서 빌려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도서관 이용카드는 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증명사진 2매 필요)
○ 대중교통(시내버스) 버스 시간표는 사무실에서 드립니다.
○ 음료 자판기는 본관 1층에 있습니다.
○ 말일에 퇴실 시 청소를 위해 짐은 오전에 정리해주시며, 식사는 점심 혹은 저녁까지 드
시고 퇴실하셔도 됩니다.
○ 매지사는 온수 사용 시 보일러 목욕 버튼으로 변경, 사용 후 실내 버튼으로 원위치
□ 기타 사항
○ 토지문화관은 관리기사님이 24시간 상주하십니다. 야간에도 불편사항 발생 시 전화주시
면 바로 조치해드립니다. 전화☎ 033-766-5544
○ 매년 10월에 박경리문학제 - 작가와 함께 회촌숲길 걷기 ․ 문학포럼 ․ 음악회 ․ 박경리문
학상 시상식 등 문화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토지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페이스
북 참조)
○ 창작실 입주 작가가 본인의 창작활동 소개 등을 목적으로 소모임· 세미나· 작품전시· 발
표회를 하실 경우 세미나실 및 전시실 지원해드립니다.
○ 우편물이나 택배물품은 사무실에서 받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