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남산골 전통체험 Q&A 

 

[공모 신청 관련] 

 

1. 증빙서류는 어느 수준인가요? 

주요 실적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인쇄물, 보도자료,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2. 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있는 홍보 계획은 따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아니오. 별도 예산지원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통합홍보를 지원합니다. 

 

3. 안전관리 계획에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은 어떤 부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코로나19 방역 물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 1회 가옥 소독과 아크릴 

가림막입니다. 이 외에 필요한 개별 물품 소독, 개인 마스크, 체험객 장갑 등의 물품을 준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체험 전후 소독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체험객 리스트 관리 등 방역에 필요한 

내용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체험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은 꼭 전통을 소재로 해야 하나요? 

전통으로 한정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통을 재해석하거나 전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프로그램은 일회성 프로그램을 선호합니다. 

 

3. 한 파트너가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은 2개의 프로그램, 오프라인은 3개의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전통체험은 꼭 남산골한옥마을과 관련해야 하나요? 

전통가옥과 관련한 역사를 배울 수 있거나, 남산골한옥마을 로고를 이용하거나, 전통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체험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하지만 관련이 없더라도 참신한 프로그램이라고 판 단 

된다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5. 한 단체가 여러 개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6. 체험료 15,000원은 확정가격 인가요? 

권장 가격입니다. 체험을 운영해온 결과 1만원 이상은 체험객들이 비싸게 느끼는 금액이었습니다. 

1 5 , 0 0 0원은  많은 체험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권장 가격으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체험 성격에 

따라 비용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7. 작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네. 체험과 관련한 완제품 판매는 가능하며, 수익금은 각자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운영시간 관련] 

 

1. 오프라인 운영 시, 강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운영인력은 운영시간 내, 해당 장소에서 1인 이상 꼭 상주해야 합니다. 날씨, 행사와 상관없이 상시 

근무하셔야 하며 동일인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일, 시간별 다른 인원이 상주 가능) 

 

2.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단, 협의 후 협약서에 명시한 운영일과 시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3. 점심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전통가옥 내에서는 취식이 불가하여 외부에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단, 전통정원은 취식 가능)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장소 관련] 

 

1. 프로그램에서 불을 사용해도 되나요? 

가스 사용은 불가하며, 전기 인덕션은 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옥의 손/망실 관련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선정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오. 프로그램에 맞게 장소를 선정하기 남산골한옥마을 내부 행사로 인한 장소변경 외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 운영 관련] 

 

1. 체험 운영 파트너는 몇 팀을 선발하나요? 

현재 오프라인은 각 주제마다 한 팀 씩, 온라인은 미정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체험은 한  

가옥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시간을 나누어 진행할 경우 더 많은 팀을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제에 부합한 팀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운영 중 남산골한옥마을의 다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운영시간이 겹치지 않는 행사의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3. 수익구조 및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온·오프라인 모두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일괄 징수하여 매달 10%의 운영수수료와 예매처 및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익월에 지급합니다. 단, 남산골한옥마을은 과세사업자로 모든 수입에 부가세 

가 징수되어 면세사업자나 간이 사업자의 경우 10% 운영수수료 이외에 10% 부가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