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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년 10월 24일~31일

장소.  

알람바틱,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프로젝트 디렉터. 

신보슬 

바틱 전문가. 

스리 콜리파(부 이파)

아낭 삼술 아리핀 

페리 수겅 산토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강지현•이태성

마리나 압둘 가니•마슬린다 압둘 가니

한국 참가자. 

권기성•정봉진 

영상.

김형주

기자. 

이미혜

아티스트. 

노기훈•최윤석 

디자인.

김도현•손혜인•장태훈

인도네시아 참가자.

Sinta Kristya Dewi•Ricky wahyu satria• 

Wuduabti•Jossie Aldi Efendi•Nur Hadi Efendi• 

Syamsuri•Merin Widianti•Wahyu Ari Sandi• 

Nurul Mufida•Trinanda Athiya fajrin• 

Yeni Susilo Wati M.Dofir Romanhoni• 

Juliya dwi safitri•Siti Julaikha•Tri Handoyo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트드림캠프

운영

토탈미술관

Date.

24 Oct(Tue) - 31 Oct (Tue), 2017

Venue.

Alam Batik, Indonesia Pasuruan

Project Director.

Nathalie Boseul SHIN

Batik Specialist.

Sri Kholifah(Bu Ifah)

Anang samsul arifin

Ferry sugeng santoso

Coordinator.

Jeehyun Kang•Taeseong Ryan Yi

Marina Abdul Ghanie•Maslinda Abdul Ghanie

Korea Participants.

Kisung Kwon•Kisung Kwon•Bongjin CHUNG 

Movie director.

Hyoung Ju KIM 

Journalist.

Mee Hye LEE

Artist.

Gihun NOH•Yoonsuk CHOI 

Designer

Dohyun KIM Heiin Son  Tae Hoon JANG

Indonesia Participant.

Sinta Kristya Dewi•Ricky wahyu satria• 

Wuduabti•Jossie Aldi Efendi•Nur Hadi Efendi• 

Syamsuri•Merin Widianti•Wahyu Ari Sandi• 

Nurul Mufida•Trinanda Athiya fajrin• 

Yeni Susilo Wati M.Dofir Romanhoni• 

Juliya dwi safitri•Siti Julaikha•Tri Handoyo

2017 BATIK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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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약 270만 1천(1995). 마두라섬과 접하는 좁다란 수라바야 

수로의 연안, 칼리마스강 하구에 자리한 대도시이다. 자바에서 가장 

우수한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최대의 

설탕 적출항 겸 무역항이었다. 바다를 앞둔데다 칼리마스강을 이용한 

오지와의 교통이 편리하여 점차 발전하였다. 18세기 전반에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이곳을 차지하였으며 19세기 후반부터는 

배후지인 동자바의 농원개발에 따라 물자집산이 활발한 무역도시로 

발전하였다. 시가는 칼리마스강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20km 

가량 뻗쳐 있는데, 북부는 항만지구, 중부는 상업지구이고 화교와 

아랍인이 많이 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직물·기계·조선·차량·제당·정유 등의 

공업이 일어나서 인도네시아의 주요 공업지대의 하나가 되었다. 또 

전략적 위치 때문에 옛날에는 네덜란드 해군, 지금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중요한 기지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함대의 근거지 

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해군의 해양함대 사령부와 해병부대가 있다.

시의 북서쪽에는 자바의 역사적인 그레시크가 있으며, 남쪽에 있는 

아르주나화산의 중턱에는 휴양지가 발달하여 수라바야 시민의 

피서지로 이용된다. 또 주변의 브란타스 하구에 있는 삼각주는 

한때 수라바야주를 형성하였으며 쌀·사탕수수·옥수수·커피 등의 

농산물과 석유를 산출한다.

파수루안(인도네시아어: Pasuruan)은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 주의 

도시로 면적은 147km2, 인구는 186,322명(2010년 기준)이다. 

수라바야에서 남동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인도네시아의 자와 섬 중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자와에서 가장 좋은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다. 13세기에 싱고사리 왕조의 왕위 계승 전쟁 

때  

동생의 군대는 수라(sura, 상어), 형의 군대는 바야(baya, 성게)라고 

불렸는데 여기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1743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지배를 받았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전에는 최대의 설탕  

적출항 겸 무역항이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직물·기계·선박· 

차량 등의 공업이 발달하여 인도네시아의 주요 공업 지대의 하나가 

되었다. 시의 북부는 항만 지구, 중부는 상업 지구이다. 쌀, 사탕수수, 

옥수수 등과 석유가  산출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해군의 해양 함대 

사령부와 해병대가 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파수루안
Pasuruan, Surabaya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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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바틱은 파수루안 지역에서 유명한 바틱제작공방으로, 천연 

재료와 전통적인 기법을 고수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주강사인 

부 이파의 제자가 시작하여, 현재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바틱을 

제작하고 있으며, 바틱 관련으로는 지역인지도도 높다. 바틱 제작 

공방으로서 바틱에 대한 기본 도구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방자체의 

워크 숍 프로그램도 있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수월할 수 있다.

알람 바틱
Alam B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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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한국-인도네시아)

자기 소개 / 일정 소개 

컬링 유니폼 만들기 

(스케치 및 챈팅) 

나무 이름표 만들기 

(스케치 및 챈팅)

나무 이름표 만들기 

(챈팅 및 염색)

가구 만들기 / 창고 청소

지도 그리기

(스케치 및 챈팅)

가구 만들기 

지도 그리기(염색)

결과물 발표 및 

점심 식사

결과 회의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파수루안 도착

컬링 소개 

컬링 유니폼 만들기 

(스케치 및 챈팅)

컬링 유니폼 만들기 

(염색)

나무 이름표 달기 및

지도 리서치 

컬링 체험

인터뷰

송별회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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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Making

나무 이름표 만들기



2726



2928



3130



3332



3534



3736

Uniform
Making

컬링 티셔츠 만들기



3938



4140



4342



4544



4746

Playing
Curling 

컬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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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5352



5554



5756



5958



6160



6362



6564

Map
Making

마을 지도 만들기



6766



6968



7170



7372



7574



7776



7978



8180



8382

Storage
cleaning

청소 및 가구 만들기



8584



8786



8988



9190



9392



9594



9796



9998



101100



103102

house
worming
party

결과 발표 및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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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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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2



115114



117116



119118



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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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Billy

| 도니 Doni

| 한도요 Tri Handoyo

|  하디 Hadi

| 알디 Aldi

| 난다 Trinanda

| 무피다 Mufida

| 메린 Merin

| 신타 Sinta

| 시티 Siti

| 줄리아 Julia

| 예니 Yeni

|  산디 Sandi

 | 리키 Ricky

디아노 벨라 페리 산토소 

Diano Vela Fery Santoso

에스티아나 라하유

Esthiana Hendraswati Tri Rahayu

룰리스 라트나와티 유디 

Lulis Ratnawati Yudi

페리 수겅 산토소 

Fery Sugeng Santoso

프리마 암리 수라크맏 

Prima Amri Surachmad

카스토 

Kasto

마낭 사무술 아리핀 

Anang Samsul Arifin

BATIK STORY PARTICIPANTS

| 스리 콜리파 

Sri Kholifah Bu Ifah

스리 콜리파(1962년 인도네시아 마랑 

출생)는 친근하게는 이파 (Ifah)라고 잘 

알려져 있는 바틱전문가이다. 그녀는 

인도네시아 파수루안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열정적으로 해왔 

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명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의 모토는 바틱에 관심은 있지만 

재로나 도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들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러한 

목표로 인해, 그녀는 천연염색을 사용 

하는 바틱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천연염색 바틱은 환경을 파괴 

하는 화학염료바틱에 대한 대안일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천연자원 

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모색하면서 바틱을 제작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최근 그녀는 유니버시티 

콜리지 사바 파운데이션 (UCSF)에서 

바틱 전문가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바틱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보르네오 보타닉 

바틱(Borneo Botanic Batik)에서 바틱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틱에서 최고의 오가닉 컬러 

염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의 천연 

재료들을 조사하고 연구 

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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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현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골프 아카데미 오브 

아메리카(Golf Academy of America) 

에서 공부하고 샌디에이고주립대학 

에서 스포츠경영으로 MBA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오렌지크립 스타트업

스튜디오(OCSS) Chief Co-founder, 

TW&Co. 대표, 스포츠창업연구원 

(RISE)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대와 인천대에서 비전임교원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에는《한국  

골프산업백서 2016》(공저)가 있다.

| 권기성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골프 아카데미 오브 

아메리카(Golf Academy of America) 

에서 공부하고 샌디에이고주립대학 

에서 스포츠경영으로 MBA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오렌지크립 스타트업

스튜디오(OCSS) Chief Co-founder, 

TW&Co. 대표, 스포츠창업연구원 

(RISE)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대와 인천대에서 비전임교원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에는《한국  

골프산업백서 2016》(공저)가 있다.

| 김형주

현재다큐멘터리스트이자 촬영감독으로 

활동중이다.2015년 2월 다큐멘터리 

〈망원동 인공위성〉의 연출, 제작, 촬영을 

했고 극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말하는 건축가〉의 촬영감독으로 

활동했다. 기록한다는 것, 찍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는 영상작업을 꾸준히 해오고있다.

| 노기훈

노기훈은 과거로부터 비롯된 지리적인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가에 관해 사진 

찍는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로부터 

비롯된다‘는 전제로부터 현재를 감싸는 

과거로부터의 흔적들, 예를 들어 정부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1세대 

공업단지(구미),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유효함(1호선), 

경제적 무능력이 발생시킨 노숙자라는 

사회적 위치에 서있는 그들이 찾는 

서울의 특정한 공간(검은 밤),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공간으로써 영원히 

그곳을 지키고 있을 역사적 장소-광장의 

불변함(미쟝센)과 같은, 과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재 공간을 사진 

찍는다.

| 손혜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공부했고 

〈Design lab. Buret〉 〈AGI Society〉를 거쳐 

현재 서울에서 작업하고 있다. 전시와 

출판을 비롯한 그래픽디자인 전반의 

작업을 해왔다. 텍스트와 이미지가 지면 

이외의 공간에 작용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다. 〈로드쇼〉 〈바틱스토리〉를 통해 

그래픽디자인이 어떤 방식으로 삶에 

확장되어 작용하는지를 탐구중이다. 

| 신보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석사,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부터 전시기획을  

시작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아트센터 나비에서 근무했고,서울국제 

미디어아트비엔날레(미디어시티서울) 

전시팀장(2003~2005), 의정부디지털 

아트페스티벌 큐레이터(2005), 대안공간 

루프 책임큐레이터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토탈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 이미혜

〈보그코리아〉의 피처 디렉터로 K-Pop 

스타부터 인디 뮤지션까지 국내외 여러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글을 써왔다. 2011년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열렸던 〈보그 코리아〉 창간  

15주년 특별전 〈Fashion into Art〉를  

기획하고 총괄 진행했으며,삼성미술관  

리움의 〈패션&아트〉강좌, 금호미술관 

〈Propose7〉 등 패션과 아트를 주제로 

한 전시와 강연에 참여해왔다. 2015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자발적 백수를 

선언 후, 12년 간 패션지 에디터로 일해온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있다. 콘텐츠 기획자이자 

칼럼니스트로 〈보그 코리아〉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활동 중이다.

| 이태성

학부 때 역사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 중이다. 2010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중남미,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문화의 다양성에 

매료되어 문화예술에 발을 들였다. 현재 

토탈미술관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문화와 

문화재를 통해 보여지는 사회의 모습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 정봉진

1983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스포츠과학,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스포츠매니지먼트를 전공했다. 졸업 

이후 국제스포츠협력센터(ISC)에서 

주임연구원으로 일하며 

국가대표교육프로그램(TKEP) 개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전담했다. 

현재 스포츠 문화 관련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인 ‘Orange Crip 

Startup Studio(OCSS)’와 멀티 스토어인 

‘공간(GongGaan)’을 운영하며, 스포츠와 

문화를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저서로는 〈Young People’s 

Book on Leisure〉(2015)’와 〈수학 in 

스포츠〉(2017)가 있다.

| 제로랩 

장태훈, 김동훈, 김도현이 운영하는 

그래픽,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 

전방위적인 문화활동을 지향하며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실험적인 디자인과 

상업적인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제품, 

공간, 시각디자인 작업 외에도 워크숍과 

단행본 제작 및 공공개선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시를 통해 의자와 스툴, 프린팅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관람객이 디자이너의 

작업과정과 생산방식을 직접 경험해 

보고 디자인의 본질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 최윤석

최윤석은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작가의 

습관과 시간관념을 위시한 주변환경을 

다룬다. 또한 그는 일상생활과 작가의 

작품간의 경계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최근 그는 퍼포먼스와 

영상, 그리고 소리 등의 다양한 매체적 

실험을 하고 있다. 작가는 서울 성북동의 

스페이스 오뉴월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다수의 그룹전과 퍼포먼스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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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 압둘 가니 

Marina Abdul Ghanie

마리나 압둘 가니(1981, 말레이시아 

산타칸 출생)는 사바 애니메이션 &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센터(SAC3, 

Sabah Animation & Creative 

Content Centre)에서 부 디렉터 

(deputy director)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르네오 북부 지역에 사는 

어른들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스토리 

텔링을 비롯하여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미취학아동을 위한 

애니메이션, 미디어 프로덕션에 

있어서의 내러티브 미학, 아이들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등에 관해 광범위 

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아트&미디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바 주의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플레이그라운드 인 

아일랜드〉 (2010~현재),  

〈로드쇼 2016: KK에서 산타칸까지〉, 

그리고 한국 아티스트 및 큐레이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Total x SAC3 in 

KK〉 등 문화예술 전방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마슬린다 압둘 가니 

Maslinda Abdul Ghanie (BB)

BB 라고 불리는 마슬린다 압둘 가니 

(1987년 산타칸 출생)는 사바 

애니메이션 &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센터(SAC3, Sabah Animation & 

Creative Content Centre)에서 센터 

메니저로 일하면서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 매니지먼트 및 이벤트 & 프로젝트 

기획•운영활동에 관심이 많아졌다.  

1 아잠 커뮤니티 에듀케이션 프로젝트 

(1 Azam Community Education Project) 

의 선임 코디네이터였으며,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 

했다. 또한 한국 토탈미술관과 공동기획  

프로젝트인 〈플레이그라운드 인  

아일랜드〉 (2010~현재)와 〈로드쇼 

2016: KK에서 산타칸까지〉의 

코디네이터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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