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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문화올림픽 ODA <아트 드림캠프>

평창문화올림픽 ODA ‹아트 드림캠프(Arts Dream Camp)›(이하 아트 드림  

캠프)는 기후 등의 여건으로 동계스포츠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낮은 남반구 국가의 아동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을 매개로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의 예술가들이 동계스포츠로부터 소외된 

남반구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고유문화를 접목한 창의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후, 참가자 일부를 2017년 2월, 국내로 초청하여 

문화와 예술이 하나로 어우어지는 축제의 장을 계획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에는 총 4개 국(베트남, 콜롬비아, 말라위, 인도네시아)이 참여 

하고 있으며 베트남-연극(인형극), 콜롬비아-무용(현대무용), 말라위-음악 

(재즈), 인도네시아-시각예술(전통공예)에서 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과 현지의 예술가가 협업하여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현지 아동  

청소년, 지역민의 내재되어 있는 문화예술 감수성을 향상하고자 체험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현지 파트너 기관의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 유산(Olympic Legacy)으로써 

다각적인 예술교육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중남미
콜롬비아 

까르타헤나

200여명
(빈민지역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아트 드림  

캠프 인   

콜롬 비아 

장르: 무용(현대무용)

내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지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대상 ‘평화’, ‘올림픽 정신’ 등을 

주제로 무용예술교육 진행 

아시아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50여명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바틱 스토리

장르: 전통공예(바틱), 설치미술
문화다양성 존중의 시각에서 인도네시아 

전통공예 ‘바틱(BATIK)’을 주제로 예술적 

가치 공감과 자기표현의 매체로 활용 가능한 

시각예술교육 진행 

베트남
호치민

100여명 

(인문 사회 

과학대
한국학부 

대학생, 학교  

관계자) 

꿈꾸다, 

뜨거운 

겨울!

장르: 인형극, 설치미술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주제(얼음, 눈, 겨울 

등)의 연극 기반 통합예술교육(음악, 미술, 

영상, 움직임 등) 진행 

아프리카
말라위
카롱가

50여명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기타 포 

아프리카
(Guitar for 

Africa)

장르: 음악(재즈), 미술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아프리카 문화적 특색을 

접목하여 현지 아동 청소년의 내재된 예술적 기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창작 음악예술교육 진행

2018 평창 문화올림픽 

문화올림픽이란 올림픽 개최도시가 올림픽 기간 전부터 올림픽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프로그램과 페스티벌을 통칭하는 말이다. 

공식적으로 IOC가 규정하는 문화올림픽의 정의는 ‘올림픽 가치를 통해 개최국 

및 세계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활동을 포함 

하는 멀티 플랫폼 프로그램’이다. 문화올림픽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철학자, 학자, 시인,  

음악가, 조각가, 정치 지도자 등도 함께 올림픽 정신으로 자신의 재능을 뽐내었 

다고 하니, 문화올림픽의 기원은 올림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IOC의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에서도 올림픽을 스포츠·문화·교육의 

융합으로 보고, 제39조에 문화 프로그램을 규정하여 문화올림픽을 의무화 

하고 '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부터 문화올림픽 개념을 도입, 공식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는 법 

규정을 두고, 문화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평창문화올림픽은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큰 주제 아래 ‘①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축제사업, 

②미래세대에 영감을 주고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사업, 

③올림픽을 계기로 평창을 동아시아 문화관광의 복합 메카로 만드는 사업’ 

으로,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어 펼쳐질 예정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벌어지는 각종 문화올림픽 행사는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과 붐 조성은 물론, 특별히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문화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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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콜리파(부 이파)
인터뷰 2016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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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소셜 토크쇼 

‹김도영의 나누기› 오늘은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특별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혹시 ‘Batik’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데요, 바틱은 

벌에 나온 밀납을 녹여서 천 위에 얇은 선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천연염료로 염색을 하면 

밀납이 묻었던 자리가 하얗게 남아서 문양을 이루게 

되지요. 이런 원리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서 정성스럽고 정밀한 옷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바틱 전수자, 바틱 최고의 

명인 모시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하는 소셜 토크쇼 ‹김도영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김도영의 함께하는 소셜 토크쇼 

‹나누기› 시작할 텐데요, 이 분들은 한 분은 말레이 

시아에서 오셨고 한 분은 인도네시아 분입니다. 

한국어를 못해요, 또 한 분은 영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이 제가 안되는 콩글리시로 

영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순차통역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요. 그렇더라도 여러분께서 예쁘게 

또 영어가 틀리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훌륭하신 분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인도네시아 바틱의 명인이십니다. 

부 이파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도영  안녕하세요, 부 이파.

Bu Ifah  안녕하세요. 

김도영  한국 시청자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Bu Ifah 안녕하세요

김도영 또 한 분의 게스트가 계십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Ms. Marina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마리나입니다.

김도영  어떤 일 하시나요. 

Ms. Marina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교육기관인 
‘SAC3’에서 부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마리나께서 왜 인도네시아에 오셨는 

지는 좀 있다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구요. 오늘  

인도네시아 바틱의 명인 분과 함께 하고 있습 

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어서 우리 쇼에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 드릴까요.

Bu Ifah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부 이파 

입니다.

 

김도영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어로 말씀하시지요. 

마리나께서 통역 부탁드립니다. 자기 소개 해 

주세요.

Bu Ifah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부 

이파입니다. 요즘엔 말레이시아 SAC3에서 바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도영 오늘은 바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데요. 제가 초반에 바틱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 

습니다만 선생님은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으신 

바틱의 명인이시니 바틱에 대한 소개와 왜 

바틱이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u Ifah  바틱은 모티브를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밀납을 이용하여 염색시 색깔을 조절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바틱은 매우 중요합니다. 7세기 경 

바틱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왔습니다. 역사가 길죠. 

사실 바틱에 사용되는 기본 문양인 점을  

찍는 것은 인도네시아 고유문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틱에 사용되는 나머지 기술들은 인도 

네시아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2009년 바틱이 

인도네시아 고유 문화유산이라는 인정을 세계적 

으로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됨)

김도영  와, 인도네시아뿐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 이군요. 하지만 다른 

문화유산처럼 현대 기술 예를 들면 컴퓨터 

프린팅 기술 등으로 인해 훨씬 싸고 또 빠르게  

어떤 경우에는 더 좋게 만들수가 있을텐데요. 

전통 바틱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고 배우기도 

어렵지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바틱을 인도 

네시아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까지 전파하고 

계십니다, 전통 바틱기술은 참 어려울텐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Bu Ifah  맞는 말씀입니다. 바틱은 참 복잡한 

기술입니다, 배우기도 어렵고 또 만들기도 

어렵지요, 하지만 바틱의 이면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바틱을 만드는 과정이나 바틱에 들어 

있는 이야기들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바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틱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룹으로 해야 합니다, 

바틱은 우리 일상에서 공동체를 투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김도영  와, 대단하네요. 제 가슴을 울립니다. 

선생님께 바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군요. 

공동체와 공동체 정신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철학이 담긴 것이군요.

Bu Ifah  두번째로 바틱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바틱엔 고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며 바틱을 만들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바틱을 만들려면 굉장히 집중해야 합니다. 

찬팅(녹인 밀납으로 그림을 그리는 도구)을 사용 

하여 문양을 그릴때 한 방향으로 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에서 과거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만 나갈수 있지요. 

 

김도영 바틱이 단순한 바틱이 아니군요. 

여러가지 의미와 제작 과정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들어있네요. 

Bu Ifah  세번째로 바틱을 할때 세세한 점 (dot)을 

찍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빨리 빨리 점을 찍으면 

안돕니다. 바틱에서 점을 찍을 때는 리듬을 타야 

합니다. (많은 점들을 찍어야 할때)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런 굴곡이 있기에 우리 

인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지요. 만일 우리 삶이 

위로만 향한다면 아래로 향하는 삶을 절대 알 수가 

없지요 삶이 지루해지겠지요. 이런 것이 바로 바틱의 

아름다움입니다.

김도영 와, 선생님께는 바틱이 일종의 명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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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성공적인 사례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이상 가난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살고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제자들은 대부분 바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적인 윤택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는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있습니다. 집도 있고, 제 바틱 

작품도 있습니다. 저의 이런 삶이 제자들에게 본이 

되고, 동기부여 되어 바틱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도영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정말 멋진 

스토리네요. 선생님을 ‘인도네시아 바틱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사회적 기업가’로써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Change maker’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우리 토크쇼에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활동은 인도네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죠. 선생님의 이러한 생각, 지혜들을 

세계에 퍼트리고자 하십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도 프로젝트를 하십니다. 

마리아나께서 선생님과 이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코타키나발루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Ms. Marina  부 이파 선생님은 4~5년전 부터  
‘바틱 프로그램’ 이라는 프로젝트를 야야산바로 

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프로젝트에서 바틱 마스터로 가르치고 계십 

니다. 특히 천연 염료를 사용하는 보타닉 바틱을 

가르치십니다.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제자를 

배출했습니다. 저는 이 바틱 프로그램을 통해 

자바에 사는 저소득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도영  선생님은 자신의 비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선생님이 토탈 

미술관의 신보슬 큐레이터와 함께 한국 팀들과  

일하게 되셨죠. 특별히 토탈미술관의 신보슬 씨  

(Natalee Shin) 가 아티스트, 디자이너, 

저널리스트, 사진작가, 영화감독 등 10명의 

멤버들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선생님의 철학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전파시키고 

있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입니다. 5일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부 이파 선생님께서 

약 20명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바틱을 가르치고, 

저희 아티스트들은 바틱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바틱을 더 좋게할지,  

아니면 다르게 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한국팀들은 선생님의 이런 모델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간 열심히 일하시느라 매우 피곤하실텐데요, 

사실 저희도 매우 피곤합니다. 금번 ‘아츠 드림 

캠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Bu Ifah  한국인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바틱에 대해 알고자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사하고 영광스런 일입니다. 토탈미술관 신보슬씨 

등 모든 한국팀 멤버들에게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틱은 매우 전통적인 기술 입니다. 

그런데 아츠 드림 캠프를 통해 이렇게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고, 무언가를 나눠주려 하시고, 

우리의 관점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바틱이 매우 전통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알고  

있죠. 그런데 바틱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인정 

되고 판매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 넘는 새롭고, 색다른 컨템퍼러리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저는 환영합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도영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핵심 사항을 말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그냥 

멋진 바틱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Bu Ifah  맞습니다. 일종의 명상입니다. 바틱이 

일종의 기도와 같습니다.

김도영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왜 선생님께서 

바틱을 전파하고 가르치려하는지 말입니다. 

바틱이 우리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공동체 정신을 되찾는 쉽고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인 것 같네요 제가 맞습니까.

Bu Ifah  네, 그렇습니다.

김도영 바틱 자체가 목적이 아니군요. 바틱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본연의 삶을 

찾아가는 방법이군요. 

Bu Ifah  맞습니다. 저는 원래 디자인을 가르치던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카르타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한번은 전국 디자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Textile의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 

하기 위한 대회였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등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구를 하던 중 바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바섬 동부 전역을 다니면서 바틱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바틱을 

만났습니다. 디자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바틱을 만난 거죠.

 

김도영 그게 언제였죠?

Bu Ifah  2002년입니다.

 

김도영  선생님의 전공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바틱 작품을 만드시는군요. 일주일 

전에 호주에서 패션쇼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Bu Ifah  그렇습니다.

 

김도영  많은 사람들이 부 이파를 인도네시아 

바틱의 어머니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바틱 보급에 앞장섰고 특히 젊은 세대 

에게 바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바틱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처럼 바틱을 통해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익 증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노력과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 

겠습니까?

Bu Ifah  저는 바틱을 가르칠 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바틱을 가르치면서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겐 이런 방법이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길입니다.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명상에 이르게 

하도록 가르치는 길 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길입니다. 

바틱을 가르치는 것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 때문에 

무료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철학때문에 인도네시아 바틱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김도영  아, 네…. 선생님에게 바틱이란 나눔이고, 

철학이며, 삶의 방식이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Bu Ifah  제게 가르침이란 나눔이고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틱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김도영  선생님, 바틱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u Ifah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바틱은 행복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좋은 품질의 바틱을 만들려고 노력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만든 바틱 제품을 정말  

좋아해서 구매하도록 말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약 2,000여명 이상의 제자 

들을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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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감사합니다. 마리나가 통역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네요. 

Ms. Marina  너무 감동적이어서 거의 할 말을 

잊었었습니다.

 

김도영  바틱의 비밀과 바틱을 통한 나눔의 

정신에 대해 배우게 되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 

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크쇼에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비전과 헌신을 통해  

뜻하시는 바가 가까운 미래에 모두 실현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들의 친구 

들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들이 꾸는 

꿈을 바틱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Bu Ifah   감사합니다.

김도영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바틱의 구루라 

할 수 있는 부 이파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통역하시느라 마리나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분도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하신 

분이 에요. 오늘은 바틱이라는 염색 기술을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고 우리 삶이 어떻게 

행복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과 십년 넘게 

노력해오신 부 이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부 이파 선생님 

과의 토크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이파 선생님, 모시게 되어 영광 

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리나.

 

Ms. Marina  토크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또 만나요.

 

김도영  인도네시아어로 ‘Good bye’라 뭔지요.

 

Bu Ifah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집에까지 무사히 여행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웠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이번과 같은 여정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겠지요.

 

김도영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허깅해요.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요.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요.그렇기 때문에 빈곤을 개선하고, 

빈곤의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 또는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팀이 큐레이터, 아티스트, 

영화감독, 저널리스트, 디자이너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죠.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친구와 함께 가라”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제 선생님께서 인도네시아의 전통에 대해  

한가지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바로 ‘짐삐딴’ 

입니다. 짐삐딴에 대해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Bu Ifah  제가 짐삐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어렸을 때 부터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짐삐딴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 한 

여성분이 자루 같은 것을 가지고 오시면 어머니는 

한 웅큼의 쌀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한 웅큼의 쌀을 자루에 집어 넣는거에요?” 

어머니께서는 “이것이 짐삐딴이란다. 우리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일이란다. 한 웅큼의 

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줌씩 모으고 모으면  

저 아주머니가 가져온 자루가 꽉 차겠지.”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는 ‘짐삐딴’정신입니다.

 

김도영  한국에는 ‘십시일반’이라는 짐삐딴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짐삐딴이라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짐삐딴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꼭 복원해야 할 풍습이네요.

와, 감동적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짐삐딴 

정신으로, 바틱을 통하여, 공동체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다같이 행복하자는 것이네요.

 

Bu Ifah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만일 바틱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바틱은 빈곤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바틱이 수입에 도움을  

못 준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워 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또한 바틱이라는 염색 기술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통을 보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도영   와, 얼마나 멋진 바틱 스토리인지요. 

얼마나 감동적인 부 이파의 스토리인지요. 정말 

뭉클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비전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u Ifah  제가 자꾸 나이 들어가고 있어서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더 많은 색깔들을 개발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색깔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사용 안하려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색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연 

염료가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 건강 때문입니다. 

천연 염료 개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자연을 보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또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넘어 이 땅의 삶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도영  이제부터 저는 선생님을 ‘바틱 마스터’가 

아니라 ‘바틱 구루’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에게 “나눔이란 OO이다” 뭐라고 정의 

하실까요?

 

Bu Ifah  나눔이란 주는 것이다, 나눔이란 함께 

일하는 것이다. 나눔이란 지금 우리 프로젝트이다. 

토탈미술관과 함께 하는 사업 말입니다. 나눔은 

주는 것이지만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돌아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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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 룰리스
인터뷰 2016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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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마담. 청소년들이 당신의 격려로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Madam Lulis  또한 패션디자이너 등 디자이너 

들과 함께 패션계에서 바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도영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Madam Lulis  저는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파수루안의 청소년들이 

더욱 동기 부여가 되고 또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영  와,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부인께서는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티셔츠도 선물로 

주셨죠. ‘I ♡ PASURUAN’(티셔츠 문구) 예, 

저도 파수루안을 사랑합니다. (웃음)

 

Madam Lulis  (웃음)

 

김도영  한국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 

겠습니까?

 

Madam Lulis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파수루안에 오세요. 이곳에는 세답말랑, 크리스탄 

같은 정말 예쁘고 멋진 꽃들이 있습니다.

또 망고, 두리안 같이 저도 좋아하는 열대 과일들도 

있답니다. 인도네시아에 오세요. 특히 파수루안에 

말입니다,

김도영  와, 멋지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파수루안에서 룰리스씨와 함께 멋진 인터뷰를 

했습니다.

 

Madam Lulis  파수루안에 꼭 오세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인도네시아와 사랑에 빠질 겁니다.

 

김도영  친절한 말씀이네요.

  

Madam Lulis  파수루안에 바틱 프로젝트로 오신 

한국팀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김도영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가 인도네시아 

말로 뭐지요?

 

Madam Lulis  “Sampai bertemu lagi, 

Indonesia”

 

김도영  하나, 둘, 셋 다같이 “Sampai bertemu 

lagi, Indonesia” 

김도영  안녕하세요 저는 룰리스씨와 함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룰리스씨께 몇 가지질문을 드리기 전에, 

자기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Madam Lulis  안녕하세요, 룰리스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동부에 위치한 파수루안 지역 

부빠띠(Bu Pati, 지방행정관)의 아내입니다.

 

김도영  아시다시피 이곳에 한국팀이 와 있습 

니다. 큐레이터, 아티스트, 디자이너, 저널리스트, 

영화감독, 미디어 아티스트 등.  저희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바틱의 아름다움에 대해 배우고 바틱 

제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입니다. 바틱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Madam Lulis  저는 바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틱이 매우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바틱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영 지난 며칠 동안 저희는 인도네시아 십대 

청소년들과 함께 바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재능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티스트들이 이들이 

좋은 바틱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바틱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Madam Lulis  파스루안에서 아츠캠프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쁩니다.  세담 말랑, 

크리스탄 같은 꽃들이 바틱 작품에 영감을 

주고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틱이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김도영  네, 저희도 인도네시아에 와서 청소년 

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프로젝트에 참가중인 청소년들에게 격려 말씀 

부탁드릴까요?

Madam Lulis  파수루안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들의 바틱 사업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바틱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바틱 제품을 많이 구매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만든 바틱 

제품에 대한 전시, 쇼케이스 등을 개최하여 다른  

지역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와, 정말 큰 격려가 되겠네요. 



참가자 여행 일기
2016년 12월 1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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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기 안에서

미로 안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열심히 

달리는 것 뿐입니다. 옅은 기억력과 운에 자신을 맡기고 말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내려다 봐야 그 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뱅뱅 돌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운이 좋으면 미로를 벗어날 출구까지 가는 길도 보일 수 있겠지요.

‘낯설게 보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가끔씩은 다른 곳에서 자기를 바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많이가 아니라 지혜롭게, 제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산골 마을로 갑니다. 낯선 곳에 서면 그 동안 잊고 있던, 미루고  

있던 질문들이 스믈스믈 저를 찾아 오겠지요. 아마도 이 녀석들과 마주 

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지금 해야 하는 질문은, 지금 하지 않은 질문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빼 놓은 질문, 너무나 쉽거나 원론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서 건너 뛰었던 질문들이 결국 나의 한계를, 나의 운명을 결정할 것 

이기 때문이다.”

- 안규철,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2014) 중에서 

함께 간 큐레이터, 아티스트, 패션 디자이너, 컬럼리스트, 영화감독, 

미디어아티스트, 사진작가 등과 함께 도착한 〈아츠 드림캠프 인도네시아 

(Arts Dream Camp Indinesia)〉환영식…. 지자체장부터 주요 인사들이 

모여 분에 넘치는 환대를…. 특히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큰절까지 하는 

이벤트를… 모두 몸 둘 바를 몰라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되는 워크숍에서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 기술인 바틱으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려 합니다.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맛대면 좋은 질문들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모으면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Let's dream a dream. and let's make a dream come true ‘TOGETHER’.”

제 speech를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바틱 명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정말 문양 

하나하나를 밀납으로 그리고 염색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작품이 나온디고 합니다. 어떤 제품은 넉달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맘에 

드는 작품을 골랐더니 1년 걸렸답니다. 2.5m×1.5m 크기입니다. 가격이 

자그만치 250만원이나 한답니다. 유럽에서 작품으로 사간다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믈어서 전통 바틱의 미래가 암울하답니다. 

공업적으로 프린팅한 제품에 밀려 나고 있습니다. 공업용 제품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전통기술이 바틱이 이제 없어져 

버릴 위기라며 안타까와 합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인도네시아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상업주의 때문에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12월 1일

수요일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2월 2일

목요일

오후

여행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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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숲속에는 오랑우탄이 삽니다. 오랑우탄은 숲속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잇는 존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눈이 내립니다. 오랑우탄과 숲속의 친구들이 눈을 맞습니다. 더운 나라에 

내리는 눈 때문에 동물들이 오렛만에 신이 났습니다. 도마뱀은 눈사람을 

만들고 토끼는 점잖빼는 호랑이에게 눈싸움을 걸어 봅니다. 앵무새와 

원숭이도 즐겁기만 합니다.

동물들 밑에 피어 있는 밀림 속의 꽃 향기가 눈송이 속으로 퍼집니다.

동물들이 사이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정겹습니다. 하얀 눈 때문에 

정글과 동물과 사람들 모두 하나가 됩니다.

〈바틱 워크숍〉

이곳 학생들과의 바틱 워크숍 이틀 째입니디. 대학교 사진 동아리 학생들도  

왔습니다. 바틱 센터가 바글바글합니다. 바틱 인간문화재 같은 센터장님께 

직접 사사도 받습니다. 밀납으로 그린 밑그림이 완성되자 염색 단계입니다. 

나뭇잎, 나무열매 등으로 노랑, 빨강, 오렌지, 검정등의 색을 만들어 천을 

담금니다. 제 첫 작품도 노란색 염료에 담급니다.

〈알람 바틱 워크숍〉

마을 청소년들과 함께 바틱을 배우며 만듭니다. 겨울이 없는 이곳 

청소년들이 눈, 겨울 등을 소재로 토의하고 밑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녹인 밀납으로 천에 그림을 옮겨 그립니다. 이 과정 마치면 천연 염료에 

담그고 말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알람 바틱의 운영자 페리 선생(Fery SS Ki Joyo)입니다. 이 마을에 온지 

4년 된 바틱 전문가입니다. 천에 밀납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마을 

사람들에게 맡겨 수익을 창출하게 합니다. 밑그림 도안과 염색은 고도의 

기술이라 본인과 스텝들이 합니다.

마을 사람 2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데 한달 수입이 약 10만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 마을 주민 평균 수입이 15만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부수입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정부의 구매라고 

합니다. 정부 의존도가 너무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멤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12월 3일

금요일

12월 4일

토요일

여행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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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인 밀납으로 밑그림을 그린 찬팅 흰 천을 천연 염료에 염색 했습니다.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들 전시 준비에 신나게 바쁩니다.

바틱을 배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작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틱 명인 부 이파의 자택에 초대받았습니다. 천은 물론이고 

나무, 가죽 등에 바틱으로 만든 최고의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행운을…. 

이 분 참 대단합니다.

바틱의 전통을 잇고 또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분 

입니다. 며칠전까지 호주에서 패션쇼를 했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바틱 

전수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디. 특히 제자들을 육성하여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도록 11년째 노력하고 있답니다.

스스로 규정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가요,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 

입니다. 파수루안 리젠시의 대표 부 파티(Bu Pati)의 부인 룰리스씨께서 

아이들과 함께 도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직접 요리도 준비해 주시고, 

티셔츠 선물까지…. CTS 라디오 <김도영의 나누기> 특별 인터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웍샵에 참여하는 두명의 소녀집을 방문했습니다. 굽이 굽이 찾아간 곳은 

정말 시골입니다. 가난과 여러 어려움이 있을텐데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여 집을 방문하며 

식구들을 만나는 순간 제 생각이 틀린게 아닐까 히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우리의 잣대로 보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지금 그대로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행복의 원형을 소중히 

보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간 멤버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 분들은 이렇게 여유있고 

품위있어 보일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런 공동체 문화와 

행복의 모습을 잊지 않으며 더 나은 삶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갑자기 옆 집이 시끄럽습니다. 가보니 말로만 듣던 닭싸움을 합니다.

치열한 싸움을 대비해서 찬물로 닭의 체온늘 낮추고 또 밥을 한 공기 

정도씩 억지로 먹입니다.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할어버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동네 최고의 닭싸움 마스터입니다. 닭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리로 상대를 쪼고 물은 다음 점프하며 발로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피가 튀는 말 그대로 혈투입니다. 30분 가까운 대결 끝에 할아버지 닭이  

이겼습니다. 싸움에 져서 벼슬과 머리에 상처가 심한 상대편 닭을 

할아버지가 소중히 치료해 줍니다. 어느 영역에서건 고수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생전처름 본 닭싸움. 고수 할아버지의 눈빛과 상대의 닭까지 

보살피는 넉넉함이 가슴에 남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

오후

12월 5일

일요일

12월 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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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는 인도네시아 처음 타는 싱가폴 항공.

평창문화올림픽 ODA <아트 드림캠프> 사업을 준비하면서 한번도 한 

자리에 모여본 적 없던 우리들은 비행기 이륙 시간에 맞춰 하나 둘 게이트 

앞에 모여들었다.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연락드렸던 김은아 입니다. 원래 이런 건 

미술관 직원이 하는거라 스스로 생각하며 한명 한명 인사를 나눈다.

싱가폴 항공에 오르니 승무원 유니폼이 전통 바틱 문양이다. 우리 

저거 배우러 가는건데 전날 플리마켓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관계로 

이륙하기도 전에 넉다운 zzz.

기내식은 항상 비프가 먼저 바닥난다. 하는 수 없이 치즈오믈렛 플리즈~ 

이맛도 SoSo. 화장실 가던 신큐님이 싱가폴 씰링을 먹어보라 하신다. 

무료 서비스에 과일음료같은 맛이라며 우왓 생각보다 알콜맛이 강하다 

보드카인가? 나 보드카 홀짝홀짝 하다가 집까지 실려간적 있는데… 요즘 

핫한 할리퀸이 나오는 수어사이드 스퀘어를 보며 어느덧 싱가폴 공항에 

다다르는중 싱가폴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코디네이터인 마리나, 비비가 

합류할 예정이다.

싱가폴 공항에 도착 후 다함께 모여서 팀원들 

소개, 오십분 남짓한 여유 시간동안 면세점 

쇼핑, 각국의 스타벅스 텀블러를 수집하는 

나는 가장먼저 스타벅스 진열대를 스캔한다. 

마음에 드는 머그컵 발견!! 어머 이건 꼭 

사야돼. 싱가폴 면세점은 쇼핑의 나라 명성에 

걸맞게 큰 규모와 짜임새 있는 동선으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있었다. 한가운데에 

있는 쉼터는 세라믹 조각 조형물과 끊김 

없이 이어지는 길다란 벤치가 마치 가우디의 

구엘공원을 연상시킨다.

말레이시아 협력 코디네이터 마리나, 비비와 만난 후 인도네시아로 다시 

출발. 피시 or 치킨 중 난 피시를 선택했는데 완전 칭찬해~ 

깜짝 놀랄 감칠맛에 순식간에 식사를 흡입한다. 소형 비행기인 관계로 

천정에서 내려온 모니터로 외국 예능프로그램 단체 관람중 흡사 일요일 

오전에 하는 출발 드림팀 외국버전 같은데 물위 매트에서 미끄러지고 

자빠지는 모습보면서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나온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얼굴은 무표정이다.(나 포함)

 

1시간 20분 비행 후면 수라바야 도착~ 착륙시간이 다가오니 창밖이 

먹구름으로 가득하다. 일기예보 확인했을때 우리 일정 내내 우뢰를 동반한 

비가 온다 했는데… 다 좋으니 우리팀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를.

인도네시아내 패션과의 연결, 또 아이들이 만든 제품의 판매 등을 

지속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한국식 별명을 지어 달라고 해서

“아름다운 마담 룰리스” 로 불러드렸습니다. 많이 좋아하시네요…ㅎ.

5일간의 바틱 캠프가 끝납니다. 함께 한 청소년들이 만든 제품을 멋지게 

전시도 합니다. 헤어지는 시간… 뮤지션의 꿈을 키우는 순수 청년 

앙드레가 웁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숙소에서 오늘 아침 6시경 나왔는데 귀국해서 집에 

도착하니 밤 12시가 다 되었네요… 멀긴 멀군요….마음 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6일

월요일

12월 7일

화요일

12월 1일

목요일

첫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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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틱 워크숍1

현지 아이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날이다. 학생들의 간단한 인적 사항만 

문서로 받아본 터라 실제로는 어떤 친구들일지 기대와 설렘으로 센터로 

향했다. 큰 눈망울을 껌뻑이며 순수한 웃음을 한 학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녀 성비는 대체로 2:8 정도로 여자가 많았고, 이슬람의 

상징인 히잡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지 히잡과 

액세서리, 옷 등을 같은색 계열로 장착한 학생이 한둘이 아니었다. 역시 

공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 그런지 미적인 감각이 분명 느껴졌다. 

총 14명의 학생들이 이번 아트 드림캠프를 위해 모였고, 우리는 짧은 

캠프기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팀을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바틱 실습팀 : 김도영 김은아 마소영 학생 7명

홍보물 제작팀 : 이미혜 손혜인 노기훈 학생 7명

인테리어팀 : 신보슬 장태훈

촬영팀 : 최윤석 김형주

내가 속한 바틱 실습팀은 먼저 눈과 겨울을 주제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계절이 여름인 나라 

친구들이 추위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들이 상상하는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눈이라는 단어가 있긴 할걸까… 

피부로 느껴보지 못한 겨울을 어떻게 설명해서 

디자인으로 표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계절이 

여름인 인도네시아에 눈이 온다면,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을 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상상하기엔 역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이런 상상 자체가 

처음이라 좀처럼 감을 잡기 어려웠는지 디자이너가 

그리는데로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학생들도 따라 그렸다. 

하지만 비슷비슷한 틀 속에서도 저마다의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다. 눈이 오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따뜻한 털장갑을 

끼고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아이,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고 싶다는 아이, 이 마을에 눈이 오면 너무 추워서 모든 

나무들이 죽을까 봐 차라리 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이도 있었다. 정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는 이 마을에 눈이 내리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다가 센터 벽을 

자유롭게 타고 다니는 도마뱀을 발견하고는, 저 녀석은 눈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상상했다. 이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름나라에만 사는 

생명체이니까. 아마도 긴 혀를 낼름거리며 먹어보지 않을까?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교육자료가 부족한 탓에 아쉬운 부분도 많이 

느껴졌지만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창의성을 자극했다는 것 만으로도 

값진 시간이었다.

오전 : 인도네시아 전통 환영회

인도네시아 첫 스케줄은 스콜레조 사무소였다.

행사장 도착 전에 바틱 선생님 부 이파가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 잠시 

귀뜸해 주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 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환영해 

준다는. 아하~ 전통 바틱의상을 한 현지인들을 대거 볼 수 있겠구나.

행사장이 눈에 들어온다. 아트 드림캠프 플래카드와 여러 

인파들, 그리고 카메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니 현지인 남녀 한 쌍이 한국의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체 우리를 맞이했다. 알고보니 그 나라 

전통의상은 인도네시아가 아닌 손님의 나라 전통 의상이었던 

것이다. 우와 이 정성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전통 의상을 

준비하는 과정이 크게 어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수고스러운 

일임은 분명할 터인데 기꺼이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들에게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말았다.

한국 손님들에게 다가와 여자에게는 바틱 스카프를 

남자에게는 바틱 두건을 둘러주었다.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한 무용수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갔고 

한복을 한 커플이 우리를 향해 큰 절까지 하는데 먼가 

뭉클함이 몽글몽글 올라왔다.

신큐님과 김실장님이 대표로 인삿말을 전했고 엄청난 사진기자단과 

함께 끊임없는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한국의 7-80년대식 행사 진행 

모습에 피식피식 웃음이 새나오기도 했으나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만큼은 히죽였던 우리의 모습을 살짝 부끄럽게 했다.

오후 : 알람 바틱 방문

아트 드림캠프 워크숍을 진행할 알람 바틱 센터에 방문했다. 파수루안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자연속에 자리잡은 외관이 마음에 

쏙 들었다. 외모에서부터 바틱 장인의 포스가 느껴지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맞아주었고, 학생들은 천에 왁스로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다. 오늘은 답사 

차 온 것이라 실무자들간의 인사만 주고받은 

후 센터 곳곳의 안내를 받았다. 재료를 다듬는 

곳, 왁스로 그림을 그리는 곳, 염색하는 곳 등이 

자연스레 얽혀 있었다. 

큰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환경이 아닌 

그야말로 현지인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 센터가 이번 캠프를 통해 새로운 비젼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2월 2일

금요일

둘째 날 

12월 3일

토요일

셋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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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루안에 도착해서 줄곧 워크숍에만 매달려 있던 터라 지루해질 즈음 

오늘은 오전부터 사파리 투어에 나섰다 야호~!

높은 산자락에 자리한 공물원은 마치 우리가 자연속으로 들어와 동물들을 

보고있는 것 같았다(개인적으로 한국에선 우리에 갇힌 동물들을 보기 

안타까워 찾아가보자 않았었는데 이것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에서 온 동물들을 만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오후시간에는 코바늘 뜨개질로 가방 만드는 상품을 보러 갔다. 공장도 

함께 붙어있었는데 솜씨에 비해 디자인이 좋지 못하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새어 나왔다 결국 사진 않고 코바늘 뜨개질 하는 법을 

잠시 배울 수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배운 솜씨로 팔찌 하나를 뚝딱 

만들 수 있는 매력에 또 푹 빠졌다. 이제 마지막 날을 장식할 전시회를 

준비해야한다. 장디님이 구조물을 설치하기위해 이것저것 준비해야해서 

바빴고 나는 워크숍 마지막 날인만큼 학생들과 선생님을께 설문지, 

사진촬영 동의서를 잗느라 분주했다. 말레이시아 코디네이터 비비와 

마리나가 발빠르게 같이 움직여줘서 일을 진행하기에 한결 수월하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물품들을 서로 다시한번 확인한 

후 알람바틱을 나섰다. 부디 우리가 준비한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모두가 즐거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틱 워크숍 2

전날 왁스로 그려놓았던 천 위에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게 리터칭을 해 

놓으셨다. 나는 리터칭한 후 주름효과를 내기 위해 빈 곳에 데워놓은 

파라핀을 칠했다. 딱히 원하는 효과는 아니었으나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았다. (완성된 후 하지말껄 굉장히 후회한 작업이었다.) 염색을 위해 

원하는 색을 고른 후 도마뱀의 몸통을 빨강 노랑 파랑으로 적당히 나눠 

칠한다. 그 다음은 천의 바탕색을 이룰 염색통에 푹 담근다. 약 5분이 

지나면 건져서 줄에 걸어 건조시킨다. 오늘의 바틱 공정은 여기까지. 

이제 천이 마를 때까지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틱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는 겨울테마와 평창올림픽 테마를 한 장씩 더 그리고 오늘 일과를 

마쳤다. 왜 이렇게 열심히 바틱을 하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한국 최초의 

바틱 전문가가 되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는 한국 

바틱 전문가가 되었다. 앞으로 알람비틱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라며 관심을 이어나가보려 한다.

- 바틱 공정 총정리 –

1. 종이 위에 원하는 패턴을 스케치 한다. (물론 직접 천에 대고 그려도 

되지만 지우다가 천이 망가질수도 있으니 말이다.)

2. 무명 천 위에 스케치 하기

3. 찬팅으로 천 위에 선 그리기 (밀랍에서 추출해 만든 왁스를 70℃에서 

녹여 온도를 유지하며 선을 긋는다)

4. 다 그리고 나면 윤곽선을 한번씩 더 잡아준다.

5. 밑작업이 끝난 천을 비눗물에 10분간 담가둔다. (염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다)

6. 다음 과정은 염색할 색상을 고르고 그 색물에 30분간 담가두는 것.

7. 이렇게 담그고 말리기를 수차례 하며 원하는 색을 얻는다.

8. 천의 바탕에 염색작업이 끝나면 왁스에 열을 가하여 뜯어내고, 남은 

흰색 부분에 추가 염색을 한다.

9. 수차례 반복적인 염색과 건조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하나의 바틱 

작품이 완성된다.

12월 4일

일요일

넷째 날

12월 5일

월요일

다섯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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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드디어 집에 가는 날이다. 오전 10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한 시간 반 가량 떨어진 숙소에서 일찍 출발해야 했다. 호텔에서 준비해 

준 조식 도시락을 먹으며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른다. 캠프 기간이 짧아서 함께 한 학생들과 친해지기 보다는 

결과물에 더 집착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곳 

청소년들에게 또 알람바틱 센터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지.(분명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에필로그

싱가폴을 경유하여 총 12시간 가량의 비행을 마치고 한국에 무사히 착륙 

했다. 이제 진짜 집에 가는구나.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에 멍한 상태로 

터덜터덜 걸어나가는데, 내 이름 ‘김은아’를 크게 써놓은 안내판이 보였다. 

그 많은 승객들 짐 중에 내 짐만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이게 뭐냐고.

아무런 사유 없이 그저 내 가방만 싱가폴 공항에 남아있다니, 처음엔 

실소만 터져나왔는데 생각할수록 열이 뻗히기 시작했다. 내가 체크인을 

늦게 해서 가방이 비행기에 실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승무원의 말이 마치 

항공사의 실수를 승객에게 전가하려는 느낌이었다. 난 정상적으로 그것도 

그룹체크인을 했으니까. 

결국 다음날 집으로 짐을 전달받긴 했지만, 이번 싱가폴 항공과의 여정은 

정말 유쾌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때는 우리 팀에서 2개의 짐이 

도착하지 않아 다음날 호텔로 받았었는데, 한국에 도착해서까지 짐 사고가 

발생하니 싱가폴 항공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까지 낮아졌다. 수하물 사고만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이번 캠프에 만족 하는걸로.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파수루안 도지사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팀 

에서는 신큐님과 김도영 실장님 그리고 바틱 전문가 부 이파와 말레이시아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이번 〈아트 드림캠프〉 

참가 학생들도 함께 동행하는바람에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없어 남은 

팀원들은전시를 호텔에 남아 오후에 진행될 전시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파수루안 도지사와의 공식일정이 끝난 후 이번 캠프의 

대미를 장식 할 전시회를 준비하러 스콜레조 사무소에 모였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눈 후 먼저 준비된 케이터링으로 점심을 

함께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아이들 한면 한명이 더 예뻐보였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시회준비에 들어가보자. 장태훈 디자이너의 지휘 아래 

학생들과 파트를 나누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먼저 대나무로 구조물을 

설치해야 했기에 물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놓은 후 테이블에 고정시킬 끈과  

압정을 모아본다. 아 그런데 알람 바틱 선생님이 챙겨주신 끈이 흡사 사람의  

머리카락을 엮어놓은 듯한 것이어서 맨손으로 묶기도 힘들고 단단히 고정 

시키기도 어려웠다. 어머 이건 도저히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판단하고 

나일론 끈을 구입하기 위해 문구점으로 향했다. 현지 문구점은 한국의 

7-80년대를 연상시킬만큼 조금은 덜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린시절 자주 

뽑기를 뽑았던 초등학교 앞 문구점처럼 정겨웠다. 학생들과 서로 도우며 

열심히 설치한 결과 아주 그럴듯한 전시공간이 연출되었다. 특히 대나무 

구조물에 매달린 바틱 천이 매우 잘 어울렸다. 이제 다함께 모여 오프닝 

행사를 갖을 시간이다. 인도네시아에 온 첫날 우리를 맞아주었던 행정국 

대표 내외와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기뻐해주었다. 이제 이 캠프를 

마무리하며 다음을 기약해야 할 시간이다. 신 큐레이터가 초청팀을 대표해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바틱에 대한 열정과 자긍심에 우리도 감동받았고 앞으로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어떻게 꺼내는 것이 좋을지 캠프를 시작하면서 참가자 

들간에 고민이 많았다. 내년 2월 한국으로 10명의 학생을 초청할 수 있는데,  

캠프 시작부터 학생들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되지는 않을런지…. 

어느 시점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은지. 결국 결론내리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 왔는데 과연 나탈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귀를 쫑긋 세웠다. 

“이번 캠프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들을 한국으로 초대할 수 잇는 기회가 있는데,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항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캠프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이의 걱정을 말끔히 씻겨주는 멘트 

였다.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학생들의 눈이 딱 두배씩 커지는 순간이 

었다.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이 그저 놀라운 학생들은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해졌다. 보는 우리들도 가슴 밑바닥이 따뜻해졌다. 6박 7일간의 캠프를  

끝으로 우린 헤어지지만 서로간에 처음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번 

기회가 청소년들의 삶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기를~!

12월 6일

화요일

여섯째 날

12월 7일

수요일

일곱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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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부퉁 길 지나서,  말로만 듣고, 상상을 해봤던 ‘알람 바틱’ 도착.

나무와 흙과 여러 자연의 재료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리고 처음 본 도구들이 궁금증을 일으켰다. 

알람 바틱 안에  들어가 보니, 수 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작업들이 걸려 

있었다. 예전, 손 자수 작업 할 생각도 나고, 이제는 빠른 기계작업에 

익숙해져버린 나는 오래걸리는 이 작업들이 대단할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에 눈이 온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과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겨울, 눈 이라는 마땅한 단어가 없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운 주제였고,  눈을 동글동글 

굴리면서 겨울을 상상하는 것 같았다.

알람 바틱 선생님들께서 작업을 하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먹고, 숨을 

고르게 쉬면서 작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염색 과정을  하나 하나 

지켜봐도 어떤 작업이 나올지 도저히 상상히 안됐었다. 그리고 생각했던거 

보다 차분한 작업 과정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작업한 내 그림과 작업 결과의 생각 만큼 이쁘지 않았다.

알람 바틱에서  염색하는 색상들은  주변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 진다고 

했다. 우리는 동네를 걸어 다니며 재료를 찾아다니고, 그림으로 재료들의 

생김새를 남겨 뒀었다.

전통 수작업 바틱 제품들과 공작에서 찍어서 만든 작업들을 일반 사람들이  

구분 하는 건 어려웠다. 그리고 천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좀 더 심플한 

디자인들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작업한 작품들 전시를 준비 했다.현지에서 재료를 

구해서 만들다 보니 신기하고 현지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재료들을 보게 

됐다. 테이블위에 대나무를 연결 시켜서 만들 전시 설치물에 바틱 천들이 

바람과 같이 날리는데 아름다웠다.

아이들이 자기 작품이 걸려 있는 걸 조용히 가서 보는걸 보니까 (더운 날씨 

때문이 아니고)마음이 따뜻해졌었다. 이런 전시들 많이 많이 해주어서 

본인들이 가지고있는 재능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 주고 싶어졌다.

인도네시아 분들을 만나면서느낀건  바틱에 들어 있는 그림들 같이 

오리지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우기였고, 인도네시아는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코란이 

울려퍼진다. 에머랄드 색들이 많이 보이고, 빨강색과 핑크색등 색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 눈이 즐거웠다.

아이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 포즈를 잡고 뽐냈다.그리고 하늘로 

날아가는 드론에 열광하며 모든동네 주민들이 모였었다. 바틱 무늬 같은 

집들 그리고 눈을 건강하게 하는 색상들의 집들이 호강시켜줬다. 알람 

바틱에서 만난 소녀의 집을 방문했고 그 소녀의 방을 구경했다.

12월 1일

수요일

12월 4일

일요일

12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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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바틱

워크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왜 나 빼고 모두 훌륭해 보일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과연 내가 여기서 밥값을 하려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과제가 주어졌다. ‘알람 바틱 리플릿 만들기’. 이미혜 선생님의 

아이디어였다. 아, 그래, 어제 명함 보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그렇지만 여기서 인쇄는 어쩌나. 노트북 안 갖고 왔는데, 글은 누가 쓰지? 

마리나, 비비가 번역하고, 미혜 선생님께 정리를 부탁하고, 인쇄소를 찾고, 

아니, 종이부터, 아니 그 전에 애들이랑 뭘 하지? 사진은 또 어쩔?(망했네).

미혜 선생님과 목차나 콘셉트 등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계속 저런 생각뿐이었다. 종이를 구하는 것도, 통역을 이중으로 하는 것도 

마리나, 비비에게 가혹하다. 챈팅으로 책을 만들 수 밖에 없겠다. 책이라고 

해봤자 10쪽 내외의 카탈로그 정도겠지만 책을 만드는 행위는 아주 좋은 

학습 방식이기에(그렇다고 믿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했다.

-----------------------------------------------------

여기에서 내 일기는 멈추게 된다. 

<재구성하는 일기> 

좋은 기획자는 정말 중요하다. 훌륭한 기획자에게 많이 배웠다. 우리가 

만들 책은 바틱을 배우기 시작한 10대 후반~20대 초반의 학생들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바틱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바틱에 관해 소개하고

  2. 바틱을 하는 과정, 그림을 그리고 염색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3. 바틱의 재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며

  4. 책을 만든 일곱 명의 학생들에 대한 소개를 하며 훈훈한 마무리

학생들도 각자 다른 동네에서 모여 서먹한 상태였기에 서로가 알아가는 

인터뷰 시간을 길게 가졌다. 아울러 알람 바틱의 대장이신 페리 선생님의 

인터뷰도 했다. ‘2. 바틱의 과정을 설명하고’ , ‘3. 재료를 알아보는 팀’으로 

나눠서 각자 리서치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것들을 그림이나 글로 

정리하며 바틱으로 옮겨 책으로 묶어낼 것이다. (아, 숨 넘어간다)

이 와중에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름을 외우고, 제본 방식을 

고민하며(이때까지도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묶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표지를 디자인해야 했다. 어쩌다 내가 표지를 하게 된 건지는 역시 기억이 

없다(알리파가 시켰던 것 같다).

한국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참 먼 나라구나. 오늘 깨달았다. 오전 9시에 비행기를 타서 

오후 2시 50분 싱가포르 도착,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2시간.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2시간쯤. 유럽이나 미국쯤 되어야 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 여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나라였지…. 늘 생각하는 것인데 

모니터 속에서만 만나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건 매우 재밌다. 나는 

아는데 그들은 날 모른다(나만 알지롱). 마리나와 비비는 생각보다 더 

유쾌하고, 부 이파 선생님은 좀 더 편안한 인상이었다. 한밤중에 숙소에 

도착해서 이곳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봤는데 벌레소리와 풀냄새가 가득한 게 

아침 풍경이 기대된다. 비행기에서 밥을 두 끼 먹는 첫 경험을 해서 그런가 

정말 멀리 온 것만 같다. 오늘 일기는 일단 여기까지. 

인도네시아 스콜레조 > 알람 바틱

오전에 먹은 바나나 튀김이 아주 맛있었다. 스콜레조사무소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너무 놀라 두어 시간은 멍해 있었던 듯. 수카르조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맛있는 망고가 나고, ‘마토아’ 라는 열매가 특히 

유명하다고 한다. 마토아 열매의 잎사귀는 바틱의 재료로도 쓰인단다.

레드 카펫이 깔린 군청 건물에 들어갈 때는 형용할 수 없이 부끄러웠다. 

누군가의 기대를 받는다는 건 굉장한 일이면서 그만큼 부담스럽다. 부디 

신문에 사진이 걸리지 않기를, 부디 내가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있기를. 이미 

우리 팀에 사진, 영상 작가 선생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서 부담스럽다. 이 

사진들을 받고 책을 만들 일이 벌써 걱정이다.

오후에 드디어 알람 바틱 방문!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내가 

보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작업들이어서 계속 놀랐다. 이런 

곳에 디자이너들이 우글대고 있었어! 패턴의 디테일, 색감 모두 훌륭해서 

앞으로도 계속 감탄할 것 같다.

12월 1일

목요일

비가 계속 옴

12월 2일

금요일 

흐리다, 비 옴

12월 3일

토요일 

우기가 확실하다.

오후 2시경 

꼭 비가 온다

12월 4일

일요일  

비가 왔던가

기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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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라바야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날이다. 모두가 수라바야로 떠나기 

전, 싱가포르 공항에서 한국참가자들을 만났다. 오후 6시경, 주안다 

국제공항(Juanda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했다. 이부 이파 선생님께서 

공항에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공항을 떠나 저녁을 먹기 위해 ‘내일의 도시’ 

라는 쇼핑몰에 들렀다. 저녁을 먹고난후 숙소인 타만 다유(Taman Dayu) 

까지 약 1시간 반 정도를 더가야 했다. 내일의 프로그램이 너무 기대된다. 

마침내 워크숍의 날이 왔다. 우리는 아침 6시반에 기상하여 아침을 먹었다. 

아침 식사후 숙소에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사무소로 갔다. 

8시경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사무소 소장님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나와 

우리를 반겨주셨다. 우리 모두 환영 선물을 받았다. (여자들에게는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셨고, 남자들에게는 머리에 전통모자를 만들어 주셨다) 

환영식은 환영인사와 바틱에 관한 작은 패션쇼로 구성되었다. 행사후 

사무소에서 점심을 마련해 주셨는데, 아주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알람 바틱’으로 향했다. 알람바틱은 우리가 워크숍을 할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바틱에 대한 설명과 바틱 보존처리에 관해서 듣게 되었다. 

바틱에 관한 간략한 개요를 들은 후 트레테스(Tretes)에 있는 수르야 

호텔(Surya Hotel)에서 차를 마셨다. 호텔 카페에서 보이는 맞은편 산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있었던 푸드 테라스(Food 

Terrace)에서의 저녁이 오늘 일정의 끝이었다. 

다림질을 하던 날. 사자도 보았다. 

부 이파 선생님댁과 사파리를 오가면서도 그저 바늘, 실 생각뿐. 사자와 

호랑이가 내게 말했다. ‘넌 바느질을 못 하잖아’. 그렇다. ‘컴퓨터가 

없었다면 내가 디자이너가 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런 내가 지금 

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페리 선생에게 말하자 목이 꺾어지게 웃으시더라.

점심을 먹고 ‘알람 바틱’에 도착하니 전날 밤새워 챈팅한 것들이 곱게 

염색되어 있었다. 감동적이었다. 이것들이 시각적으로 별로였어도 나는 

감동했을 것이다. 근데, 또 이게 좀 멋지잖아? 이 정도쯤 되니, 아이들이 

기특한 수준이 아니라 고마운 수준이다. 절하고 싶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홈질, 홈질, 다림질을 마치고 한 권의 책이 

나왔다. 숙소로 들고 와서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촬영까지 끝내니 ‘이제 

맥주를 마실 수 있겠구나!’싶은 마음에 기뻐하다가, 잠이 들었다. 

스콜레조사무소에서 마무리

오전에 개운한 마음으로 ‘알람 바틱’에 다시 가서 못다 한 촬영을 했다. 

재료들도 새삼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드론도 제대로 구경했다. 한적한 

알람 바틱에서 커피도 마시고, 마무리 작업도 했다. 미혜 선생님이 열심히 

취재하셨고, 기훈 선생님도 잘 찍어주셨으니 이제 나만 잘 하면 되는 건가.

스콜레조 사무소에서 첫날 만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세 배쯤 사진 찍혔다. 

아이들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바이바이를 하고 이 일정의 뒤풀이로 향했다. 

내 노트북은 일주일 동안 거의 켜지지 않았다.

예전에 어떤 디자이너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한다. 전시라는 건 ‘짠-’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했으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되는 

거라고. 지난 며칠간 했던 것들을 모두 모아놓고 웃으며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였던 듯싶다. 

12월 5일

월요일 

알람 바틱 

12월 6일

화요일

비가 안 온 것 

같다

12월 1일

목요일

12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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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리전트(Regent)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5시 반에 

일어났다.리전트 하우스인 펜도포(pendopop)에 도착하여 리전트의 

부인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게다가 특별히 우리를 위해 부인이 

만들어준 아침식사를 했다. 파수루안 지역에 있는 펜도포까지는 숙소에서 

대략 3시간 정도 걸렸다. 우리는 지역사무소 분관에서 케이터링으로 

준비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계속해서 작은 전시공간을 꾸미기에 

분주했다. 그러는 사이에 몇몇 참가자들의 인터뷰도 이루어졌다. 워크숍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에, 지역사무소 분관장인 팍 디아노(Pak 

Diano), 프로젝트 기획자인 신보슬 큐레이터, 그리고 바틱 전문가인 부 

이파의 인사말과 더불어 작은 폐회식이 있었다. 마지막 날이었기에 저녁은 

알람 바틱의 모든 바틱 선생님들과 함께 했다.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 왔다. 아침 6시반에 타만 다유 리조트를 떠나 8시에 

공항에 도착했다. 나와 마리나는 10시 30분에 출발하여, 오후1시30분에 

싱가폴에 도착했다. 오후 4시 반에 코타 키나발루행 비행기를 타고, 오후 

6시 15분 코타 키나발루에 도착했다. 지난 일주일은 말레이시아가 아닌 

지역에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엄청난 경험이었다. 내 인생에 내가 

외국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오늘은 본격적으로 <Batik Story> 워크숍을 하는 첫날이다. 우리는 10시경 

알람 바틱에 도착했다. 간단하게 일정과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 참가자들을 출판팀과 바틱제작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출판팀에 7명, 바틱 제작팀에는 8명이 참여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찬팅을 깔끔하게 잘하는 것에 나는 매우 놀랬다. 심지어 찬팅을 처음 

해본 아이들도 있었는데, 모두 잘 했다. 점심으로 박소(Bakso)와 

앙스리(angsli)를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신보슬 큐레이터와 나는 바틱 

전문가인 팍 페리(Pak Fery)와 아람 바틱을 좀 더 세세히 둘러보았다. 

이윤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 지 등등 알람 바틱의 

운영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는 김도영 팀장님도 함께 했다. 

10시에 알람바틱이 있는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마을에는 바틱 염색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나무들과 식물들이 있었다. 

마을을 둘러보는 중에, 알람 바틱 근처에 있는 참가자들의 집도 방문했다. 

개인적으로는 콩으로 ‘템페(tempe)’를 만드는 곳을 방문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오늘의 점심은 부 이파가 준비해 주었다. 점심을 먹고 

워크숍을 늦게까지 계속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12월 6일 화요일 

<바틱 스토리> 워크숍에서 제작된 작품들을 설치하는 작은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침을 먹고, 바틱 전문가이신 부 이파 선생님 댁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부 이파 선생님께서는 아주 많은 바틱 

소장품들을 가지고 계셨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바틱 관련 상도 받으셨다. 

부 이파 선생님 댁을 나와 알람 바틱 근처에 있는 사파리(Taman Safari 

Indonesia)를 다녀왔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노기훈 작가와 나는 몇몇 

참가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었다. 참가자들에게 왜 <바틱 스토리>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고 난 

후 많이 슬펐다. 

 

12월 3일

토요일

12월 4일

일요일

12월 5일 

월요일

12월 6일

화요일

12월 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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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6년 12월 1일(목) - 12월 7일(수)

장소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알람바틱

자문위원 김도영   

코디네이터 김은아 

 마리나 압둘 가니   

 마슬린다 압둘 가니 

  

예술가 노기훈  

디자이너 손혜인 

영화감독 김형주 

기자 이미혜 

총 기획자 신보슬 

패션디자이너 마소영   

디자이너 장태훈 

예술가 최윤석 

  

바틱전문가
부 이파 

아낭 삼술 아리핀  

페리 수젱 산토소  

카스토  

프리마  

위디안토 

Date

01 Dec (Thu) - 07 Dec (Wed), 2016

Venue

Alam Batik, Indonesia Pasuruan

Consultant Do Young KIM

Coordinator Euna KIM (Luna)

 Marina Abdul Ghanie

 Maslinda Abdul Ghanie

Artist Gihun NOH 

Designer Hyein SON 

Movie director Hyoung Ju KIM 

Journalist Mee Hye LEE 

Project director Nathalie Boseul SHIN

Fashion designe So Young MA 

Designer Tae Hoon JANG 

Artist Yoonsuk CHOI 

Batik Specialist 

Sri Kholifah(Bu Ifah) 

Anang Samsul Arifin 

Fery Sugeng Santoso

Kasto

Prima

Widi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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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국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수도 | 자카르타(Jakarta)

위치 |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부분 적도상에 위치

면적 | 190만㎢(한반도의 약 9배)

인구 | 약 2억 6,058만 명(세계 4위), 

          수도 자카르타 : 약 1,200만 명(2016년)

기후 |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 

      (자카르타 평균기온 : 32℃~33℃)

민족 | 자바족 45%, 순다족 13.6%, 기타 마두라족, 

      바딱족, 아체족, 발리족 등

공용어 |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총 600여 종의 지방어 및 사투리)

종교 | 이슬람교 87%, 기독교 6%, 가톨릭교 3%, 

          힌두교 2%, 불교 1%

독립 | 1945. 8. 17. 

          (네덜란드 지배기 :1602-1942/일본 점령기 1942-1945)

주요 경제지표 ('15)

▷GDP | 8,726억 불 / 1인당 GDP : 3,415불

▷경제성장률 | 4.79%

▷교역 | 총 2,930억 불(수출 1,503억 불, 수입 1,427억 불)

▷화폐단위 | 루피아 / 1$≒12,940 루피아 (16. 9월)

날씨
열대성 몬순 기후로서 연중 거의 고온, 무풍, 다습합니다.

▷연평균 기온 : 섭씨 27°~30°(자카르타 : 32°~33°)

▷연평균 강우량 : 2,286㎖
▷습도 : 73~87%

▷우기 11~3월, 건기 6~9월

종교 및 관습
[이슬람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와 존중]

¶ 인도네시아 국민의 87%가 이슬람 신자이므로 현지 이슬람의 

관습에 위배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출이 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과음하여 취한 모습을 

보이거나, 돼지 모양의 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오라고 하거나, 머리를 건드리는 행위는 

실례입니다.

▷왼손으로 용변을 씻기 때문에 악수나 물건을 건넬 때 왼손을 

사용하면 실례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공개적 비판에 유의]

¶ 인도네시아는 300여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 민족 국가로서 종족 

의식이 강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나라이므로 이 나라의 

정치, 종교, 종족 등에 대한 비판을 삼가야 하여야 합니다.

팁 문화
¶ 팁 제도가 있으며, 적절한 팁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류 호텔, 레스토랑 : 10%의 봉사료가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5∼10% 정도

▷택시기사, 공항 포터나 벨보이 : 10,000∼20,000 루피아 

정도

2016 BATIK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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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바틱(Indonesian Batik)으로 알려진 독특한 수공 염색 기법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 자바어로 ‘점이 찍힌 천’을 뜻하는 ‘암바틱(Ambatik)’에서 

유래한 바틱은 7세기경 인도네시아에 유입되어 고유의 문화로 발전해나갔다. 

기하학적인 무늬는 인도네시아 전통과 이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지역 환경과 관련이 

있다. 건강을 기원하는 식물이나 전설 속 영웅의 모습 등 이 상징적인 패턴들은 바틱에 

다채로운 이야기를 덧입힌다. 그 과정은 꽤 까다롭고 복잡하다. 뜨거운 밀랍을 잉크 

삼아 찬팅(Canting)이라는 주입기에 담은 뒤 한쪽 방향으로만 선을 그려나가야 하는데, 

이때 밀랍의 온도가 70도를 넘으면 지나치게 많이 흘러내리고 그보다 낮으면 굳어버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다. 오직 손의 감각에 의지해 선의 농도를 

조절해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이후, 여러 날에 걸쳐 수차례 색을 

입히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다. 밀랍을 입힌 부분은 염색 후에도 색이 물들지 않는다. 

염색 방식 역시 중요하다. 땅에서 모든 재료를 채취해 햇빛과 물로 빚는 전통 방식의 

바틱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망고나 

잭프루트 같은 열대 과실수의 잎사귀, 마호가니 나무 껍질, 들판의 꽃잎, 적도의 태양 

아래서 자란 모든 것이 훌륭한 식물성 염료가 될 수 있다. 매염제도 천연 광물이다. 화학 

염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지만, 여기엔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철학이 담겨있다. 이렇게 완성된 바틱은 마지막으로 훈연 

과정을 거친다. 다양한 허브를 달여 꼬박 하룻동안 그 연기를 쬐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허브의 종류는 어떤 재료(천, 가죽, 나무)에 바틱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훈연 처리한 

바틱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모양과 색이 변하지 않는다. 이 모든 작업은 만드는 

이들의 협동을 바탕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창의성과 공동체 정신, 철학이 깃든 

인도네시아 바틱은 200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알람 바틱은 파수루안 지역에서 유명한 바틱제작공방으로, 천연 재료와 

전통적인 기법을 고수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주강사인 부 이파의 

제자가 시작하여, 현재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바틱을 제작 하고 있으며, 

바틱 관련으로는 지역인지도도 높다. 바틱 제작공방으로서 바틱에 대한 

기본 도구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방자체의 워크 숍 프로그램도 있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수월할 수 있다.

바틱에 관하여 알람 바틱(Alam Ba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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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시작

‘바틱 스토리(Batik Story)’의 시작은 7년 전, 보르네오 섬에 있는  

코타키나발루에서 마리나와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리나는 사바애니메이션센터(Sabah Animation Creative 

Content Center, 이하 SAC3) 디렉터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였다. 우리는 금방 의기투합을 하여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만들어보자고 했다. 하지만, 미디어 아트는 커녕 

현대미술 인프라도 없는 곳이었다. SAC3의 학생들은 국비지원을 

받아 교육받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었고, 당연히 전시나 현대 

미술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마리나와 나는 우선 인력풀 

부터 만들기로 했다. 내가 한국에서 미디어아티스트들이나 현대 

미술작가들을 코타키나발루에 초청하고, SAC3에서 아이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국제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방식도 익히게 하고, 좀 

더 욕심을 내어 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도 만들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5년 간 ‘플레이그라운드 인 아일랜드(Playground in 

Island)’라는 제목으로 꽤 열심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최정화, 

노순택, 송호준, 옥인콜렉티브, 서효정, 방&리 등 많은 작가들과 

미디어랩 멤버들도 참여했다. 아이들은 처음과는 달리 능숙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척척 해내었다. 학생으로 

참여했던 아이가 SAC3의 스태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만들지 못했다. 아니, 

만들지 않았다. 문득, 왜 이곳에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있어야 

하는지 당위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냥 이대로 좋은데, 굳이, 왜? 

누구를 위해서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고 싶은 것인지 자문했을 때, 

부끄럽지만 개인적인 욕심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리나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마리나는 

쿨하게 답했다. 
“알겠어. 그럼 ‘플레이 그라운드 인 아일랜드’는 여기에서 정리하자. 

그런데 혹시 괜찮다면 내가 프로젝트를 제안해도 될까?” 

마리나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는 ‘바틱’에 관한 것이었다. 

인도네시아 전통 수공예 염색 기술인 바틱은 원래 자바어로 
‘점이나 얼룩이 있는 천’이라는 뜻의 ‘암바틱(ambatik)’에서 

유래되었다. SAC3가 소속되어 있던 사바대학(Kolej Yayasan 

Sabah, 현 University College Sabah Foundation)에서 

학생들에게 바틱을 가르치는데, 실질적으로 바틱 기술이 아이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리나는 

친환경적인 천연 바틱의 다양한 가능성을 한국 예술가들과 함께 

찾아보고 싶다고 했다. 그들과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틱을 

배워야 했다.

그렇게 2015년 겨울,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작은 바틱 공방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인 아일랜드 : 바틱 스토리(Playground in 

Island : Batik Story)’가 만들어졌다. 사진작가, 패션디자이너, 

잡지 에디터, 일러스트레이터, 미디어아티스트 등 다양한 영역의 

작가 및 디자이너들이 함께 했다. 바틱의 제작공정을 배우고, 

어떤 방식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탐색해 

보는 시간이었다. 작은 공방에서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바틱 

선생님 부 이파(Bu Ifa)에게 배운 대로 바틱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바틱의 역사가 무엇인지, 어떤 재료들이 어떻게 가공되어 

쓰이는지, 더 중요하게는 바틱의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기술(skill)’만 배우고 있었다. 바틱과 그들의 

삶을 연결시킬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바틱의 고향 자바섬으로

2017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바틱 스토리’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렸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바틱의 본고장 인도네시아에서 바틱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평창문화올림픽 ‘아트 드림캠프’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부 이파 선생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 

바틱의 고향 욕야카르타(Yogyakarta)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의 의견은 달랐다. 선생님의 고향인 

파수루안(Pasuruan)에서 제자들이 알람바틱센터(Alam Batik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의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인도네시아는 초행일 

뿐 아니라 바틱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가는 입장에서, 그리고 

바틱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았다. 

그렇게 우리는 2016년 12월 00일부터 00일까지 바틱의 고향 

자바섬으로 떠나기로 했다.

먼저 팀을 구성해야 했다. 현지 상황을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사진작가 (노순택, 노기훈), 영상담당(김형주, 최윤석, 

이정우), 도록을 제작할 디자이너 (손혜인), 바틱천을 활용한 

아이템을 연구할 패션디자이너(마소영), 홍보를 위해 

잡지에디터(이미혜), 전시나 팝업스토어 공간구성을 할 

디자이너(장태훈)가 함께 하기로 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바틱과 예전 코타키나발루에서의 작업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처음으로 합류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구성해야 했다. 무엇보다 

코타키나발루에서 활동하시는 부 이파 선생님, 그리고 알람바틱의 

바틱 전문가 분들과의 소통을 위한 미디에이터(mediator,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그 일은 마리나와 그녀의 동생이자 

SAC3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비비가 맡아 주었다.

마리나와 비비의 도움은 컸다. 코타키나발루에서는 학생들하고 

짧게라도 영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고, 우리는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몰랐다. 마리나와 비비는 현지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재료, 차량, 숙소 등 워크숍 전반의 과정을 준비해주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인도네시아에서의 ‘바틱 스토리2’는 한국의 토탈미술관, 

말레이시아의 SAC3,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알람바틱센터가 마치 

2인3각 경기에 나선 선수들처럼 호흡을 맞춰 각자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프로젝트였다. 

신보슬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자바섬 작은 마을의 바틱 이야기
[보다] 평창문화올림픽 아트 드림캠프 ‘바틱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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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바틱센터, 바틱 그리고 아이들과의 만남

아침을 먹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시골길을 따라 알람바틱센터가 

있는 파자란 (Pajaran) 마을로 갔다. 알람바틱센터는 사진으로 

보았던 것 보다 훨씬 작고 허름했다. 아이들은 평상같이 생긴 

마루에 앉아 바틱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알람바틱 측에서는 사전에 아이들을 

모집하였고, 조금 일찍 바틱의 기본 테크닉을 가르쳤다고 

했다.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은 아직 서로 어색한 듯 

했다. 게다가 한국에서 온 ‘무리’들을 보고는 신기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듯 우리와 눈을 마주치는 것마저도 쑥스러워했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한국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바틱에 

대한 간단한 교육이 있었다. 부 이파는 친절하게 알람바틱을 

운영하고 있는 제자들을 소개해주었고, 바틱을 만드는 과정, 

바틱을 보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주었다. 그 

후 아이들과의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그룹은 바틱을 제작하고, 다른 그룹은 

바틱에 대한 잡지를 만드는 일을 하기로 했다. 바틱을 만드는 

그룹은 먼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겨울, 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먼저 종이에 그리고, 다시 그것을 천위에 옮겨 그렸다. 
‘챈팅(Tjanting)’이라는 통에 녹인 밀랍을 담아 밑그림을 따라 

다시 그렸다. 그림이 그려진 천은 천연염색을 통해서 색깔을 얻게 

되는데 염색 과정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관계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눈이 없는 나라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비록 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곳 아이들도 눈과 겨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겨울 한 가운데에서 눈을 만져보고 싶기는 

했겠지만, 아이들의 그림은 달랐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아이의 

겨울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저는 눈이 오는 것이 싫어요. 눈이 

오면 마토아 나무에 눈이 쌓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토아 열매는 

죽을 거예요. 마토아 열매가 없으면 바틱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눈이 없는 나라의 아이들이기에 눈과 겨울을 동경할 것이라는 

막연하고 단순한 나의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잡지를 만드는 아이들도 바틱을 하는 아이들 못지않게 신이 나 

있었다. 아이들은 바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바틱 재료를 찾아 그림을 그려 설명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여 간략한 자기소개를 

덧붙였다. 아이들의 잡지는 종이가 아닌 천으로 만들기로 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그것을 다시 

천에 베껴 그리고, 챈팅으로 덧그리고 염색하는 바틱의 전 과정을 

그대로 밟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잡지는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엮어 의젓한 바틱 잡지가 되었다. 일주일 정도의 짧은 일정동안 

우기(雨期)로 매일매일 내리는 비 때문에 염색한 천이 빨리 

마르지 않아 애를 태웠지만, 바틱 작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떠나기 전날 우리는 파라잔 마을이 속한 스콜레조(Skolejo) 시청 

건물 한편에 아이들이 만든 바틱과 바틱 잡지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동네에 있는 쪽 대나무와 사무실에 있는 책상으로 

설치구조를 만들고 아이들의 작품을 걸었다. 전시를 통해 짧은 

일정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새삼 뿌듯했다. 설치를 마치고, 우리는 하얀 

티셔츠를 나눠가졌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티셔츠에 

서로의 이름을 써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참가자 모두의 이름이 

적힌 티셔츠가 생겼다.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간다는 것

워크숍 기간 동안 참가한 아이들의 집을 방문했었다. 알람바틱 

센터가 있는 파자란 마을도 그리 크거나 부유한 곳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사는 마을은 더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따라 들어가야 했다. 

집과 집 사이에 담도 없었고, 동네 이곳저곳에는 닭들이 자연스레 

돌아다니고, 우리에는 염소들이 있었고, 집집마다 처마에는 새장이 

있었다. 대중교통이 없는, 그래서 누군가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마을에서 나올 방법이 없을 정도의 시골마을도 있었다. 

우리가 방문하자, 동네사람들은 우르르 구경나왔고, 거실에 앉아 

아이와 아이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망고나무에서 망고를 따다 주셨다. 동네사람들이 푼돈을 모아 

음료수를 사다주시기도 했다.  

거실이라 해 봤자 카펫 하나 덜렁 깔려 있고, 그 흔하다는 TV는 

커녕 제대로 된 가구조차 없었다. 거실에 깔았던 카펫 역시 근처 

사원에서 빌려왔을지도 모른다고 부 이파 선생님은 말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얼굴에 그늘은 없었다. 학교를 그만 두었다 

는 한 아이는 바틱을 열심히 배워서 돈을 벌겠다고 했다. 

워크숍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할 아이들이었다. 워크숍은 전시 

와는 다른 경험치를 준다. 하지만, 그래서 늘 조심스럽다. 우리가 

함께 한 일주일은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과 추억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린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담. 바틱 전문가 페리 아저씨 이야기

페리아저씨는 부 이파 선생님의 제자이다. 그는 4년 전 파라잔 

마을로 들어와 다섯 명의 바틱 전문가들과 함께 알람바틱센터를 

열고 인근 마을 주부들에게 바틱을 가르쳤다. 자신들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일감을 마을 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인도네시아의 

대다수의 주부들은 집안일을 주로 한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여자들이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기도 하다. 페리 아저씨는 그런 

주부들에게 일거리를 주었고, 적게나마 수입이 더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뿐 아니라, 마을사람들에게 바틱 재료로 쓰이는 

작물을 키우도록 장려했다. 예를 들어 망고나무를 심어서 열매는 

먹거나 내다 팔고, 안 쓰는 잎들은 모아서 알람바틱센터에 재료로  

파는 방식이었다. 이 역시 조금이나마 마을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알람바틱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료들은 마을에서 해결한다. 페리 아저씨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바틱을 익혀 그들의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물론 페리 아저씨에게 바틱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은 

아니다. 바틱은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와도 같고, 대단히 영적인 

(spiritual) 일이라고 했다. 실제도 바틱 주문을 받으면 몸을 

정갈히 하고 한동안 사람들과의 만남도 끊으면서 주문자의 

바람이나 이야기에만 집중하기도 한다고 했다. 철저하게 자본에 

좌우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어쩌면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과 웃음을 보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가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만남들은 서로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만남은 언제나 설렌다. 우리의 짧은 일주일은 그렇게 

흘러갔다.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오는 날, 비는 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왔지만, 돌아오는 2월 파라잔 

마을에서 만난 열 명의 아이들이 곧 한국을 찾을 것이기에 웃으며 

돌아설 수 있었다. 햇살이 눈부신 코끝 쨍한  겨울을 아이들은 

어떻게 경험할까. 

관련자료
‘Playground in Island: Batik Story’ 워크숍 결과물 책자  

https://issuu.com/totalmuseum/docs/batiker2015 

‘Playground in Island 2015 : Batik Story’ 관련 동영상 

https://vimeo.com/153465196

평창문화올림픽 ‘아트 드림캠프’는 추운 겨울이 없는 남반구 

국가 아동·청소년들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 11월 5일(토) 

베트남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4개국에서 한국의 예술가들이 

동계스포츠로부터 소외된 남반구 국가를 직접 방문해 현지 

아동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진행했다. 베트남, 

콜롬비아, 말라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분야별 전문 예술가들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인형극, 현대무용, 음악 및 시각예술,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2017년 2월에는 현지 참여자들을 

평창으로 초청해 국내에서 4개국 교육결과물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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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엔 겨울이라는 단어가 없다. 차가운 온도, 혹은 냉정한 마음을  뜻하는 ‘Dingin’에 계절을 

칭하는 ‘Musim’을 붙인 ‘추운 계절’이란 단어가 있긴 하지만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27도를 웃도는 

이 무더운 나라에선 산타크로스만큼이나 비현실적이다. 한여름을 사는 이곳 동 자바섬, 파수루안의 

아이들에게 겨울은 그야말로 환상의 세계다. 뜨거운 장대비가 연일 마당을 적시는 ‘알람 바틱(Alam 

Batik)’ 센터의 툇마루에 앉아 아이들은 눈처럼 새하얀 천에 상상 속의 겨울을 바틱으로 새겼다. 불의 

신이 살고 있다는 신성한 브로모 화산엔 눈꽃이 피고, 작고 푸른  마을은 별처럼 쏟아지는 함박눈 속에서 

조용한 잠을 잔다.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여러 날 염색하여 완성한 작품들은 ‘아트 드림 캠프’의 마지막 

날, 스콜레조 사무소 한켠에서 전시되었다. 인도네시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대나무를 주재료 

삼아 걸개를 만든 소박한 전시 공간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다. 따뜻한 겨울이었다. 

코코 프라요기 피트리야 라마와티 차무니 닝실

라이라툴 M나리나툴 자나 유르로툴 암리

마실리카아이눈 마르디예

©
노
기
훈

 N
o

h
 g

ih
u

n

©
노
기
훈

 N
o

h
 g

ih
u

n
©
노
기
훈

 N
o

h
 g

ih
u

n

10 11



유스로툴 암리 Yusrotul amri

사단 티무르 가리레조 마을  Sadan Timur Kalirejo Village

파수루안, 1996년 7월 3일 

여자

고등학교 졸업

바틱 제작자

성공한 사람

볶음밥

이름
주소
출생지역, 출생일
성별
교육/일
목표
장래희망
좋아하는 음식

이름
주소
출생지역, 출생일
성별
교육/일
목표
장래희망
좋아하는 음식

치아니 닝시  Ciani Ningsih

파자란 Ds. 군팅 마을 Pajaran Ds.Gunting Village

파수루안, 1996년 12월 21일 

여자

–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성공한 사람

치킨 국수

치아니 닝시
Ciani Ningsih

유르로툴 암리
Yusrotul a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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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프라요기 Koko Prayogi

겐돌 파쿠케르토 수코레조 Gendol Pakukerto Sukorejo

1999년 6월 3일

남자

학생

사업가

바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퍼첼 Pecel (인도네시아 샐러드)

라일라툴 M Lailatul M

사단 티무르 칼리레조 마을 Sadan Timur Kalirejo Village

파수루안, 2001년 12월 

여자

고등학교 졸업

사업가

유명한 바틱 제작자

소토 Soto (누들 스프)

라일라툴 M
Lailatul M

코코 프라요기
Koko Prayogi

©
노
기
훈

 N
o

h
 g

ih
u

n

©
노
기
훈

 N
o

h
 g

ih
u

n

이름
주소
출생지역, 출생일
성별
교육/일
목표
장래희망
좋아하는 음식

이름
주소
출생지역, 출생일
성별
교육/일
목표
장래희망
좋아하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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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리야 라마와티 Fitriyah Rahmawati

군팅 Ds. 제니티르 마을 Gunting Ds.Genitri Village

파수루안, 2002년 12월 23일 

여자

학생

선생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바틱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박소 Bakso

나피사툴 자나  Nafisatul jannah

사단 티무르 칼리레조 마을 Sadan Timur Kalirejo Village

파수루안, 2000년 12월 11일 

여자

-

우리 마을사람들에게 바틱을 소개하는 일

바틱을 계속하는 것

박소 Bakso

수영

나피사툴 자나
Nafisatul Jannah

피트리야 라마와티
Fitriyah Rahmaw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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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리카 Maslikha

커라잔 컨두루안 마을  Kerajan Kenduruan Village

파수루안, 1995년 3월 19일 

여자

프리랜서

유명한 바틱 제작자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박소 Bakso (인도네시아식 국수)

사진찍기

아이눈 마르디야 Ainun Mardiyah

단 띠무르 칼리레조 마을 Sadan Timur Kalirejo Village

파수루안, 2000년 6월13일

여자

-

바틱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것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

볶음밥

독서

아이눈 마르디야
Ainun Mardiyah

마실리카
 Maslikha

©
노
기
훈

 N
o

h
 g

ih
u

n

©
노
기
훈

 N
o

h
 g

ih
u

n

이름
주소
출생지역, 출생일
성별
교육/일
목표
장래희망
좋아하는 음식
취미

이름
주소
출생지역, 출생일
성별
교육/일
목표
장래희망
좋아하는 음식
취미

18 19



©
노
기
훈

 N
o

h
 g

ih
u

n

©
노
기
훈

 N
o

h
 g

ih
u

n

©
노
기
훈

 N
o

h
 g

ih
u

n

©
노
기
훈

 N
o

h
 g

ih
u

n

20 21



©노기훈 Noh gihun



내 이름은 아리스. 인도네시아의 전통을 배우고 

싶어서 알람 바틱 센터를 찾게 되었어. 여긴 내 

놀이터 같은 곳이지. 우리집은 알람 바틱 센터 바로 

맞은편이고, 삼남매 중 둘째로 난 여기서 나고 

자랐어. 내 방 한쪽 벽을 채운 밥 말리 얼굴은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 나랑 같이 그린 것이고. 내 취미는 

축구. 그리고 ‘커피 러버’야. 본격적으로 바틱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년 전 이었어. 동네서 뛰어놀다 

가끔씩 알람 바틱 센터에 놀러오면서 자연스럽게 

바틱을 접하게 됐지. 아직 바틱의 매력이 무엇인지는 

몰라. 아마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하는 

일이 아닐까? 내 꿈은 전세계에 우리의 전통 예술을 

소개하는 거야.

난 알디. 열일곱살이고, 바틱을 배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아트 드림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어. 아직은 참 어려워. 

그중에서도 꽃을 그리는 게 잘 안돼. 흔한 패턴 중 

하나인데, 알람 바틱 센터의 선생님들처럼 정교한 

무늬를 완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 내 

목표는 일단 바틱을 잘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전통 바틱 패턴보다 현대적인 스타일을 좋아해. 

내가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빠처럼 나이 

많은 어른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의 취향도 

고려해야지. 만약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를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한국에 가보고 싶어. 진심으로! 

안녕. 난 그림 그리기와 하이킹, 여행을 즐기는 

열아홉 살의 제시카. 매일 스쿠터를 타고 10여 분 

간 산길을 달려 알람 바틱 센터에 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바틱에 대해 배운 후, 좀 더 알고 

싶어서 이곳을 찾게 되었어. 일상에서 늘 보아오던 

바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거든. 

인도네시아에선 어디서나 바틱으로 만든 옷이나 

스카프를 두른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까. 내 꿈은 

디자이너야. 바틱에서 모티브를 얻어 그림을 

그리고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어보고 싶어. 바틱이 

인도네시아의 고유한 문화라는 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인도네시아 바틱을 발전시키고 싶은 알리파라고 

해. 바틱을 접하기 전엔 아이스크림 같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지. 

지금은 달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 

물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커뮤니티부터 먼저 

시작할거야. 그리고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라 생각해. 바틱은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  한 가족,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가 성장할 수 있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안드레라고 해. 왜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냐고? 이게 바로 2016년 리오넬 

메시의 헤어 스타일이거든. 하하. 아마 인도네시아 

참가자들 중에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을 거야. 

스물 다섯 살이거든. 티셔츠 가게에서 일하면서 

바틱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 티셔츠에 바틱을 

접목시키면 색다른 디자인이 탄생하지 않을까? 

바틱엔 인도네시아인의 철학도 담겨 있지. 바틱을 

만드는 과정은 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 더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난 윈다. 알람 바틱 센터에서 2km 떨어진 마을에 

살아. 내 주변엔 바틱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마을 이장님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소개해줘서 지원하게 되었어. 친구들도 

모두 여기 와서 처음 만났지.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난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고, 수영을 참 

좋아한다는 것. 그런데 정작 수영을 할 줄은 

몰라. 하하. 이곳에서 열심히 바틱을 배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목표야. 바틱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바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싶어. 단순히 기술을 너머 바틱을 보다 

깊게 이해하려고 해. 

난 열여덟살 메가. 알리파랑은 동갑내기 사촌지간 

이고, 바로 옆집에 살아. 내 하루는 무척 바빠. 

학교 수업이 끝나면 후다닥 청소와 빨래부터 해야 

해. 그리고는 4km를 걸어 이곳 알람 바틱 센터에 

오곤 하지. 집안 일을 돕는 건 여기선 흔한 일이라 

불만은 없어. 난 선생님이 되고 싶어. 바틱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거야. 지식을 쌓는 건 

교육이나 사업, 어떤 분야에 있서든 중요해. 전통 

패턴 뿐 아니라 나만의 바틱 패턴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바틱엔 보이는 것 이상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  

<Cerita Batik: Batik Story>은 바틱으로 만든 바틱 안내서다. 인도네시아 아트 드림 캠프 참가자들이 워크숍 

기간 동안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100% 수공예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 책은 ‘바틱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개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지만 홍보는 부차적인 기능이다. 이 책의 첫번째 독자는 제작에 참여한 

7명의 학생들이다. 이제 막 바틱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이들은 취재 형식의 능동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바틱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바틱 기법을 체험한다. 또한 마을을 돌아다니며 바틱의 원료가 되는 식물들을 채집하고 

이를 바틱으로 표현한다. 컴퓨터는 커녕 인쇄소도 찾기 힘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바틱을 홍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4박 5일 간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날 _정보 수집 

인터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알람 바틱 센터와 마을 

곳곳을 찾아 다니며 바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날_편집 구성 

4개의 팀으로 나뉘어 각각 바틱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고, 재료와 과정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을 소개하는 방법을 구상한다.  

 

셋째날_글과 그림 

종이에 쓴 글과 그림을 준비된 천에 옮겨 그린 후, 찬팅과 밀랍 등의 

도구를 이용해 바틱으로 내용을 새긴다. 

넷째날_염색하기 

각각의 페이지를 원하는 색상의 염료에 담아 염색하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다. 

다섯째날_ 바느질 제본  

천의 사면을 박음질하여 뒤집은 뒤, 각각의 페이지를 실로 연결해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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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 와유디 Aris Wahyudi

파라잔 군팅 수코레조 Pajaran Gunting Sukorejo

파수루안, 1999년 12월 8일 

남자

학생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

바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

닭고기 국수

M. 앙드레 세티아완 M. Andre Setiawan

크라잔 Ds. 수코레조 마을 Krajan Ds.Sukorjo Village

파수루안, 1991년 4월15일

남자

프리랜서

화가

성공한 화가

박소 Bakso

음악감상

아리스 와유디
Aris Wahyudi

앙드레 세티아완
M. Andre Setia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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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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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드호툴 알리파 Roudhotul Alifa

숨베르 가릉 수코레조 마을 Sumber Gareng Sukorjo Village

파수루안, 1998년 4월17일 

여자

프리랜서

사업가

인도네시아 바틱을 발전시키는 것

새우

예시카 사밧 인드라와티 Yessica Sabat Indrawati

그능안 Ds. 글라가사리 마을 Genengan Ds.Glagasari Village

파수루안, 1997년 2월 15일

여자

프리랜서

사업가

바틱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것

인도세니아 샐러드, 템뻬

제시카 사밧 인드라와티
Yessica Sabat Indrawati

루드호툴 알리파
Roudhotul Al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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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다 아리스카 Winda Ariska

글라틱 Ds. 글라가사리 마을 Glatik Ds.Glagasari Village

파수루안, 1998년 5월10일

여자

프리랜서

선생님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바틱을 커뮤니티에 소개하는 일 

국수

한디니 파트마 메가 Handini Fatma Mega

숨베르 가릉 수코레조 마을 Sumber Gareng Sukorjo Village

파수루안, 1998년 5월20일 

여자

프리랜서

사업가

바틱을 좀 더 이해하는 일

템뻬 Tempe (콩으로 만든 인도네시아 전통음식)

한디니 파트마 메가
Handini Fatma Mega

윈다 아리스카
Winda Ari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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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팅&솔(Canting&Ijuk). 

밀랍 주입기인 찬팅과 주입구를 청소하는 야자나무 잎줄기의 심.  

찬팅&저울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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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웻 과일나무 잎(Juwet Fruit)

마또아 잎(Matoa Leaves). 

인도네시아 과일 중 하나인 마또아 나무의 잎사귀.  

잭프루트 잎(Jackfruit Leaves). 

잭프루트 나무의 잎사귀는 물론 뿌리 역시 염료로 사용할 수 있다. 

빤당 잎(Pandan Leaves). 

향신료로 쓰이는 야자과 식물의 일종인 빤당의 잎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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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잎(Chilli Leaves)

람부탄 잎(Rambutan Leaves). 

열대과일인 람부탄의 잎사귀. 

쪽반죽(Indigo Paste).  

다채로운 남색을 연출할 수 있는 쪽을 발효시켜 반죽한 것. 

봉선화(Bunga Balsam). 

봉선화 꽃잎과 잎사귀는 선홍색을 낼 때 사용한다. 

람부탄(Rambutan) 열매 껍질
열대과일인 람부탄.

코코넛 슈거(Coconut Sugar). 

미네랄이 풍부한 코코넛 슈가는 인디고 색상을 낼 때, 물에 섞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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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랍(Beeswax). 

밑그림을 그리는 스케치 도구. 밀랍을 입힌 부분은 염색 후, 흰 선이 남는다.     

백반(Tawas). 

광물성의 명반석을 가공처리한 결정체로 분홍색이나 노란색 같은 밝은 컬러의 

발색을 돕는 매염제다.  

빅사 씨앗(Bixa Seeds). 

립스틱의 원료이기도 한 빅사 나무의 붉은 열매 속 씨앗. 주황색을 내는 염료다.    

황산제일철(Batu tunjung). 

돌에서 채취한 청록색 결정의 매염제. 황토색이나 검정색 같은 어두운 색상의 

발색을 돕는다. 

세캉 나무(Secang Wood). 

노란 꽃이 피는 가시나무의 일종인 세캉 나무의 껍질로 바틱 염색에 주로 

쓰인다. 

석회(Kapur). 

중간 채도의 색을 발색시킬 때 매염제로 사용하는 흰색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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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우리나라 최초 미디어아트센터인 아트센터 nabi에서 

기획실장으로 센터를 기획, 설립 및 운영하였음. (2000~ 

2004) 그리고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에서 사회공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술 교육, 예술치료, 예술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특히 예술에 소질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살려 예술을 활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는 해피 뮤직스쿨, 해피뮤지컬 

스쿨, 청소년 공연 사회적기업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음.

김은아
대학에서 도자기 공예를, 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하였다. 

2012-2014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해외봉사단을 통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도자기공예 교육을 하였다. 작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팀에서 전시,교육 인턴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토탈미술관 에듀케이터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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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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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소영
‘mahsoyoung’ Fashion & Textile Design Studio, 

Seoul, Korea

Studio Representive/Creative Director/ Production 

Manager

Good for Fashion & Textile Design, Installation 

Design and Production Management

Skilled in drawing ability in both rough and 

detailed, design sampling to carry out design 

outcomes

Confidence and easy-going personality

Keeping good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and co-

partners

손혜인 

1983년서울 출생, 경기도에 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공부했다. 2009년 <Design lab. Buret>, 2013년 

<AGI Society>를 거쳐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전시와 출판을 비롯한 그래픽디자인 전반의 작업을 해왔으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작업할 예정이다. 

서울역사박물관, 호림박물관,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시 

작업을 진행했고 그래픽디자인이 공간에 작용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다. 

신보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석사,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부터 전시기획을 

시작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아트센터 나비에서 

근무했고,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미디어시티서울) 

전시팀장(2003~2005), 의정부디지털아트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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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한 후, 12년 간 

패션지 에디터로 일해온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있다. 콘텐츠 기획자이자 칼럼니스트로 <보그 

코리아>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활동 중이다.

제로랩
장태훈, 김동훈, 김도현이 운영하는 그래픽,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 전방위적인 문화활동을 지향하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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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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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 콜리파(부 이파)
스리 콜리파(1962년 인도네시아 마랑 출생)는 친근하게는 

이파(Ifah)라고 잘 알려져 있는 바틱전문가이다. 그녀는 

인도네시아 파수루안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열정적으로 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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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바틱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천연염색 바틱은 환경을 파괴하는 화학염료바틱에 대한 대안일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천연자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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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작가들을 

후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틱에서 최고의 오가닉 컬러염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의 천연 재료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지속하고 있다. 

마리나 압둘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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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역에 사는 어른들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스토리 텔링을 

비롯하여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미취학아동을 위한 

애니메이션, 미디어 프로덕션에 있어서의 내러티브 미학, 

아이들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등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아트&미디어 

교육에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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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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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했다. 또한 한국 토탈미술관과 

공동기획 프로젝트인 <플레이그라운드 인 아일랜드> 

(2010~현재)와 <로드쇼2016: KK에서 산타칸까지>의 

코디네이터로도 활동했다.

바팍 다이노 벨라 페리 산도소

부 데스티아나 Htr

부 룰리스

페리 수겅 산토소

프리마

카스토

마낭 사무술 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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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틱은 글쓰기와 점찍기를 의미하는 자바 언어인 ‘암바(Amba)’에서 유래하였다. 

바틱은 천 위에 원하는 디자인이나 모티브를 얻기 위해 왁스를 사용하여 패턴을 

그리는 일정을 예술작품이다. 인도네시아 바틱에는 세계와 바틱 제작자가 한데 

어우러져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철학과 삶에 대한 조언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다. 

Batik originated from ‘Amba’ Javanese language which means writing 

and dotting. Batik is an artwork done on fabric using wax to cover the 

pattern, in order to get the design and motif of the fabric.

Indonesian batik is widely known as it has implied advice and 

philosophy which combine the world and batik maker in his or her batik.



바틱 제작과정
• 염색하고자 하는 천을 백반을 탄 물에 담가둔다

• 천을 말린다

• 밑그림을 그린다.

• 천에 찬팅을 한다

• 색을 입힌다.

Batik Process

• Mordant fabric will be soaked in alum water

• Hang to dry

• Draw

• Chanting

• Colour



• 천을 말린다

• 색을 고착시킨다

• 천을 헹군다

• 천을 말린다

• Hang to dry

• fixation

• Rinse

• Hang to dry 



천연염색의 과정
• 천연염색재료들을 모은다

• 재료들을 1시간 가량 끓인다

• 끓인 물에서 채에 거른다

• 액체염료 안에 천을 담궈둔다

Process of making natural dye

• Collecting natural dye raw material

• Material being boiled for 1 hour

• Filter the liquidized dye

• Liquidized dye used for dipping



• 모티브가 되는 부분을 왁스로 그린다

• 두 번째 색을 입힌다

• 천을 말린다

• 색을 고착시킨다

• Wax on coloured motif part

• Colour for second time

• Hang to dry

• Fixation



• 왁스를 없애기 위해서 천을 물에 담궈 끓인다

• 천을 헹군다

• 천을 말린다

• Boil to detach wax

• Rinse

• Hang to dry



마토아 잎 

– 녹색 -

람부탄(과일)  껍질
– 회색 -

Matoa leaves

– green - 

Rambutan peel (fruit) 

– grey -



곤델란 꽃 

- 붉은색, 자주색 -

마호가니 잎사귀
- 적갈색빛의 붉은색, 갈색

Gondelan Flower

– Red-Purple - 

Mahony Leaves

– Maroon Red, Brown -



주웻 과일
- 보라색 -

주웻 과일 껍질
- 갈색 -

망고 잎사귀
- 노란색, 갈색, 검정색 -

Juwet Fruit 

– Purple - 

Juwet bark 

– Brown -

Mango Leaves

– Yellow, Brown, Black -



빅사
- 오렌지 색 -

잎사귀, 줄기, 나무껍질
- 노란색, 갈색, 검정색 -

Bixa

- Orange -

Leaves, Stem, Tree Bark

- Yellow, Brown, Black -



커니키르 잎사귀
- 노란색 -

구아바 잎사귀
- 노란색, 녹색, 회색 -

Kenikir Leaves

- Yellow -

Guava Leaves

- Yellow, Green, Grey -



참가자소개

조시 알디 데펜디
발리 볼 팬인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파자란 지역의 바틱을 널리 알리고 싶다.

About us

JOSSI ALDI EFENDI

This volley ball fans wants to be a businessman and wants to promote 

Pajaran district’s batik.



한디니 라트마 메가, 18

숨버 가릉 마을에서 온 음악을 좋아하는 메가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바틱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싶어한다.

완다 아리스카, 18

그라틱 마을에서 온 수영을 좋아하는 완다는 성공한 바틱 전문가가 되고 싶다.

HANDINI FATMA MEGA 18

This is a girl from Sumber Gareng Village who loves music, wants to be 

a teacher and wants to understand more about batik.

WINDA ARISKA, 18

A girl from Glatik Village who love to swim, wants to be a successful 

person and batik specialist.



아리스 와유디, 17

마자란에서 온 축구를 사랑하는 아리스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을 뿐 아니라, 

바틱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예시카 사바 인드라부트리, 19

그능안 마을에서 온 에시카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바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한다. 

ARIS WAHYUDI, 17

This football lover originated from Pajaran. He wants to make his 

parents happy and introduce batik to the whole world

YESSICA SABATH INDRAPUTRI, 19

This girl who originated from Genengan Village wants to be a designer 

and know more about batik.



로우드호툴 알리파, 18

숨버 가릉 마을에서 태어난 알리파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인도네시아 바틱을 널리 

알리고 싶어한다.

앙드레 세티아완, 25

크라잔 마을에서 온 앙드레는 사업적인 것을 좋아하며, 유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또한 바틱을 이용한 셔츠를 만들고 싶어한다. 

ROUDHOTUL ALIFA, 18 

Born in Sumber Gareng Village, she wants to be a businesswoman and 

promote Indonesia Batik.

ANDRE SETIAWAN, 25

Originated from Krajan Village, he love to involve in business, being 

useful person and combining batik with shirt.



바틱스토리
알람 바틱으로부터

Batik story  

From Alam Bat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