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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하나뿐인 바틱 제작 액티비티… ‘바틱 사야’ 탄생 
 (호시노야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위치한 체류형 리조트 호시노야 발리에서는 2020 년 2 월 1 일, 인도네시아 전통 수공 

염색 천 바틱(Batik)을 직접 제작하는 액티비티인 ‘바틱 사야(Batik Saya)’를 개시한다. 바틱 사야는 

인도네시아어로 ‘나의 바틱‘을 뜻하며, 호시노야 발리 오리지널 디자인의 동판을 사용하여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밀랍을 칠하여 자신만의 바틱을 제작한다. 또한, 진행 중에는 발리 직원이 그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어 인도네시아 전통인 바틱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틱(Batik)이란?  

바틱이란, 문양 부분을 밀랍으로 발라 색이 스미지 않도록 한 후, 전체를 염색하는 밀랍 염색 천을 말하며 

인도네시아의 특산품이다. 인도네시아의 바틱은 그 사회적, 문화적 의미로 높이 평가되어 2009 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전통공예품인 바틱은 현재에도 인도네시아의 생활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데, 결혼식과 종교의식 등의 의상, 비즈니스는 물론 젊은 세대의 캐주얼한 패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바지나 셔츠, 스커트 등 어떤 식의 형태로든 바틱 사야(자신만의 바틱)를 

지니고 있다. 금요일은 Batik Friday 라고 불리며 학교나 회사에 바틱 옷을 입고 가는 관습이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인에게 있어서 바틱은 한없이 친근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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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오리지널 바틱 만들기 

이 액티비티에서는 호시노야 발리 오리지널 바틱 디자인 동판  

3 종류가 제공된다. 동판은 발리의 힌두사원 등을 모티프로 하여 

현대에도 잘 어울리도록 모던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동판을 

섞어 사용하며 취향대로 무늬를 만들 수 있으며, 손으로 직접 

문양을 새기거나 자유롭게 색을 입혀가는 과정을 통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바틱을 만든다. 완성된 바틱은 식탁보나 

행커치프, 보자기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징 2. 전통적인 기법으로 바틱에 대해 배운다 

바틱 제작에는 찬팅(Tjanting)*과 찹(Tjap)**이라는 전통 도구를 

사용하고, 바틱의 모티프에는 각각의 의미와 역사가 담겨있다. 

발리의 스태프가 기술적 설명과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해설 해 

주어 전통문화 바틱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수작업으로 세밀한 모티프를 그릴 수 있는 작고 얇은 파이프 

**도안을 칠하기 위한 동제 스탬프 틀 

 

<전통적인 바틱 제작법> 

1 밀랍을 녹이고 천을 준비한다. 

2 찬팅과 찹을 사용하여 밀랍 도안을 그린다. 

3 천 위에 색을 입힌다. 

4 뜨거운 물로 밀랍을 녹여 제거한다. 

5 건조 후 완성한다. 

 

특징 3. 자연 속에서 릴랙스하게 즐기는 전통문화체험 

액티비티는 눈앞에는 열대의 숲이 우거진 계곡이 펼쳐지고, 

시원한 바람이 통과하는 탁 트인 옥외 공간에서 개최된다. 

호시노야 발리는 바틱 제작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리조트 안에서 체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자연 속에서 발리의 바람을 느끼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신만의 오리지널 바틱에 집중할 수 있다. 액티비티 

중에는 바틱 제작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통 음료 및 찹쌀과 

코코넛밀크로 만든 과자 도돌(Dodol)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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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a Ueda 

인도네시아 발리섬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바틱 아티스트. 자와 섬에서 전통적인 

바틱을 배운 뒤 2010 년 발리섬에 이주하였다. 전통적인 수법으로 일본의 감성과 

모던한 디자인을 채택한 참신한 바틱을 제작한다. 전통, 모던하면서도 쾌적함을 

베이스로 하여 호시노야 발리의 유니폼 디자인을 고안하였다. 바틱 사야에서 

사용하는 오리지널 동판의 디자인, 제작 및 감수를 담당하였다. 

 

 

 

바틱 사야 개요 

날짜: 2020 년 2 월 1 일부터 연중 개최 

요금: 1 인당 Rp 650,000 (통화: 루피아, 10% 세금/서비스 요금, 숙박요금 별도) 

예약: 공식 사이트를 통해 숙박일 1 일 전까지 예약 가능 

대상: 투숙객 한정 

정원: 1 일 1 그룹 한정 (최대 2 인) 

시간: 15 시부터 18 시 

비고: 입고 상황에 따라 식재 및 드링크 내용이 일부 변경 될 가능성 있음. 

 

 

호시노야 발리 

소재지: Br.Pengembungan, Desa Pejeng Kangin, Kecamatan, 

Tampaksiring, Gianyar 80552 Bali, Indonesia 

전화번호: +81-50-3786-1144 (호시노야 통합예약센터) 

URL: https://hoshinoya.com/bali/en/ 

요금: 1 객실 1 박 Rp 8,250,000 부터 (세금 및 봉사료 별도, 

식사 별도, 화폐단위: 인도네시아 루피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