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적인 서프라이즈 
몇 가지 Some Serious Suprises

16

최근 미술평론가 루시 리파드 Lucy Lippard 가 쓴 
서프라이즈 – 여성 아티스트북 몇 권 Surprises: Some  
Women Artists' Books 을 읽다가 잡지 『크리살리스 Chrysalis 』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여성 문화를 위한 잡지”(pp. 71-84) 라 할 수 있는 이 잡지 
5호에 실린 기사의 내용과 형식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백인, 남성, 
시스젠더, 헤테로 중심적인 영역과 아티스트북의 역사쓰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여성 아티스트북을 주제로 다룬 몇 안 되는 초창기의 
글이었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구석도 있었다. 여성 아티스트북의 
목록이었다는 점뿐만은 아니었다. 리파드는 이 글을 목록 형식으로 
구성했고, 쉼표를 쏟아내며 길디긴 문장들이 쏟아지는 문단을 펼쳐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구불구불한 목록 내 목록을 도입했으니 말이다. 

이 글은 리파드가 1980년 뉴욕에서 100명이 넘는 예술가의 
책 150권을 소개한 전시 “권을 말하다 – A.I.R. 갤러리 여성 아티스트북 
Speaking Volumes: Women Artists' Books at the A.I.R. Gallery”를 진행하기 몇 
년 전에 출간된 것이었다. 이 글과 이 아주 특별한 전시는 잘 기록되거나 
연구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페미니즘 출판사 
연구자로서 지난 3년간 바로 이 전시와 더 넓은 범주로서 아티스트 북의 
역사에 집중해왔다. 

10호까지 발간된 『크리살리스』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리파드의 글이 실려있는 곳이자 여성 출판의 예시이기도 하고, 당시 
여성과 출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장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1977년에서 
1980년 사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서부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서로 
다른 페미니즘 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여성들이 모여 만든 계간지 
『크리살리스』는 다채로운 스타일의 글과 시각적 표현을 담아냈다. 건강, 
정치, 금융, 건축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특히 시, 시각 문화, 
그리고 페미니즘 출판을 거듭 테마로 내세웠다.

n.2   페미니스트 출판 1부  Feminist Publishing, part 1, 
커스틴 그림슈타트 Kirsten Grimstad, 발레리 함스 Valerie 
Harms, 엘라나 크루그먼 Elana Klugman, 테리 울버튼 
Terry Wolverton 

n.3  시는 사치품이 아니다   Poems Are Not Luxuries, 
오드리 로드 Audre Lorde, pp. 7-9

  페미니스트 출판 2부 Feminist Publishing, part 2, 
앨리스 블로치 Alice Bloch, 커스틴 그림슈타트, 발레리 
함스, 엘라나 크루그먼, 수잔 레니 Susan Rennie, 테리 
울버튼, pp.79-91

n.4  공상 과학 소설과 페미니즘 – 조안나 
러스의 작품에 대하여 Science Fiction and 
Feminism: The Work of Joanna Russ, 마릴린 해커 Marilyn 
Hacker, pp.67-79

 페미니스트 출판: 다이애나 프레스가 
받은 공격으로부터 길어 올린 질문 Feminist 
Publishing: Questions Raised by the Attack on Diana Press, 
pp.81-83

  나의 시에 대해 사유하다 Thinking About My 
Poetry, 준 조던 June Jordan, pp.105-109

n.5  서프라이즈 – 여성 아티스트 북 몇 권 
Surprises: Some Women Artists’ Books, 루시 리파드, pp.71-
85

  여성 아티스트 북 – 엄선된 참고문헌 
The Women Artists’ Books: A Select Bibliography, 주디스 
호프버그 Judith Hoffberg, pp.85-87

n.7  스스로 굴리기: 새내기 출판인, 
자가출판인, 필자를 위한 지침서 Roll Your 
Own: A Guide for New Publishers, Self-Publishers, and Authors, 
셀레스트 웨스트 Celeste West, pp.87-101

n.8  문헌-산업 콤플렉스 The Literary-Industrial 
Complex, 셀레스트 웨스트, pp.95-104

  페미니스트 출판 카탈로그 Feminist Publishing 
Catalog, 린다 팔룬두 Linda Palundo, pp.105-120

n.9  페미니스트 출판 Feminist Publishing,  
린다 팔룬두, pp.81-98

전시 “페미니즘적인 발견 Feminist Findings ” 을 위해 제작한 로레인 펄터의 영상. 
작가가 잡지 『크리살리스』를 발견하며 느낀 놀라움을 다룬다. 

글. 로레인 펄터 Loraine Furter

2007년부터 브뤼셀 기반으로 
활동해 온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연구자로, 출판 디자인, 융합 

출판, 교차 페미니즘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로레인은 안트베르펜 소재 성 루카스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이며, 스스로 착수한 
리서치 프로젝트 “권을 말하다 – 미술, 
액티비즘, 페미니스트 출판 Speaking 
Volumes—art, activism and feminist publishing ” 
에 깊이를 더하는 중이다. 2017년부터 
“저스트 포 더 레코드 Just For the Record ”라는 
사이버페미니스트 콜렉티브의 일원이자 
리에주에서 열리는 그래픽 디자인 페스티벌 
“피그 Fig ”를 공동 주최한다.

원문보기

사용 서체. 뉴트로닉 Neutronic by 함민주 
Minjoo Ham , 지그 Gig by 프란체스카 
바우그브루버 Franziska Weitgruber

번역. 유지원 
편집. 백희원, 오늘의풍경 
기획. 신인아, 오늘의풍경

디자인. 정유미 Jung Yumi 스투키 스튜디오 
stuckyi studio 를 공동 운영한다. 월경, 월경컵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서프라이즈』에서 리파드는 “[여성 예술가의] 책에서 목록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짚어낸다. 나는 이에 대한 오마주로써, 그리고 여성 
출판의 역사를 리서치하며 뻗어 나가고 있는 방대한 연구망(즉, 목록의 
거미줄) 위에서의 나의 현 위치를 포착하고자, 새로운 목록을 작성해 
보았다. 『크리살리스』에 등장하는 페미니즘 출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글의 목록이다.

잡지 『크리살리스』 5호에 실린 루시 리파드의 
글 ‘여성 아티스트북 몇 권’ 중 일부 페이지.

이 글은 디자인 정치를 위한 
페미니스트 플랫폼 『퓨처레스 
Futuress』가 진행한 워크숍 
“페미니스트 파인딩스Feminist 
Findings”의 결과물입니다.

https://futuress.org/magazine/
chrysalis-surprises

(C) https://www.jstor.org/site/reveal-digital/
independent-voices/chrysalis-279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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