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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러스킨의 자연 연구

John Ruskin’s Study of Nature

임 산

Shan Lim

요 약 본고는 영국의 미술, 건축, 사회개혁, 자연 환경의 보존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력을 남긴 존 러스

킨(1819-1900)의 자연 연구의 내용과 그 역사적 의의를 찾고자 한다. 러스킨의 자연 연구는 어느 특정한 학제에 갇

히지 않으며 인간, 문화, 사회의 광범위한 맥락을 포착해 내려 한 그의 시도가 지니는 함의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스킨에게 ‘자연’은 어떤 구성적 규칙들을 생산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들을 지배하는 ‘체계’로서 규정된다. 그 체계는 내부에서의 상호작용과 프로세스를 통해 조화의 상태를 이루

고자 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자연의 유기적 특질은 러스킨의 연구에서 하나의 ‘은유’로서 작동한다. 그러

므로 러스킨의 자연 연구는 그의 광대한 정신세계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서로 연결하여 통일성을 형성하는 데 필

요한 개념적 기초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어 : 존 러스킨, 현대의 화가들, 자연연구, 생태주의, 구성, 질서와 조직화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e research content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Study of Nature 
conducted by John Ruskin(1819-1900) who had a profound influence on art, architecture, social reformation, and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Great Britain. Because Ruskin’s Study of Nature would be the key to 
understand totally the implicative meaning of his various academic trials for integrating a wider contexts among 
human, culture, and society, without being bound by the rules of conventional disciplines. For Ruskin, ‘Nature’ 
is defined as ‘a system’ governing every aspects of human and non-human beings, formulating certain laws of 
composition. This system has an ecological quality to form a state of harmony by internal interaction and 
process. Such organic quality of nature worked as ‘a metaphor’ in Ruskin’s research practices. Therefore, 
Ruskin’s Study of Nature would be the conceptual basis for organizing and connecting its various elements of 
Ruskin’s spiritu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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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은 영국의 미술,

건축, 사회 개혁, 자연 환경의 보존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깊은 영향력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화가 윌리

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에게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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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화가로서의 명예를 부여하는 치열한 비평적 담론

을 주도하면서 라파엘 전파(Pre-Raphaelites)를 옹호하

였고, 영국 최초의 근대적 미술사조 운동으로 불리는

미술공예운동(Art and Craft Movement)의 철학적 토대

를 제공하였고,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에서

고딕 양식의 부활을 이끌었던 지성인이다. 또한 자신의

저서『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Unto This Last)』

(1860)를 통해 당대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

로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주창하기도 하였다.[1]

이와 같이 러스킨의 장대한 실천들은 몇 줄의 요약

으로 설명되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로운 궤적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러스킨의 학문과 예술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 성찰을 위해서는 그가 펼친 그 복잡하고 논쟁적

인 실천들을 관통하는 관점과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요

구된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한 학제에 갇히지 않고 인

간, 문화, 사회의 광범위한 맥락을 포착해 냈던 러스킨

의 시도가 지니는 함의의 총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특

정한 주제 영역은 무엇일까?

본고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러스킨의 ‘자연(Nature)’

연구에서 찾을 계획이다. 러스킨에게 ‘자연’은 어떤 구

성적 규칙들을 생산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모든 측

면들을 지배하는 ‘체계(system)’로서 규정된다. 그 체계

는 내부에서의 상호작용과 프로세스를 통해 ‘조화’의 상

태를 이루고자 하는 속성을 지닌다. 자연의 이러한 유

기적(organic) 특질은 러스킨의 다학제적 연구에서 하

나의 ‘은유’로서 작용하였다. 즉 러스킨의 자연 연구는

그의 광대한 정신세계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서로 연

결하여 통일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기초를 이

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러스킨 주요 저서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그의 사상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던 근현대 이

론가들의 성과 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러스킨이 시도

한 자연 연구의 배경과 실체를 파악하겠다. 이 과정을

통해 러스킨 이해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존 러스킨의 삶에서 자연 연구의 위치

러스킨의 가장 초기 저작인 『건축의 시(The Poetry

of Architecture)』(1837-38)에서부터 거의 마지막 저작

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서전 『프레테리타(Praeterita)』

(1885-86)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깊이 있게 다양한 분

야를 다룬 그의 글들 속에 꾸준히 자리 잡아온 주제였

다. 특히 러스킨의 초기 저술들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

는 두 저작, 『현대 화가들(Modern Painters)』

(1843-60, 5 vols.)과 『베네치아의 돌(The Stones of

Venice)』(1851-53, 3 vols.)은 각각 회화와 건축을 향

한 그의 관점들을 입증하기 위해 ‘자연’에 의지하였다.

러스킨의 미술이론은 ‘자연’의 진실을 일관되게 참조하

였고, 건축이론에서 보인 고딕(Gothic) 건축에 대한 선

호는 종교적 독실함 못지않게 그것의 ‘자연성’에 근거를

두었다.

러스킨이 1857년에 발표한 『소묘의 요소들(The

Elements of Drawing)』은 그가 자연에 대해 어떤 생

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게 하는 주요한 장소들이 다

음과 같이 등장한다.

“구성(composition)이란,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보자

면, 여러 개를 모아 그것들로 ‘하나’를 만드는 것을 의

미한다. 자연과 선(善)은 모두 생산에 이바지한다. (중

략) 모든 것들이 확정된 장소에 위치해야 하고, 의도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그 점에서 연관된 모든 것에 이

롭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순수한 의미로 이해했을 때,

구성은 인류의 솜씨들 중에서 세계 임시정부 같은 유형

이다.”[2]

위의 인용문에서 주어로 기능하는 ‘구성’이라는 용어

는 회화에서 조직화를 통해 발생하는 어떤 힘들을 유형

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힘’은 러스킨

이 미학, 건축, 사회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드넓은 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하고자 한 것과 다름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모아 하나”를 만드는 행위로서의 ‘구성’ 개

념은, 자연이 생태적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사실에

대한 러스킨 자신의 깨달음을 대변한다. 러스킨은 그러

한 ‘구성’의 규칙이 미술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정부(government)’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겼다.

『소묘의 요소들』 이후 3년이 지나, 1860년에 러스

킨은 『현대의 화가들』 제5권의 「도움의 법칙(The

Law of Help)」이라는 제목의 챕터에서 다시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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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야기하였다. 여기에서 러스킨은 ‘구성’의 법칙을

위한 보편적 기능을 제안하면서, “어떤 사물의 순수한

혹은 거룩한 상태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도움이 되거나

일관된다”고 주장한다.[3] 고귀하고 유기적인 순수성을

추구해 온 러스킨은 인공적인 조직화보다는 자연성에

대한 선호를 표현함으로써 보편적인 유기적 원칙을 형

성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질서 있는 협업은 “생명의

법칙들”을 구성하고, 분리와 경쟁은 “죽음의 법칙들”을

나타낸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도움의 법칙」에서 자

연과 문화, 인간과 무생물 세계 사이의 분리는 서로가

공유하는 실천에 대한 특유의 관심에 의해 사라지고,

‘생명’과 ‘도움’ 같은 용어들은 창의성을 위한 협업적 행

위로서 기술되었다.

이와 같이 러스킨은 ‘구성’이라는 주제를 환경에서의

역동적 조직화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역동적 프로세스에 동반하는 상호성과 상호작용의 핵

심 요소로서 다루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연’을 그저

표면적으로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의 유기적 생

명의 형태들의 구조, 그리고 그것의 심오한 상호적 연

결을 파헤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4] 그 점에서

「도움의 법칙」은 러스킨의 심미적 이론의 사례로서

보다는 자연의 유기적 질서에 대한 그의 관점을 드러내

는 자연 연구적 해명으로서 더욱 가치 있다고 볼 수 있

다. 즉, 「도움의 법칙」을 통해 러스킨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자연의 생태적 원리였다.

『현대 화가들』 이후의 텍스트들, 가령 『와일드올

리브 나무의 맨 위(The Crown of Wild Olive)』(1866),

『대기의 여왕(The Queen of the Air)』(1869), 『포르

스 클라비게라(Fors Clavigera)』(1871-83, 5 vols.)에서

도 러스킨의 ‘자연’ 개념은 여전히 핵심적으로 유지된

다. 러스킨은 정치학, 젠더, 과학 문제 등 다양한 주제

들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자연’ 개념

을 동원하였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연’은 1870-80년대

에 러스킨이 행했던 자연사 연구물인 일종의 식물학 입

문서 『프로세르피나(Proserpina)』(1875-86)에서도 주

요 주제로서 다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한

최초의 경고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의

폭풍우 구름(The Storm Cloud of the Nineteenth

Century)』(1882)에서도 이어졌다. 러스킨은 이 기념비

적 글에서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로서의 이상적 공동체

의 뿌리는 유기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산업으로 인한

전통적인 공동체 풍경의 파괴가 곧 사회 퇴보의 원인이

라는 개인적 믿음에 따라, 영국 빅토리아 시대

(Victorian Era)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대하는 러스킨의

시선을 반영한다.

2. ‘자연’이란 무엇인가: 자연과 문화의 융합

러스킨은 『소묘의 요소들』에서, 자신은 제자들이

자연을 그릴 수 있도록 자연을 주의 깊게 보는 법을 가

르친다기보다는, 자연 사랑을 배우라는 의도에서 소묘

를 가르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두 개의 길(The

Two Paths)』(1859)에서는 “가능한 한 진실하게 자연

의 사실들을 표현하는 것을 으뜸의 목적으로 두지 않았

던 위대한 학교는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하

였다.[5] 이처럼 러스킨에게 ‘자연’은 단지 아름다움의

대상이거나 재현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곧 세상 모

든 존재의 측면들을 일깨우는 진실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러스킨은 그러한 ‘자연’이 어떻게 ‘문화’와

교호할 수 있는지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 레이먼드 윌

리엄스(Raymond Williams)가 묘사하였듯이, ‘자연’은

문화(culture)와 사회(society) 같은 단어처럼 언어에서

가장 복잡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권위적인 정의로 단순 환원될 수 없고, 안정적이

지도 않기에 그 의미에 이견의 여지가 무척 많은 단어

이다. 또한 ‘자연’은 그 의미의 역사와 복합성을, 의식적

변화 혹은 의식적으로 서로 다른 사용법(혁신, 진부, 특

화, 확장, 중복, 전이 등)을 드러내 왔다.[6] 실재로 19세

기에는 ‘자연’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많

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러스킨의 저술에서 ‘자연’

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

은, 러스킨이 그러한 시대적 논의의 맥락에서 ‘자연’의

의미의 상호적 유희와 생산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검

토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러스킨을 뒤이어 영국 문화연구와 비평의 계보에서

역사적 계기를 형성한 윌리엄스는 ‘자연’의 의미를 다음

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한 바 있다. 1) 어떤 것의

본질적인 특질이나 성질, 2) 세계, 또는 인간 존재, 또는

이 둘 모두를 총괄하는 고유의 힘, 3) 인간 존재를 포함

하는, 혹은 포함하지 않는 물질적 세계 그 자체. 윌리엄



John Ruskin’s Study of Nature

- 302 -

스가 내린 이 세 가지 정의의 카테고리는 피터 코츠

(Peter Coates)에 의해서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확장된

다. 코츠가 정의한 ‘자연’은 이러하다. 1) 물리적 장소로

서의 자연, 특히 사람들에 의해 거의 바뀌지 않는 그런

세상의 일부, 2) 인간을 포함하거나 배제한 세상, 혹은

우주의 집단적 현상으로서의 자연, 3) 세계 혹은 우주

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 특질, 그리고/혹은 원칙

으로서의 자연, 4) 사람들을 위한 영감과 안내이자 인

간사를 다스리는 권위의 원천으로서의 자연, 5) 문화의

개념적 반대로서의 자연.

코츠의 정의는 ‘자연’에 대한 러스킨의 입장을 광범

위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의 시작점에서 유용한 자

료가 될 수 있다. 러스킨의 자연 개념은 코츠의 첫 번

째와 네 번째 정의와 무척 유사하고, 두 번째와 세 번

째는 일부 동일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의와는 주요

한 측면에서 대체로 반대된다. 즉, 러스킨은 ‘자연’을 하

나의 “본질(essence)” 혹은 “집단적 현상(collective

phenomenon)”이라고 말한다. 사실 러스킨의 많은 글들

은, 특히 미술비평은 구름, 나무, 나뭇잎 등 물리적인

자연을 탐구함으로써 엄격한 과학방법론과 관찰기법

등을 연상시킬 정도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사와의 관

련성을 놓치지 않는다. 러스킨이 『현대 화가들』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사항들 중 하나는 과거의 거장들이 제

시한 자연의 진실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발견할 수 있어

야 하는 것이었고, 미술을 통해 우리는 바른 일을 하도

록 필연적으로 자연 법칙의 안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러스킨의 초기 자연 연구에서는 ‘자연’이 ‘예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것으로부터 점차 그 밖의 다른

주제들을 이끌어 냈다. 러스킨이 ‘자연’ 개념을 다룬 방

식은 문화, 사회, 의식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였다. 『현

대 화가들』 제5권의 서문에서, 러스킨은 자신의 모든

연구가 신의 피조물이 지니는 완벽함과 영원한 아름다

움을 선언하는 데 복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간의 모

든 노동이 자연과의 협력에 의한 것임을, 혹은 자연에

대한 종속에 의한 것임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7]

러스킨은 우리 인간의 삶은 자신의 학문이 자연에서

검증한 바 있는 가치와 조직화의 원리들을 따라야 한다

고 믿었기 때문에, 코츠가 ‘자연’ 정의의 다섯 번째 카

테고리에서 암시한 것처럼 ‘자연’과 ‘문화’를 대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실수가 표명된 것과 다름 아니라

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러스킨의 자연 연구가 자연

과 문화를 융합하려는 시도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즉

자연과 문화 사이의 차이를 가급적 좁히면서, 하나의

유기적 모델인 자연을 따르는 삶으로서 인간사를 재정

립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질서와 조직화의 생태적 비전

러스킨의 다양한 ‘자연’ 사용은 인간과 자연 세계에

대한 그 특유의 생태적 이해로서 규정될 수 있다. 그의

관심사는 자연을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과학담론에서 일반적으로 구

성하는 경계들을 극복하며 자연의 원천과 사회에 관한

더 광범위한 논쟁들 속에 자신의 자연 연구를 위치시키

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러스킨은 자신이 쓴 과학적 내

용의 글이 문화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과 단절되

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저술에서는 과학과 문화

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서로 겹쳐 있어서 따로 분리될

수 없었다.

이러한 러스킨의 입장은 환경과 살아있는 유기체 사

이의 관련성에 주목하며, 마치 “여러 개를 모아 그것들

로 하나를 만드는” 소묘처럼, 이질적 현상들의 활력 넘

치는 연결성을 인식하려는 생태적 비전에서 기인한 것

이다. 러스킨의 핵심적인 생태적 통찰은 앞서 언급했던

「도움의 법칙들」에서 그 미학적 면모를 보였다. 러스

킨이 사용한 “도움”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 의미로 사용

되었다. 우선 그것이 묘사하는 것은 풍경화에서 모든

사물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일치하도록 배열되는

“형식적 창안”과 “구성”이고, 자연 세계에서의 상호관련

성의 패턴이고, “우주의 최고의 우선하는 법칙”으로서

의 보편적 원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이 인간

존재를 도우며 작동하는 방식이다. 즉, 모든 진실한 창

의적 생산은 미술과 자연을 비록 서로 다르지만 상호

연관된 것으로 지배하는 “도움의 법칙”을 통해 스스로

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스킨에게 그 “도움”은

생태적 상호관련성의 원칙이 되어, 자연의 모든 구성에

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자연에 대한 러스킨의 주요 입장은 그의 과학 연구

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노년의 러스킨은 물질주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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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ist Science)과 지속적으로 투쟁하였다. 그가

보기에 자연 현상의 탐구는 관찰에 의한 실측적인 과학

의 실천보다는 도덕적 비전의 원칙들과 더욱 관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예술, 역사, 신화

등이 과학적인 측정 데이터와 동등한 대열에 재정립되

기를 원했다. 이렇게 러스킨의 과학은 전체와 그 부분

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문제에 천착한다는 점에서 생태

학과 닮아 보인다. 러스킨은 과학과 다른 담론들 사이

의 경계들을 허물기를 원하였다. 그러므로 러스킨의 글

에서 과학, 문화, 사회담론들의 상호적 관계들이 만든

맥락은 생태적 문화의 형성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러스킨 생태적 태도를 물리학의 카

오스이론과 관련시켰던 쉴리아 에머슨(Shelia Emerson)

은 러스킨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부수고 하는 과정에

서 질서와 무질서가 서로 유희하는 것처럼, 러스킨의

연구에서의 갈등과 모순 역시 연구 자체가 지닌 잠재적

힘이라는 흥미로운 견해를 제기하였다. 즉, 파동하는 자

연의 다양성을 향한 러스킨의 세심한 관찰은 그를 생태

적 질서의 제작자로 지칭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8]

이렇게 자연을 질서와 조직화의 문제로 다루는 러스

킨의 생태적 경향에 주목한 또 다른 연구자 찰스 왈드

스테인(Charles Waldstein)은 러스킨을 ‘자연 현상학의

선구자’로 부르기도 하였다. 러스킨을 계몽주의 물리학

에서 근대 과학으로 이동하게 한 역동적 ‘질서’의 담론

들이 러스킨의 과학 연구에 포함되어 있음을 평가한 표

현이었다. 왈드스테인의 주장에 의하면, 러스킨이 구름

을 묘사한 것은 좋은 날씨를 예보하거나 그 변화의 원

인을 기록하거나 원자와 분자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

라, “구름의 형태의 변화에 담긴 조화와 지속성의 법칙

들”을 찾기 위함이었다.[9]

유기적 질서의 생태학에 대한 러스킨의 생각은 19세

기 문화와 과학의 현상들과 연결된다. 문화지리학자 데

니스 코스그로브(Dennis Cosgrove)는 러스킨의 글에서

자연, 문화, 과학이 어떻게 상호 침투하는지를 연구하였

다. 그 결과, 코스그로브는 러스킨이 자연을 독해하는

방식이 낭만주의적 요소로부터 확연하게 벗어났다고

보았다. 가령 일종의 ‘보기(seeing)’의 방식으로서의 풍

경과 생산관계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러스킨의

연구에서 명시적인 연구목적이 되었고, 그 속에서 러스

킨의 풍경 관념은 유기적으로 분절된 사회이론이라는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10]

즉 코스그로브는 러스킨의 관념을 빅토리아 시대의

정치경제적 모순들과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도덕적·사회

적 분석의 열쇠로서 사용했다. 그는 러스킨에게서 자연

세계에 관한 19세기의 사유의 방식들 사이에서의 비평

적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코스

그로브의 러스킨 분석은 러스킨의 입장의 복합성을 정

당화하고 미술, 풍경, 그리고 사회가 서로 구별되지 않

는 범주 내에서 러스킨을 맥락화 하는 데로 향했다. 그

에 따라, 단지 자연 풍경의 물리적 요소가 아니가 좀

더 문화적인 힘을 지니는 은유적 요소로서의 러스킨의

자연 비전은 자연 프로세스와 사회 프로세스 사이의 균

형을 행사하는 유기주의로서 규정되었다.

그런가하면, 러스킨과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사회

혁명가, 존 러스킨(John Ruskin, Social Reformer)』

(1898)을 발표한 존 홉슨(John A. Hobson) 또한 러스킨

의 저술 실천의 특징을 ‘질서’로 인식하고, 러스킨의 사

유를 일괄하여 체계화하려는 시도의 위험스러움을 지

적하였다. 홉슨은 러스킨 저술에서의 체계와 무질서 사

이의 어수선한 관계성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러스킨이

지식을 향한 ‘기계적’ 접근을 지양했다는 점에서 마르크

스나 콩트 같은 체계적인 사상가와는 다르지만, 그의

글에서는 ‘질서’를 향한 필연적 움직임이 여전히 존재한

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11] 특히 홉슨은 러스킨의 여

러 관념들에서 언급되는 “성장(growth)”이나 상호적

“관계(relation)” 등의 표현 속에서 질서의 유기적 방식

을 이해하였다. 그는 당시 접했던 러스킨의 여러 글에

의식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음을 읽어내고, 그러한 구

성이 생태적 질서를 연상시킨다는 비평적 평가를 내리

기도 하였다.

자연 프로세스에 대한 러스킨의 생태적 이해는 미술,

노동, 건축, 사회적 건설 행위 등의 문제를 언급할 필요

성이 증대한 영국 사회의 변화에 즈음하여 더욱 견고해

진다. 러스킨은 당시의 창의적 실천들을 『현대 화가

들』 제5권 「나뭇잎의 아름다움(Of Leaf Beauty」에

서 다루면서, 그러한 실천의 주체들이 자신이 강조하여

주목하는 나무 성장의 유기적 모델을 따를 것을 권고한

다. 이렇게 러스킨의 글은 미술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안내로서 유용하면서도, 올바른 생산적 삶을 사는 것에

관한 조언으로서의 성격도 겸했다. 다시 말해, 사회가

자연의 여러 사례들에 의해 어떻게 그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형되는지 사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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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나뭇잎의 아름

다움」에서 보여준 사회적 비유들은 나무의 유기적 창

의성을 상징하면서도 협업에 의존하는 아름다움, 진실,

성공의 관념 등을 제안했다. 나무 성장의 서술은 곧 단

순한 식물 성장의 묘사를 넘어서, 사회 변화에 대한 탐

구로서 인간-자연 은유를 확장한 셈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러스킨의 자연 연구는 그의 이력

전체를 생태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게 한다. 사유와 글의

프로세스로서의 지식, 문화, 과학, 그리고 정치학은 러

스킨의 학문 세계에서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러스킨의 여러 글들은 자연의 생태 시스템을 닮았다.

그는 생태적 과학과 그런 과학적 교훈에 기초한 사회적

비전의 등장에 참여하면서, 질서와 조직화에 관한 핵심

적 논쟁들을 이야기해 나갔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유기

적 통일성에 대한 이론가와 비평가의 견해를 검토함으

로써, 러스킨의 자연 연구가 지닌 유기주의적 역동성을

강조하고 생태적 사유와의 깊은 연관성도 고찰하였다.

러스킨의 자연 연구는 창의성과 성장의 여러 증거들

을 서로 연결하고 그 관계성을 정의내리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규제하고 제어하면서 생태적 관념을

만들어 나갔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형성의 지속적 움직

임으로서의 ‘생태성’을 가리키는 은유로서 채택되고 있

다. 이에 본고는 동시대의 다학제간 융합의 양상이 지

니는 체계와 구성의 이슈는 자연뿐만 아니라 미술, 건

축, 사회, 개별적 의식에서의 기능과 성장을 연결 짓는

러스킨의 자연 연구의 생태적 비전으로부터 그 유용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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