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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과거 서양에서 이루어졌던 예술과 기술, 과학의 융합 사례를 소개 하고 그 성공 요인을 점검하

는데 있다. 연구에서는 16세기 네덜란드 안트베르펜에서 출판업을 수행했던 플랑탱 출판사가 화가들과의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플랑탱 출판사는 루벤스, 보르흐트 등의 화가들과 협력해 사업을 수행했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

다. 이 협력 작업을 통해 화가들은 자신의 재능을 펼칠 새로운 매체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 재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출판업자는 혁신적인 기법을 도입하면서 경쟁사보다 수월하게 출판 시장을 점유

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위대한 식물학 저술들의 출판이라는 결과도 낳았다. 17세기에 네덜란드가 

식물학 연구의 중심지가 된 데는 정교한 삽화를 그려낸 화가와 그 지식을 효율적으로 구현해 낸 출판업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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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 representative case of convergence among art, technology and 

science, and look into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its success. The focus is specifically brought to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lantin Press and local painters in Antwerp in the Netherlands during the 

16th century. The Plantin Press scored huge success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Flemish artists such 

as Rubens and Borcht. This helped the artists to use their talents in a new medium or to secure a job 

that appreciates their values. The Plantin Press outdid its competitors in the market through applying 

new techniques on its works. Great botany books also came out as a result of such convergence. The 

backdrop to the Netherlands appearing as the center of botanical studies in the 17th century is the 

concerted efforts of the painters that created quality illustrations and the publishers that knew how to 

use them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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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대 초 유럽에서 일어났던 미술과 

인쇄술의 변화

근대 초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예부흥운

동이 일어났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된 문화, 예술 

영역에서의 변화는 서서히 전 유럽으로 전파되며 이전 

중세와는 사뭇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다. 인문주의가 융성

하면서 신학 일색의 풍조에서 벗어나 훨씬 다양한 방식

의 학문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 

부흥 열풍이 불면서 건축 양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다양한 변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였던 

영역은 예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신이나 영웅들의 이야

기가 아닌 인간의 본성이나 욕망을 주제로 다루는 문학

작품들이 새롭게 등장했으며, 조각이나 회화 양식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

행되고 있던 과학혁명(the Scientific Revolution)과 같

은 다른 변화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다[1]. 회화 

영역을 살펴보면 진전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체

에 비례 이론을 적용한 인물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으며, 

수학의 원근법을 적용한 작품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러

한 변화는 근대 초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식의 

작품 활동을 추구하는데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술 분야에서의 변화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

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 기술 중 하나는 금속활

자를 이용한 인쇄술이었다. 금속활자를 사용한 인쇄술은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에 가장 먼저 발명된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서양에서도 독자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다. 독일의 장인 구텐베르크

(Johannes Gutenberg)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금속활자 

인쇄술은 유럽 전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며 학계뿐만 아

니라 사회 및 문화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인쇄술을 통해 대량으로 출판이 가능해지면서 서적은 

부유층의 독점물이 아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

이라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독자

층이 확대되면서 인쇄술은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쇄를 통해 이전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성서의 대량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인쇄술은 종

교개혁(the Reformation)의 물결이 급속하게 전파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인쇄술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술계에까지 퍼

졌다. 르네상스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예술계는 인쇄술이

라는 신기술을 만나면서 작품 활동을 펼칠 새로운 매체

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2]. 근대 초의 미술과 인쇄술이라는 기술의 융합

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는 지금은 벨기에에 속해 있지만 

16세기에는 네덜란드에 속했던 안트베르펜(Antwerpen)

을 거점으로 활약하던 출판업자와 화가들의 협력 작업을 

들 수 있다. 그 주인공은 안트베르펜에 인쇄소를 두고 16

세기와 17세기에 유럽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을 벌

였던 플랑탱(Christophe Plantin)이란 출판업자이다. 

이 논문에서는 플랑탱을 중심으로 실현되었던 화가와 

출판업자의 협력,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현된 미술과 기

술, 그리고 과학의 융합의 사례를 살펴 볼 것이다. 16, 

17세기 네덜란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상업 활동을 통

해 소위 황금시대를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경제적

인 면에서만 아니라 학문적인 면에서도 유럽에서 선도적

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출판업

이 크게 부흥하여 신문, 팜플렛 등의 새로운 매체가 최초

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술서적의 출판으로 해

부학이나 식물학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

다. 또한 이 시기 네덜란드에서는 루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등 유명 화가들이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벌였고, 이 예술가들

은 작품 주제 중에는 과학이나 과학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대 초 네덜란드는 인쇄기

술, 과학, 미술의 융합과 그 종사자들의 협력을 구체적으

로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근대 초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융합과 협력은 예술가

에게는 작품 활동을 벌일 새로운 매체를 제공했으며, 출

판업자에게는 사업 성공의 기회를 선사했고, 마지막으로 

자연사학자에게는 식물학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

었다[3]. 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분야 간의 융합과 

협력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

자가 얻는 이득이 존재해야 하며, 독립적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던 결과를 융합을 통해 창출해 내는 효과가 필요

함을 알게 될 것이다. 

2. 유럽을 대표하던 플랑탱 출판사

크리스토프 플랑탱은 1520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프랑스의 인쇄소에서 제본 기술을 습득한 플랑탱은 

1541년 당시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던 안

트베르펜으로 이주해 제본사로 활동하며 인쇄업과 관련

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해 나갔다[4]. 1550년대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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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서 그는 직접 사업장을 경영할 생각을 가지고 창업

을 준비해나갔다. 플랑탱의 출판사는 1555년부터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고, 뛰어난 인쇄기술을 보유한 덕택에 얼

마 지나지 않아 업계에서 명성을 쌓게 되었다. 그는 출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그리스어와 라틴어 등 다수의 언

어에 능통한 조수를 협력자로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모레튀스(Jan Moretus)였다. 모레튀스의 언어 능

력과 플랑탱의 인쇄기술이 합쳐지자 사업은 더욱 급속히 

번창했다.

플랑탱 출판사는 당시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

인의 공식문서들을 독점 출판하는 권한을 획득하며 지역

을 대표하는 출판사로 거듭났고, 라틴어․히브리어․그리스

어․시리아어․아르메니아어 등으로 번역된 성서를 출판하

는 대규모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유럽을 대표하는 

출판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5]. 창업주였던 플랑탱은 이

러한 성공을 이끈 협력자 모레튀스의 능력을 높이 평가

했고, 그를 사위로 맞이하여 사업에서 은퇴할 때 출판사

의 운영을 맡겼다.

플랑탱 출판사의 성공의 이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

었다. 첫째 플랑탱 출판사는 최신의 인쇄 기술을 보유하

여 품질 좋은 책을 찍어낼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플랑탱 

출판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에 네덜란드는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플랑탱 출판사는 스페인의 공식문서를 출판할 권한

을 획득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플랑탱 출판사는 네덜란

드 의회의 공식문서를 출판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전쟁 중인 두 나라가 동시에 공식문서 인쇄를 의뢰했다

는 점은 플랑탱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는 문서의 품질과 

정확성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증거이다.

성공의 두 번째 요인으로는 플랑탱의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적할 수 있다. 플랑탱과 모레튀스는 

의뢰가 들어온 출판물들을 인쇄하여 책을 만들어주는 수

동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직접 서적을 기획하고 

적절한 저자를 섭외하여 책을 출판하는 경우도 많았다. 

플랑탱과 그의 뒤를 이은 모레튀스는 ‘사랑의 가

족’(family of love)이라는 비밀 모임을 주도하며 출판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지시켰다. 이 모임에

는 네덜란드 지역의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포함되어 있었

으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수학자 스테빈(Simon Stevin), 

인문학자 립시우스(Justus Lipsius), 자연사학자 클루시

우스(Carolus Clusius), 화가 루벤스(Peter Paul 

Rubens) 등이 있었다[6]. 이들은 서적의 기획, 집필, 내

용 교정, 자문, 삽화 제작 등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플

랑탱 출판사의 명성을 드높였다.

마지막으로 플랑탱 출판사가 다른 출판사들과 차별성

을 가졌던 성공 요인은 앞선 기술을 활용해 서적 안에 정

교한 그림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플랑탱이 사업을 시

작할 당시 다른 출판업자들은 비용과 기술적인 이유로 

서적 안에 그림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드물었다. 몇몇 출

판사에서 그림을 서적 안에 포함시키기도 했지만, 이 경

우 그림이나 삽화의 인쇄는 목판 기술자가 담당하고 있

었다. 하지만 플랑탱은 사업 초기부터 목판이 아닌 동판

을 사용해 책 속에 그림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동

판은 목판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한 그림을 구현해 낼 수 

있었다. 아래의 Fig. 1-2는 15세기에 목판으로 제작된 

산양의 모습과 17세기에 플랑탱 출판사에서 동판으로 제

작한 모기와 모기 유충의 모습을 보여준다. 목판으로는 

대상의 대략적인 특징만 표현 가능했다면 동판의 경우 

모기 날개의 구조와 섬모까지 비교적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시대의 차이를 감안해야겠

지만 동판이 목판에 비해서 월등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

었음은 확인된다.

Fig. 1. Woodcut from Gart der Gesundheit 

published in 1495 

Fig. 2. Copperplate of mosquito published in 

1669 by Plant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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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판화로 제작된 그림을 서적 안에 포함시키면서 뛰어

난 품질의 서적을 출판한다는 플랑탱 출판사의 명성은 

더 상승했다. 하지만 인쇄기술과 동판화의 융합의 결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작업에 참여했던 화가 또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며, 이 융합의 결과물들은 과학의 발전에

도 크게 기여했다[7]. 루벤스와 보르흐트(Pieter van 

der Borcht)는 플랑탱 출판사와의 협력 작업을 통해 이

러한 일을 이루어 낸 화가들이었다.  

3. 새로운 작품 활동의 매체: 루벤스와 플랑탱 

출판사의 협력

루벤스는 바로크 양식의 그림을 많이 그렸던 17세기

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이다. 이탈리아 유학을 했던 

루벤스는 1609년에 안트베르펜에 작업장을 두고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종교적 색채가 강한 그림들을 그려서 

서서히 명성을 얻기 시작하던 루벤스는 플랑탱의 사위 

모레튀스와 친분을 맺게 되면서 플랑탱 출판사의 사랑의 

가족 일원이 되었다.

사랑의 가족 모임에 참여하게 된 이후 루벤스는 본격

적으로 플랑탱 출판사와의 협력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협력 작업을 통해 루벤스는 화판을 벗어나 새로운 창

작의 공간을 활용할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Fig. 3-4는 

1614년에 출판된 교회의 공식 기도서인 �성무일도서』

(Breviarium Romanum)의 표지다. 장인의 뒤를 이어 

출판사를 운영하게 된 모레튀스는 기도서의 출판을 의뢰

받은 후 종교적 그림에 재능이 있는 루벤스에게 표지 그

림을 부탁했다. Fig. 3는 모레튀스가 기본적인 표지의 디

자인을 한 내용이고, 이 도안에 따라 루벤스는 동판화를 

사용해 제작할 그림을 그렸다. Fig. 4는 그 결과물로 기

도서에 어울리는 멋진 표지를 볼 수 있다.

Fig. 3. Cover page of Breviarium Romanum
designed by Moretus

Fig. 4. Cover page of Breviarium Romanum
drwan by Rubens

이외에도 루벤스는 플랑탱 출판사에서 펴낸 다수의 책

에서 표지 및 본문 내부의 삽화를 그렸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공급되는 플랑탱 출판사의 서적은 

루벤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 새로운 매체였다[8]. 책을 사 본 사람들은 표지 

그림을 통해 루벤스의 작품을 접할 수 있었고, 이는 그림

을 직접 구매할 경제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아

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루벤스의 작품을 보게 됨을 

의미했다. 또한 책을 통해 소개되는 루벤스의 작품은 지

리적 한계도 극복시켜 줄 수 있었다. 직접 그림을 감상 

할 수 없는 먼 지역, 혹은 외국의 사람들도 이제는 비록 

인쇄물이기는 하지만 루벤스의 화풍과 기법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9]. 즉 책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루벤

스는 안트베르펜을 넘어서 네덜란드의 대표 예술가로, 그

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10].

당연하게도 루벤스의 명성이 급속히 퍼지게 된 데는 

출판사의 역할도 중요했다. 플랑탱 출판사는 루벤스의 그

림을 뛰어난 기술력을 동원해 동판화로 구현해냈고, 책의 

내용 또한 세심하게 검토했다. 새로운 매체를 통해 예술

적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 역

량이 반드시 필요하며, 플랑탱 출판사는 바로 그러한 기

술력과 설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던 출판사였다. 

화가와 출판업자라는 일견 무관해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각각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화가는 공간과 경제력의 제약을 극복하며 자신

의 작품을 더 널리 알리고 명성을 얻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며, 출판업자는 자신의 상품의 가치를 드높이고 다

른 경쟁자들을 이겨 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11]. 루

벤스와 플랑탱 출판사의 협력은 루벤스가 사망한 뒤에도 

그 흔적을 남겼다. Fig. 5는 플랑탱 출판사가 19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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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 사용했던 출판사의 로고인 

컴파스를 쥔 손 그림이다. 창업 초부터 사용하던 로고를 

새롭게 디자인해 준 인물도 루벤스였다.

Fig. 5. Logo of the Plantin Press redesigned by 

Rubens

4. 식물학 발전의 초석: 보르흐트와 플랑탱 

출판사의 협력

출판업자와 화가의 협력은 출판업자의 사업 성공과 화

가의 명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협력의 결과가 생각지도 않은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동판화를 이용한 그림의 수록은 특

히 자세한 시각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한 과학 분야의 발

전에 기여하기도 했다[12].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플랑

탱 출판사와 화가 보르흐트의 협력 사례이다.

보르흐트는 1545년 네덜란드 메헬렌(Mechelen)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그림을 배웠다. 그는 화가로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되던 안트베르펜으로 이주해 

이곳에서 각종 출판물에 들어갈 삽화를 그리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13]. 안트베르펜에 머물면서 보르흐트는 

작품 활동과 함께 동판화를 제작하는 기술을 배우기 시

작했다. 그리고 이 기술 덕택에 그는 나중에 플랑탱에게 

발탁될 수 있었다.

플랑탱의 인적 네트워크 안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

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한 명이었던 플랑탱의 동료는 

스페인 국왕 필리페 2세의 궁정 의사직까지 제안받게 될 

의사이자 자연사학자인 도도엔스(Rembert Dodoens)

였다. 도도엔스는 자신이 집필한 식물학 저서의 인쇄를 

플랑탱에게 의뢰하며 원고를 전달했다. 플랑탱은 그 원고

에 포함된 각종 식물도감들이 매우 정교하게 그려져 있

어서 목판보다는 동판으로 인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했다. 플랑탱은 이 작업을 보르흐트에게 맡겼고, 그 결

과 출판된 식물학 저서가 무려 715개의 그림을 포함한 

『약초학』(Cruydeboeck, 1563)이었다[14]. 

Fig. 6. Cover page of Cruydeboeck drawn by 

Borcht 

도도엔스의 서적에 들어갈 식물도감을 성공적으로 구

현해 낸 후 보르흐트는 계속해서 플랑탱 출판사에서 제

작되는 책에 들어가는 도감과 삽화 제작을 맡았다. 대상

의 특징을 세세하게 표현해내는 보르흐트의 재능은 특히 

식물학 저서를 출판할 때 빛을 발했다. 그의 기여로 출판

된 유명한 책 중 하나는 포르투갈 출신의 자연사 학자 오

르타(Garcia de Orta)가 인도의 식물을 탐구해서 출판

한 『인도의 약초와 약재에 관한 대화』(Colóquios dos 

simples e drogas he cousas medicinais da Índia)

였다. 이 저술은 원래 1563년에 인도의 고아에서 포르투

갈어로 출판되었다. 플랑탱의 동료이자 후에 레이던 대학

의 교수가 되는 자연사학자 클루시우스는 이 저술의 가

치를 알아보고 라틴어로 번역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결심

했고, 이 작업을 플랑탱 출판사를 통해 진행했다[15]. 그 

결과물이 1567년에 출판된 라틴어판 『인도의 약초와 약

재에 관한 대화』(Aromatum et Simplicium Aliquot 

Medicamentorum apud Indios Nascentium 

Historia)였다. 이 책은 서양인들에게 동양의 식물학 정

보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저술이라는 점에서 자연

사(natural history)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

는 저술이다[16]. 이 저술의 출판 이후 네덜란드를 중심

으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열대 식물원 등의 기관을 설

립하고 동양의 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이 번역본의 출판 과정에서 보르흐트는 숨어있는 주역

이었다. 오르타가 인도에서 출판한 원본에도 식물 그림은 

들어가 있었지만 인도에서 출판된 데에다가 목판을 사용

했기 때문에 삽화의 수준은 형편없었다. 그 때문에 거의 

모든 그림을 다시 그려내야 했고, 보르흐트가 이 작업을 

맡았다. 보르흐트는 번역가이자 식물학자인 클루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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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신이 그려낸 식물 그림의 오류와 개선점을 계속

해서 점검받고 이를 반영해 동판을 제작했다[17]. 동양 

식물학을 창시했다고 평가받는 저술은 이렇게 전문 자연

사학자와 화가, 그리고 이를 전체적으로 지원한 출판업자

의 협력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18].

보르흐트의 활약 덕택으로 전문 자연사 학술서의 출판

사로서의 명성까지 갖추게 된 플랑탱 출판사에는 네덜란

드 자연사 학자들의 저작 출판 의뢰가 줄을 이었다. 당연

히 그 중 한 명은 클루시우스였다[19]. 클루시우스와 플

랑탱 출판사의 관계는 모레튀스가 사업을 물려받은 뒤에

도 계속되었으며, 특히 클루시우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삽

화 및 도감 제작을 맡아줄 사람으로 보르흐트를 요구했

다. 당시까지 유럽에 알려진 식물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

한 『스페인 지역의 식물들에 대한 고찰』(Rariorum 

Plantarum Historia quae Accesserint, Proxima 

Pagina Docebit, 1601)과 아메리카 대륙의 동식물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신세계의 생명체에 대한 열권의 

책』(Exoticorum Libri Decem, 1605)은 학자의 전문 

지식, 화가의 재능, 출판업자의 기술이 융합된 결과물이

었다[20]. Fig. 7은 『신세계의 생명체에 대한 열권의 책』

의 표지로 이러한 융합 작업의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르흐트가 그린 표지 그림에, 저자 클루시우스의 이름이 

보이며, 하단에는 플랑탱 출판사의 로고인 컴파스가 보인

다. 또한 Fig. 8에 보이는 그 책에 안에 수록된 보르흐트

의 식물화는 거의 실물을 보여주듯 매우 세밀하게 그려

진 결과물로 타지의 식물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

주는 성과를 달성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인쇄업자와 화

가, 그리고 식물학자의 협력과 그들의 지식과 기법의 융

합은 자연사 지식의 증가 및 체계화에 매우 크게 기여하

며 과학 발전에 한 몫을 담당했던 것이다. 

Fig. 7. Front page of Clusius’ Exoticorum Libri

Decem drawn by Borcht 

Fig. 8. Botanical picture in Exoticorum Libri 

Decem drawn by Borcht

5. 결론

서양에서 16세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인쇄

술의 영향은 단순히 서적의 출판 행태를 바꾸어 놓는 효

과를 불러오는데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인쇄술은 학문 

전파의 규모와 성격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했다. 그 사람들 중 하나는 화가들이었다. 화가

들의 재능을 적극 활용해 출판사를 운영했던 플랑탱과 

모레튀스의 플랑탱 출판사는 때로는 루벤스와 같은 어느 

정도 유명했던 화가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르흐트와 같

은 무명의 화가들과 협력해 사업을 수행했고 결국 큰 성

공을 거두었다.

출판업자 플랑탱과의 협력 작업을 시작하면서 화가들

은 자신의 재능을 펼칠 새로운 매체를 발견하거나 아니

면 그 재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출판업자 입장에서는 이 협력을 통해 혁

신적인 기법을 도입하면서 경쟁사보다 수월하게 출판 시

장을 점유해 나갈 수 있었다[21]. 그리고 이러한 협력 작

업은 위대한 식물학 저술들의 출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17세기에 네덜란드가 식물학, 특히 동양과 열대 식물학 

연구의 중심지가 된 데는 클루시우스와 같은 학자들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교한 삽화를 그려낸 화가와 그 지식

을 효율적으로 구현해 낸 출판업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22].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 사례는 현재의 융합 연구와 관

련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

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던 이 융합의 사례가 성

공적일 수 있었던 데에는 서로 협력할 대상 및 분야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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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들

을 연결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분쟁 및 갈등도 조정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융합 및 협력 과정을 지원했던 플랑

탱 출판사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융합 학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플

랑탱과 같은 융합 조정자의 활약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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