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Gardens Cevan Forristt’s Garden

Forristt’s Jungle
Cevan Forristt’s private oasis in San Jose, California, is inspired by his world travels, 
especially in Asia, where he collected antique pottery, rustic stones and statues 
to enliven his garden and to complement his vibrant tropical plantings.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케빈 포리스트 정원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서부의 도시 새너제이. 

이곳에는 다재다능한 정원주가 동양적인 색채와 미학으로 완성한 이국적인 정원이 자리한다. 

‘대지에 구현한 신의 공간’ 세계의 정원 시리즈 제144편, ‘케빈 포리스트 정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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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설계사이자 여행가인 케빈 포리스트는 다방면으로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다. 세계를 두루 여행하던 그는 아시아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인근 새너제이에 자신만의  

‘오아시스’를 만들었다. 그의 탁월한 디자인 재능과 수집가로서의 

면모가 고스란히 엿보이는 공간이다. 정원이 터를 잡은 

샌프란시스코 만(灣) 지역은 유명 포도원과 세계 최대 규모의   

IT 회사들이 자리한 곳으로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환경, 그리고 

지역 특유의 토양은 정원을 조성하기에 알맞았다. 

포리스트는 1981년, 어느 IT 기업의 창업자 밑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한 그는 도예와 

미술사까지 전공하는 한편 삶의 두 가지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도 누렸는데, 바로 디자인과 여행이었다. 그는 브라질과 이란, 

그리고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다. 여행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선생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여행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구현할 길을 모색했다. 

1989년 포리스트는 1870년대에 지어진 집과 대지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현재 정원의 모태가 됐다. 처음 구매했을 당시 

집과 정원 모두 보수할 부분이 많았지만, 그는 그곳이 개성과 

잠재력을 지닌 터임을 알아봤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집을 구입하기 전부터 골동품 석물과 건축용 

장식재, 심지어 건설 현장에서 회수한 자재 등을 수집했는데, 

그 가운데 중국을 여행하며 구한 것도 많다. 정원은 이러한 

석물과 조각, 도자기, 동상을 두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포리스트는 1990년 ‘샌프란시스코 화훼 정원 박람회’에  

작품 설치를 요청받으면서 정원 설계사로 도약할 계기를 맞는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엄청난 양의 석조물을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져와 전시에 활용했다. 정원 분야에 해박한 이들이 자신의 

디자인 스타일과 소품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타진해본 

것이다. 반응은 뜨거웠다. 관람객들은 그의 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박람회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그는 ‘포리스트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이란 회사를 세워 정원 설계사로서 큰 

명성을 쌓았다. 취미 삼아 하던 일이 본업이 된 포리스트는 

창의적인 환경 조성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인 철학을 

정립하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포리스트는 아시아에서 발품을 팔아 수집한 다양한 석물을 

정원 디자인에 활용했지만, 일부 석물과 블록은 샌프란시스코 

만 인근에서 구한 것들이다. 굴착 용역을 하는 지역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그는 건축 현장에서 치우는 돌을 전부 사들였다. 

정원의 커다란 화강암 블록 가운데 상당 부분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 무너진 목사관의 잔해다.   

Cevan Forristt is a garden designer, world traveler and 

Renaissance man. He combines his numerous talents with 

the desires of a passionate collector to create evocative 

environments, including his own eclectic garden in San 

Jose, California. The Bay Area, as this part of the state 

is called, comprises major cities like San Francisco and 

San Jose, as well as renowned vineyards and many of the 

largest tech companies in the world. 

Forristt started his career in 1981, working for one of 

the founders of one such tech company. During his time 

there he was able to put himself through school, majoring 

in ceramic arts and art history. Additionally, he had the 

opportunity to indulge in two of his passions, design and 

travel. His explorations included trips to Brazil, Iran and 

many places in Asia. While traveling, Forristt cultivated 

a strong connection to his surroundings, retaining their 

essence, and then, later on, integrating that essence into 

his garden designs.

In 1989, he purchased a modest 1870s-era home. 

Despite both the house and its garden needing a 

considerable amount of work, Forristt felt that the 

property had character and potential and was a 

worthwhile investment. Before purchasing the home he 

had been collecting antique stones, building artifacts and 

salvaged construction material, many remarkable pieces 

of which he had brought back from China. His new garden 

was the perfect place to give these stones, carvings and 

statues a new lease on life.

One of Forristt’s first big breaks as a garden designer 

was when he was asked to do an installation at the 1990 

San Francisco Flower and Garden Show. Forristt moved 

masses of stone from his property in San Jose to San 

Francisco and incorporated the stone pieces in his display; 

it was an amazing feat that paid off. At the time, Forristt 

was testing the waters to see how a discerning audience 

would receive his design style. As it turned out, the show 

attendees were impressed, and that exposure set in 

motion a career that blossomed into a thriving business: 

Forristt Landscape Design. Once he had earned a 

reputation as an up-and-coming garden designer, Forristt 

began to develop his design principles.

1870년대에 지어진 집과 동양적인  
분위기의 정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The colorful garden complements 
the old house, built in the 1870s.



포리스트가 아시아를 여행하며 수집한  

옛 석상과 도기가 정원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중에는 명나라 시대의 것도 있다.

During his travels in Asia, Forristt 
acquired many antique statues and glazed 
pottery pieces, some of which date back 
to the Ming Dynasty (136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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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적인 아름다움 포리스트는 동양풍의 장식재, 건축 폐자재,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만든 현대적인 소품 등을 활용한 조경 

미학으로 이름을 떨쳤다. 자신만의 공간에 다양한 수집품을 모두 

전시해 환상적인 공간을 조성한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극적인 무대를 원합니다.” 포리스트의 말이다. 

그의 정원 역시 그러하다.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지는데, 시간을 거스른 듯도 하고, 이국의 공간에 들어선 

듯도 한 강렬한 느낌을 선사한다. 단조로운 돌을 배경으로 생생한 

식물을 조화롭게 배치한 풍경은 마치 밀림에 잠식된 고대 유적지 

같은 태고의 분위기를 발산한다. 

포리스트의 밀림에는 방문객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야외  

거실도 다섯 곳이나 조성되어 있다. 창의적으로 설계한 각각의 

공간에는 아름답게 조각한 석물이 예술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몇 사람이 편하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곳에도 

포리스트의 디자인 감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공간 조형미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골동품 석물과 

가구, 도자기와 장식용 소품 속에서 오브제를 향한 그의 열정이 

전해진다. 그의 창의력은 깨진 중국의 골동품 도자기를 커다란 

화분으로 활용한 것에서도 돋보이는데, 그중에는 14~17세기 

명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 

포리스트의 정원은 ‘환상의 공간’이자 ‘실험실’이며, 동시에   

‘유원지’라 할 수 있다. 각 공간마다 석물과 타일 조각을 활용하고, 

부서진 기둥에 골동품 단지와 항아리를 올려놓는 식으로 자재를 

독특하게 조합해서 장식해놓았다. 또 포리스트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활용해서 콘크리트와 석물의 느낌을 부드럽게 보완했다. 

캘리포니아 토착 식물부터 이국적인 열대 식물, 나무고사리와 

엄선한 다육 식물까지, 정원에 서식하는 식물군도 무척 다양하다. 

특히 대나무는 그가 즐겨 활용하는 식물이다. 대나무의 우아한 

느낌은 단단한 석물과 절묘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디자인에 담긴 

동양적인 색채와 미학을 완성한다.

포리스트가 자신의 정원을 조성할 때 추구한 철학은 “단순히 

집을 둘러싼 예쁜 조경이 아니라 생활 공간의 일부로 만들겠다”

는 것이었다. 정원의 다채로운 역동성을 배경으로 펼쳐진 그의 

생활 공간을 보면, 자신만의 오아시스에 그의 철학이 훌륭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글 데니스 슈레이더 사진 클레어 타칵스

EXOTIC INTRIGUE Forristt collected and salvaged pieces 

from all over the world, mostly Asia, although some were 

found locally, dug out of San Francisco Bay. Forristt made 

arrangements with a contractor supervising an excavation 

project and was able to purchase all of the stone blocks 

the project removed. Many of the large granite blocks 

were part of an old rectory that collapsed during the 1906 

San Francisco earthquake. Reclaimed stones like these, 

paired with Asian artifacts, salvaged architectural pieces 

and contemporary cast concrete made up the aesthetic   

he became known for.

Once Forristt had a home of his own, he was able to 

create a fantastic environment where he could live and 

also display his entire, diversified inventory. “Most people 

want a dramatic stage to play out their lives against,” 

says Forristt, and that is exactly what he created when 

he designed his garden. The beauty of his design is that 

from the moment you enter, you feel transported to an 

entirely different place — a place of exotic intrigue. His 

combination of vibrant plants set against rustic stone 

pieces radiates a feeling of longevity, as if stumbling upon 

an ancient ruin partially reclaimed by the jungle.

Forristt’s jungle features five separate outdoor living 

areas, designed as spaces where guests can sit and 

relax. Each was creatively planned and laid out, and they 

exhibit artfully arranged, beautifully carved stone pieces.  

Surrounding himself with antique stonework, furniture, 

pottery and decorative ornaments, Forristt has created a 

world that represents his passion for objets d’art. 

To complement and soften his unique assemblage of 

concrete and stonework, Forristt uses a wide assortment 

of plant material. His plant palette ranges from natives 

to exotics, tree ferns to choice succulents. Bamboo is 

prevalent; its graceful effect contrasts with the stonework 

and reinforces the Asian aesthetic suggested in his design.

Forristt’s philosophy when it comes to his home garden 

is that of “making the garden part of the living space rather 

than just a pretty landscape surrounding it.” It’s apparent 

that his intent when creating this private oasis has been 

well and truly met as he plays his life out against its 

eclectic vibrancy.  By Dennis Schrader Photographs by Claire Takacs

돌길과 대비를 이루는 대나무 숲

Towering bamboo plants shroud  
a rustic stone pathway.

USASan Francisco
Cevan Forristt’s 
Garden



온화한 기후의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은 정원을 조성하기에 알맞은 

환경과 토질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식물군이 서식할 수 있는 이유다. 

Known for its temperate 
climate, the Bay Area’s  

agreeable environment and 
soil make it the perfect  

place to gar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