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Gardens InSitu

Yankee Ingenuity 
InSitu, in Redding, Connecticut, combines the brilliant autumnal foliage of New 

England with a collection of smart contemporary sculpture, creating a refuge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United States’ major East Coast cities.

미국 뉴잉글랜드 인시투 정원
미국 북동부 코네티컷 주 레딩 시. 이곳에는 너른 대지에 색색의 잎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져 동부 해안 도시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이루는 정원이 있다. ‘대지에 

구현한 신의 공간’ 세계의 정원 시리즈 제136편, 인시투 정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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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동부 6개 주를 

통칭하는 뉴잉글랜드 

지방에는 3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언덕을 화폭 삼아 자리한 

예술품이 있다. 실제로 예술가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 한쪽 귀퉁이를 차지하지만, 

그림의 주인공은 이곳의 땅이다. 그야말로 

명필가의 붓이 닿은 듯 물결치는 구릉을 

뒤덮은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단색의 수목은 시선을 

액자처럼 구획하여 풍경을 돋보이게 하며, 비탈에 자리한 나무는 

옮기거나 다듬어 툭 트인 시야를 확보한다. 앞쪽의 가까운 

전경에서 눈길을 끄는 건 파도처럼 굽이치는 구릉을 색색의 

꽃으로 두른 구성이다. 인시투 정원을 거닐다 보면, 뉴잉글랜드의 

자연이 간직한 본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야외 갤러리를 감상하는 기분이 든다. 

라틴어로 ‘제자리에 있다’는 뜻의 ‘인시투’는 정원주 마이클 

머로코가 자연과 조각품에 깃든 예술혼을 경배해 붙인 이름인데, 

더없이 적절한 작명이지 싶다. 인간의 재기 발랄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연결하고 싶어 한 머로코는 뉴잉글랜드 지방의 

전원이 선사하는 목가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인간과 신이 

완성한 작품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특히, 이곳의 풍경은 지금 

같은 가을이면 다채로운 색감으로 극적인 정점을 찍는다. 말 

그대로 불타오르는 것. 단풍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잎사귀를 울긋불긋 물들이며 대단원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는 언덕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미 충분히 

걸작이다. 하지만 정원주와 조경가의 안목이 더해진 덕에 이곳의 

풍경은 한층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을 성취했다. 

머로코는 가족과 함께 시골의 풍요로운 자연에서 건강한 

자극을 받으며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의 오랜 염원은 

코네티컷 주 레딩 시에서 꿈에 그리던 부지를 발견하며 실현됐다. 

인시투 정원은 여전히 농사를 짓는 시골 마을에 자리할뿐더러 

태곳적 모습을 간직한 숲에 둘러싸여 있다. “외딴 오지라는 

사실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머로코의 말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주거 공간으로 쓰인 헛간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 보였다. 머로코는 당장 헛간을 개조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뉴저지에 거주하는 친구 집을 방문한 그는 

뒷마당을 장식한 조각품에 사로잡혔다. 그와 비슷한 시도를 더 

큰 공간에서 더 규모 있게 해보고 싶어진 머로코는 친구에게 

조경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애틀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조경가 리처드 하틀리지는 정원주 머로코와 함께 최고의 

파트너십으로 인시투 정원의 그림을 완성해갔다.  

In an unassuming New England town, a work of art 

spreads over about 30,000sqm of rolling hills. Although 

sculpture in the traditional sense is part of the picture, 

the land also enters into the composition, highlighted 

with brushstrokes of plants sweeping along its rippled 

contours. In this landscape, monochromatic plantings 

frame and enlighten views, while trees have been cleared 

to allow sight lines into the distance. Swells and dips in the 

terrain are graphically accentuated with carpets of color, 

while the texture of the forests is echoed and emphasized 

by the tapestry on the property. Walk through InSitu and 

you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New England.

InSitu is the name owner Michael Marocco chose for his 

ode to art, expressed both in the landscape and sculpture. 

Focusing on the glories of the New England environment, 

he builds bridges between man-made creativity and what 

was divinely crafted. In fall, InSitu is on fire, reaching a 

crescendo of color as maples, beeches and birches burst 

into their seasonal finale, but the garden’s perspectives 

are also amplified by savvy craftsmanship.

When Marocco went looking for a weekend retreat from 

his New York office, he wanted to submerge his family 

in the country and its natural stimuli. The Connecticut 

property he found was ideal. InSitu resides amid a sleepy 

town that still clings to its farming roots; more importantly, 

it is surrounded by a conservation area of pristine 

woodlands, brooks and the rocky geography for which 

Connecticut is renowned. The drive up to the converted 

barn that serves as a house weaves through a pageant of 

rough beauty. Initially, that taste of the wild was enough for 

him, but he always saw the potential for something bigger.

At first, Marocco’s full energies were turned to 

renovating the barn-cum-house. Originally converted 

into a living space in the mid-1950s, it desperately needed 

help. That focus monopolized his time until he happened 

to visit a friend in New Jersey. A sculpture in his friend’s 

backyard inspired Marocco to attempt something similar. 

That was when he asked the friend to introduce him to 

his landscape designer, Richard Hartlage of Seattle’s 

Land Morphology. Hartlage’s knowledge of plants is 

encyclopedic, and he is not afraid to break the rules.

울긋불긋 가을색으로 

물든 인시투 정원 풍경

In autumn, InSitu is 
awash in vibrant reds, 
yellows and oranges.

InSitu

USA

New York

Washington, D.C.



정원 한 편을 차지한 설치 작품. 

계절별로 변하는 나뭇잎의 색이 비쳐 

추상의 형태에 재미를 더한다.  

Many sculptures at InSitu are 
simple curvaceous shapes, like 

this grouping of mi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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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진화하는 땅 식물에 관한 한 백과사전에 버금가는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하틀리지는 오랜 관행을 탈피하는 일에 

어떠한 거리낌이 없었던 만큼 유행을 선도하는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할 식물을 적절히 

골라내는 능력을 타고난 그는 공간미를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나 

벤치, 출입문 등의 구조물을 직접 설계하기도 했다. 부지의 형태 

역시 생각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여긴 하틀리지는 

둔덕을 만드는 데도 주저함이 없었다. 이렇듯 조경 설계에 

있어 팔방미인이나 다름없는 그의 손길이 닿은 인시투 정원은 

꽃봉오리처럼 무한한 아름다움을 품기 시작했다. 

원래 인시투 정원은 부지의 90퍼센트가 나무로 뒤덮여 

있었다. “비탈의 나무를 깨끗이 걷어내고, 땅을 매끈하게 다듬어 

기본 틀을 잡았지요.” 하틀리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땅이 

가진 역사, 터의 무늬를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 나무가 있던 

자리에 토종의 다년생 식물을 비슷한 색깔끼리 반복하여 심었다. 

그 덕에 정원은 계절이 깊어질수록 풍성해지며 부피를 키웠고, 

색의 강렬함도 더했다. 9월에 극적인 정점에 도달한 정원의 

강렬한 울림은 11월까지 이어진다. 

꽃과 나무가 품은 의미는 조각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층 더 선명해진다. 머로코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그 작품을 정원에 

배치하는 일은 하틀리지에게 일임한다. 그런가 하면 자연이 만든 

조각품도 있는데, 군데군데 노출돼 있는 거대한 암석과 바위가 

그것이다. 작가의 작품은 주로 간결한 곡선 형태나 거울을 한데 

모아놓은 형태, 리본 모양으로 구부린 나무 조각이며, 배경이 되는 

꽃과 나무가 이들에게 극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곳곳에 여러 장치를 배치하여 전체 부지를 알뜰히 활용한 

인시투 정원은 명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산책로로 거듭났다. 

물론, 본질이 별장이니만큼 수영장, 농구장, 잔디 볼링장을 비롯한 

여러 놀이 공간이 정원의 일부로 멋지게 어우러졌다. 이렇듯 

사람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지만, 인시투 정원에는 그걸 

초월하는 원대한 기운이 넘쳐흐른다. “자연이 이끄는 손길이 

느껴지지요.” 머로코가 이곳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인시투 정원은 매 순간 진화를 거듭한다. 30여 점에 이르는 

조각품이 발산하는 창조적인 기운도 전혀 바래지 않았다.  

“이곳에 완결이란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손을 보고 있지요.” 

머로코의 말이다. 실제로 인시투 정원에서는 구석구석 역동하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전원을 무대로 도시의 영혼을 이식하려는 

원대한 이상을 품은 몽상가들이 손을 맞잡았을 때 발생하는 

독특하면서도 원색적인 기운 말이다.  글 토바 마틴 사진 클레어 타칵스

EARTH MOVER Known for harnessing plants to underline 

whatever statement he is making, Hartlage also dreams 

up designs for custom-made structures to enhance his 

commissions. The shape of the land itself is intrinsic to his 

message, and he is not shy about creating berms to suit 

his needs. The result is deliciously graphic.

At InSitu, it all started with the installation of a patio, 

complete with outdoor kitchen, dining area and water 

features. Of course, a few pieces of sculpture were also 

incorporated. This was followed by a sunken garden, with 

hydrangeas and shrubs in long beds capped off by a wall 

fountain. What came next truly raised eyebrows, though, 

as a plan for an alfresco art gallery began to unfold.

Originally, the garden was 90-percent wooded. But, as 

Hartlage explains, “We laid the slopes bare and smoothed 

the surface as a framework.” With an emphasis on native 

perennials for continuity, he echoed the colors all around. 

By September, the gardens have reached their zenith, and 

they hold that high-pitched vibrancy through November.

The plantings are made more meaningful due to their 

dialogue with sculpture, which Marocco collects from 

around the world, entrusting Hartlage to incorporate it into 

the landscape. Some of the sculpture is nature’s art, like a 

massive shelf of boulder set into the earth. The man-made 

pieces tend to be simple curvaceous shapes: a grouping of 

mirrors or bent ribbons of wood. Offset by the frame of the 

plantings, everything becomes more dramatic.

InSitu has evolved into a strolling garden with 

destinations coaxing you to stop, view, experience and 

then venture on. There is a sense of humanity but also the 

hint of a larger message. “You’re drawn through the land,” 

Marocco says. “There’s a sense of discovery.” 

InSitu continues to evolve. “It’s never done,” admits 

Marocco. “I’m constantly refining.” There is something 

kinetic about this landscape. It tingles with the excitement 

of great minds coming together. InSitu may be set 

in a bucolic corner of New England, but many of its 

characteristics — brilliant collaborations, large masses all 

in motion, culture around every corner — also capture the 

spirit of America’s great East Coast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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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풀 사이로 난 산책로

Sculptures collected from around 
the world dot InSitu’s grounds.



인시투 정원은 태곳적 모습을 

간직한 숲과 개울, 그리고 코네티컷 

주가 자랑하는 암석 지대로 이뤄진 

대자연에 둘러싸여 있다. 

Surrounded by pristine 
woodlands and Connecticut’s 

rocky geography, InSitu 
reveals many of New 

England’s bucolic cha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