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Gardens Fishermans Bay Garden

Rugged Beauty
On New Zealand’s rugged Banks Peninsula, Fishermans Bay Garden is an exquisite 
sanctuary inspired by the raw beauty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The garden displays a 
diverse collection of plants and offers breathtaking views of the South Pacific Ocean.

뉴질랜드 뱅크스 반도 
피셔먼스 베이 가든
남태평양의 절경과 함께 뉴질랜드 남섬의 원초적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정원.  

‘대지에 구현한 신의 공간’ 세계의 정원 시리즈 제142편, ‘피셔먼스 베이 가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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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가는 길에 따라 

행선지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질과 리처드 

심프슨 부부의 ‘피셔먼스 베이 

가든’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뉴질랜드 남섬 중동부 뱅크스 반도를 

가로질러 아카로아 마을에서 이어지는, 

자갈이 깔린 좁은 도로를 따라 풀에 덮인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남태평양으로 곤두박질치듯 솟은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 해안 절벽 위로 

펼쳐지는 정원이 피셔먼스 베이 가든이다. 

본래 이곳은 뉴질랜드 목양 산업을 대표할 만한 대규모 

목초지였다. 1990년대 후반, 심프슨 부부는 힘을 합쳐 목초지 

한쪽에 농장을 일궜다. 가족을 돌보면서 양과 소를 기르는 일은 

무척 힘겨웠다. 정원을 꾸밀 여유로운 시간은 좀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심프슨 부인은 인근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정원 설계 

업체를 운영했을 정도로 원예를 즐겨온 만큼 이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일은 당연한 다음 순서였다. 

아이들이 성장해 독립한 후 부부는 곧장 토양을 보전하면서 

토종 식물을 들이는 데 집중했다. 먼저 전체 부지 가운데 약  

1제곱킬로미터를 토종 식물을 복원하는 용지로 정한 뒤 주위에 

울타리를 둘렀다. 풀을 뜯어 먹는 농장의 가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뉴질랜드 

토착 조류의 서식지도 확보해갔다. 무엇보다도 심프슨 부부는 

주변의 험한 바위산과 골짜기, 산비탈에 뉴질랜드 토종 식물을 

심으며 토양 보전에 공을 들였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정성으로 가꾼 정원의 규모만 2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난 아름드리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룬 토착 삼림 보호 구역 바로 위에 정원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다.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품은 이곳 피셔먼스 

베이는 풍부한 영감을 제공하고, 제가 정원을 가꾸기에 완벽한 

환경이 되어주었죠.” 심프슨 부인의 말이다. 토종 식물 위주로 

정원을 꾸며오던 부인은 정원에 좀 더 다채로운 풍경을 더하고자 

외래종을 도입했다. 유럽과 미국의 정원을 참조해 세계 전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색상의 식물로 정원을 꾸몄는데, 다종다양한 

식물을 조화롭게 배치해내는 것이야말로 정원 설계가의 

잠재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푸르고 울창한 나무들은 정원의 격자이면서도, 대담한 느낌을 

주는 정원의 중추 역할을 한다. 곳곳에 넓게 조성한 토종 잔디와 

사초(莎草)는 주변의 언덕 풍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색색의 

꽃과 이파리 역시 이곳 전원의 모습과 잘 어우러진다.  

Sometimes the journey shapes how we see our 

destination. That is precisely the case with the trip to 

Fishermans Bay Garden, a New Zealand property owned 

by Jill and Richard Simpson. The scenic drive from the 

town of Akaroa crosses the South Island’s rugged Banks 

Peninsula. Narrow gravel roads run atop rolling, grass-

covered hills, offering drivers views of plummeting cliffs 

that race down to the South Pacific Ocean. Perched atop 

one of these cliffs, Fishermans Bay Garden both echoes 

and adds to the wild beauty of the surroundings.

Initially, the large property was pastureland for some 

of New Zealand’s 30 million sheep. In the latter part of the 

1990s, Jill and Richard worked together developing the 

farm portion of their property, but raising sheep and cattle, 

as well as a family, was demanding and left little time for 

starting a garden. Their extensive garden came along later. 

It was a natural progression for Jill, who had always loved 

gardening and owned a garden design business in the 

nearby city of Christchurch.

After their children had grown up and moved away, Jill 

and Richard focused their attention on land conservation 

and native plants. Around 1sqkm of the property is fenced 

off and is dedicated to native plant restoration. This area 

is protected from grazing farm animals and provides a 

habitat for many of New Zealand’s endangered native 

birds. Replanting the surrounding crags, valleys and 

hillsides with locally sourced native New Zealand plants 

was essential to the Simpsons’ conservation efforts.

The garden proper is a 20,000sqm parcel carved out of 

the magnificent natural landscape. Its heart is positioned 

just above the protected native forest area, which contains 

many large well-established trees. “Fishermans Bay, a 

place of such raw beauty, is inspirational, and it has given 

me the perfect setting for a garden,” says Jill. Eventually 

wanting a garden with more diversity, Jill moved away 

from using only native plants and started introducing 

exotic species. She took inspiration from gardens in 

Europe and the US and emulated them using a selection 

of colorful and textural plants. This successful blending is 

the perfect expression of what can be accomplished by a 

talented garden designer. 

다종다양한 뉴질랜드 토종 식물이  
어우러져 정원을 풍성하게 만든다. 

 Native New Zealand grasses, flaxes and 
toetoes add texture and color to the garden.

Auckland

NEW ZEALAND

Fishermans
Bay Garden



토양을 보존하며 토종 식물을 기른 정원주의 

정성으로, 대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뉴질랜드 

토착 조류의 서식지가 되었다.

Much of the property is dedicated to native 
plant restoration and land conservation 
— this provides the perfect habitat for 
endangered native birds.



103 
APRIL 2017

골이 진 강판을 재활용해 만든  
염소 모양의 조형물 ‘마커스’.

“Marcus” the goat is made out of 
repurposed corrugated metal.

산비탈의 안식처 “여러 식물을 한데 모아 자연스럽게 서로 

어우러지게 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풀, 빛을 투과시키는 키 큰 

식물을 이용해 아련한 느낌을 이끌어냈고요.” 심프슨 부인의 

말이다. 이렇게 식물을 활용한 효과는 정원 곳곳에서 되풀이된다. 

덕분에 방문객들은 뜻밖의 재미있는 풍경을 접하게 된다. 또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정원은 이 지역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뉴질랜드의 토종 상록수를 적절하게 활용한 것은 수많은 

식물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바람으로부터 

정원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도 한다. 키가 작은 상록 식물 중 

일부는 곡선형으로 다듬었는데, 이 또한 주변의 구릉 진 형태를 

구현해 공간의 느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푸르고  

울창한 숲 그늘을 벗어나 암석 노두가 지표면에 그대로 드러난 

곳으로 들어선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나면 걸음을 

멈추고 순간을 음미하게 된다. 간혹 경사진 구간도 있지만  

계단의 발 디딤판을 넓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편안한 보폭으로 

비탈을 넘어갈 수 있다. 물론 풀이 우거진 덤불을 헤치고 끝없이 

펼쳐진 시골길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평평한 길도 있다. 

걷다가 그 길 곳곳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정원이나 사방으로 

펼쳐진 전경을 감상하는 맛이 일품이다. 

장난스러운 요소도 산책 길 곳곳에서 눈에 띈다. 한 산책로는 

아연 도금한 강판으로 만든 커다란 가축용 급수 통을 줄지어 

놓아 난간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그 안에 부부가 세심하게 고른 

다육 식물과 정원용 장식품을 두었다. 심프슨 부인은 정원에 

악센트를 주기 위해 화단 안쪽에 통을 설치하곤 하는데, 통에는 

때마다 계절에 맞는 색색의 식물을 심거나 그냥 비워두기도 한다. 

이 밖에 이따금씩 눈에 띄는 조각 작품은 거칠고 황량한 풍경에 

색다른 묘미를 더해 웃음 짓게 한다. 특히 골이 진 강판으로 만든 

염소 모양의 ‘마커스’는 이곳이 예전에 목초지였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심프슨 부부는 바위 정원도 조성했는데, 이곳에는  

뉴질랜드의 토종 식물과 함께 고산 지대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심었다. 정원 인근 피셔먼스 베이 일대에 산재한 커다란 

바위들을 모사한 이곳에서도 이 지역의 험준한 지리적 특성이 

확실히 전해진다. “어떤 남자들은 아내에게 꽃을 가져다준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바위를 선물합니다.” 심프슨 부인의 말이다. 

피셔먼스 베이 가든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독특한 정원으로 

손꼽힐 만하다. 다소 외진 위치와 부지의 광활한 규모,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원초적인 풍경이 아득히 펼쳐지는 정원.  

이곳은 정원 애호가는 물론, 정원을 가꾸지 않는 사람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글 데니스 슈레이더 사진 클레어 타칵스

HILLSIDE HAVEN The lush plantings, of which many are 

structural foliage plants, create a sense of boldness and 

provide the backbone of the garden. Colorful flowers and 

foliage are used in a way that echoes the surrounding 

countryside. “The plants are massed together, and they 

intermesh in a very natural way. I use many kinds of grass 

and tall transparent plants to create a slightly hazy look,” 

says Jill. This effective use of plant material is repeated 

throughout the garden, allowing visitors to come upon 

views gradually and unexpectedly.

Winding paths seamlessly move visitors from lush, 

densely planted shade gardens to exposed rocky 

outcroppings. Along the way, astonishing views are 

revealed, requiring the visitor to stop and contemplate the 

moment. Some of the paths are cut into the sloped grade, 

with wide steps to traverse the hillside at a comfortable 

pace. Others ramble along, bordered by grassy tussocks, 

creating the effect of wandering the endless countryside.

Playful elements are also positioned throughout the 

garden. Huge galvanized livestock watering tanks, planted 

with a choice selection of succulents and other garden 

treasures, flank one of the paths and act as a guardrail. 

Jill occasionally places an interesting container within 

a garden bed to act as a focal point or vertical accent. 

They are sometimes planted for seasonal interest or 

intentionally left empty. The occasional sculpture adds 

an element of whimsy to the otherwise wild and rugged 

landscape. “Marcus” the goat, a statue made out of sheets 

of repurposed metal, is a welcoming reference to the 

garden’s former use as pastureland.

The Simpsons also created a rock garden, which is 

home to many of New Zealand’s native plants. It bears 

a resemblance to the surrounding rocky outcrops, once 

again bringing a sense of place to the garden. “Some men 

bring their wives flowers,” Jill jokes, “but Richard brings 

me rocks.” Fishermans Bay is by far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gardens in New Zealand. The somewhat 

remote location and the sheer size of the property, 

combined with dramatic, ever-changing views, make it a 

destination for gardeners and nongardeners alike. 

 By Dennis Schrader Photographs by Claire Takacs



무성하게 자란 수풀과 상록수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부드럽게 

펼쳐지는 구릉과 남태평양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만난다. 

Paths flanked by grassy 
tussocks and evergreens lead 
visitors to astonishing views 
of rolling hills and the South 

Pacific Oc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