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Gardens Gravetye Manor

The Wild 
Garden
Gravetye Manor, only a short distance from 
London, is steeped in history. Visit, or enjoy a 
luxurious stay in the place where the English 
tradition of “the wild garden” was born.

영국 남부 서식스 지방 
그레이브타이 매너 정원
런던에서 멀지 않은 서식스 지방 한가운데에는 전통 영국식 정원인 

‘와일드 가든ʼ의 전형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대지에 구현한 신의 공간’ 

세계의 정원 시리즈 제145편, ‘그레이브타이 매너’ 정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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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동이 틀 무렵, 엷게 낀 

안개가 정원과 초원을 넘어 

과수원으로 퍼져 나갈 때  

‘그레이브타이 매너’의 대지도 

서서히 잠에서 깬다. 아침  

햇살은 꽃을 어루만지고, 

황조롱이와 말똥가리는 따스한 

기운이 대지에 퍼지길 기다린다. 유서 깊은 이 저택의 

정원을 관리하는 수석 정원사 톰 카워드와 그가 이끄는 6인조 

팀도 하루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런던에서 남쪽으로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자리한 

그레이브타이 매너는 역사적 가치와 건축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영국에서도 1급 자산으로 등재되었다. 1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에 주변으로 산책로와 자전거 길이 

조성돼 있으며, 부지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을 초월한 듯한 

느낌이 물씬 나는 완숙미를 자랑하는 곳이다. 낭만적인 기운은 

담벼락에서도 느껴진다. 이곳은 1598년 리처드 인필드와 그의 

신부 캐서린 콤프턴을 위해 지어진 공간으로, 두 사람의 이니셜인 

‘R’과 ‘K’는 지금도 현관문 위 돌에 새겨져 있다. 

정원이 명성을 얻게 된 건 조경 설계사인 윌리엄 로빈슨이 

이곳을 소유하면서부터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로빈슨은 

실용적인 정원을 추구하며 <잉글리시 플라워 가든> <와일드  

가든> 등 조경 관련 책을 여러 권 집필한 인물이다. 영국 ‘코티지 

가든’의 대중화를 선도한 ‘와일드 가든’도 그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1884년 부지를 매입한 그는 50년 동안 자신의 

넘치는 아이디어를 그레이브타이 매너에 실현했다. 

오랫동안 사유지였던 이곳은 2010년, 새로운 정원주를 

만나 17개 객실을 갖춘 컨트리 하우스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재단장했다. 빅토리아풍 타원형 울타리가 인상적인 텃밭은  

20세기에 접어들 무렵 조성한 것인데, 아름다우면서 소출도 

넉넉해 호텔 레스토랑은 1년 내내 필요한 과일과 채소를  

여기서 조달한다.  

수석 정원사 톰 카워드는 무릎을 꿇은 채 잡초를 뽑는다. 

그런데 그가 잡초를 뽑는 방식이 특이하다. 예전 정원주인 

로빈슨이 그러했듯 야생을 중시하는 ‘자가 파종’을 장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름이면 꽃들이 제각각 무성하게 자라 

정원의 경계를 넘나들며 울창하게 피어나는데, 산책로에 닿을 

정도로 기울거나 바닥의 틈새에서 자란 것도 그대로 내버려 둔 

모습에서 분방함 속의 질서를 추구하는 정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른 봄이면 산책로를 따라 연노랑 앵초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데즈디모나가 곳곳에서 새치름한 자태를 뽐낸다. 

At dawn, in the height of summer, the woodland 

grounds of Gravetye Manor are waking. Mist wraps its 

tendrils around parkland, meadow and orchard, while the 

sun caresses the flowers, and kestrels and buzzards await 

the first warm currents of air. Head gardener Tom Coward 

and his team of six, charged with maintaining the wild 

aesthetic and naturalistic flair of this stunningly beautiful 

historic garden, are preparing for the day ahead.

Gravetye Manor is listed as a Grade 1 property in 

England for its historic and architectural importance. The 

manor is set on 140,000sqm of stunning mature gardens 

and is located in the heart of Sussex. Surrounded by a 

countryside that offers walking and cycling paths, the 

manor affords a rich sense of timelessness. Romance 

infuses the walls, which were built by Richard Infield in 

1598 for his bride Katharine Compton. Their initials, R and 

K, are carved in stone over the main door.

Garden notoriety came later, when Gravetye Manor 

was the home of prolific writer and landscape gardener 

William Robinson, author of many influential gardening 

books, including The Wild Garden. Robinson was a 

practical Irish gardener whose ideas about wild gardening 

spurred the movement that led to the popularizing of the 

English cottage garden. He bought the expansive manor in 

1884 and spent 50 years putting his ideas into practice.

In 2010, the privately owned estate was reborn under 

new ownership as a 17-bedroom country house hotel and 

restaurant. A beautiful and productive oval kitchen garden, 

constructed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supplies the 

hotel’s restaurant with produce throughout the year. 

Victorian walled kitchen gardens were once a common 

sight throughout the country, but this is one of only a few 

that remain in use.

Coward, a hands-on gardener employed to restore 

Gravetye to its former glory, is on his knees weeding the 

paths. But not like you or I might weed. Coward’s eye for 

wildness, which he inherited from his meticulous study of 

Robinson, encourages self-seeding. Summer’s cacophony 

of flowers can be seen flourishing in deep, sweeping 

borders; many of the flowers are allowed to bow down over 

footpaths and to pop up in between cracks. 

낭만적인 기운이 감도는  
그레이브타이 매너의 담벼락

Romance infuses the walls of 
Gravetye Manor, built in 1598.

UNITED
KINGDOM

London

Gravetye Manor



그레이브타이는 잔잔한 호수, 화려한  

야생화를 비롯해 지난 150년간 자란 우람한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다.

Gravetye is blessed with a reflective 
lake, resplendent wildflowers and a 

remarkable collection of mature trees, 
planted over the past 15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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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미 카워드는 내로라하는 영국 최고의 정원을 두루 거쳤다. 

그레이트 딕스터에서 퍼거스 개릿과 함께 일했고, 위슬리에  

있는 왕립 원예 학회의 정원에서도 일했으며, 영국 왕립   

큐 식물원에서는 학위를 마친 뒤 ‘나무 의사’로 근무했다.  

“그레이브타이 매너를 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정원이라며 찬사를 보냅니다. 정원이 아름답다는 칭찬은 정말 

감동적이죠. 제가 처음 왔을 때를 떠올리면 말이에요.” 카워드의 

말이다. “텃밭에는 약을 쳐야 했고, 입구는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곳곳이 잡초 천지였지요. 한창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니 아름답다는 칭찬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건 단순히 직업이 아니랍니다. 제 인생이지요. 

마음과 영혼까지, 모든 걸 여기에 쏟으니까요.” 

화단에서 커피를 마시던 카워드는 그레이브타이가  

로빈슨의 오랜 연구와 집필, 관찰이 집대성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년 동안 정원에 관한 글을 쓴 후 자신이 터득한 

원예술을 이곳에 구현했어요.” 로빈슨은 빅토리아 시대 정원의 

형식과 엄격함을 지양하고, 분방하게 어우러진 경계와 야생화가 

만발한 초원을 포용하는 선구적 스타일을 제시했다. 

“‘와일드 가든’이라는 용어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로빈슨이 붙인 이름이고, 저도 여전히 그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오늘날의 어휘로는 ‘자연주의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적당해요. 정원을 야생의 상태로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야생 

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식물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카워드의 말이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저택이 드리운 그늘 안에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야생화가 흐드러진 초원이 

바라다보이는 시골 풍경 너머로 너무나 잔잔해서 숲의 풍경과 

푸른 하늘을 고스란히 비추는 호수가 보인다. 저절로 묵상에 

잠기게 하는 자리랄까.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모퉁이를 돌 

때마다 놀라운 풍경을 접하게 되는데, 1884년 처음 조성한 

장미와 카네이션, 클레마티스 화단은 여러 종의 꽃이 어우러진 

현대식 혼합 경계의 모범이라고 카워드는 말했다. 

그레이브타이 매너의 호화로운 호텔과 더불어 수석 정원사가 

안내하는 정원 투어가 인기 높은데, 카워드는 이게 영국 특유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저는 영국의 원예 산업이 아마 세계 최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기후 덕분에 여전히 우리가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몇 가지 분야 가운데 하나죠. 공공 정원만 해도 

문화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첼시 꽃 박람회ʼ와 큐 식물원, 

위슬리 정원, 왕립 원예 학회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공공 

정원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뜨거울 정도라니까요.” 

 글 힐러리 버든 사진 클레어 타칵스

NATURAL BEAUTY In the shadow of the formality of the 

Elizabethan manor, a wooden bench is placed in front 

of soft country views overlooking a wildflower meadow 

and, beyond that, a lake that reflects the nearby forest. 

This is a place designed for contemplation. Paths lead 

visitors to discover surprises around every corner, like a 

dedicated flower garden originally planted in 1884 with 

a concentration of roses, carnations and clematis that 

Coward says is the birthplace of the modern mixed border.  

Over coffee in the flower garden, Coward explains how 

Gravetye was, for Robinson, the culmination of years of 

study, writing and observation. “He’d been writing about 

gardens for 20 years before applying what he’d learned to 

the garden here.” In his numerous books and publications, 

Robinson spelled out groundbreaking ideas, rejecting the 

rigidity and formality of Victorian gardening, pioneering 

a style of gardening with exuberant mixed borders and 

wildflower meadows. “‘Wild garden’ can be a slightly 

misleading term today,” says Coward. “We call it the wild 

garden, and that’s the title Robinson gave it, but, in today’s 

English, ‘naturalistic’ is more understandable because 

it’s not leaving it to go wild and it’s not using wild plants. 

It’s more about welcoming nature into the garden and 

allowing the plants freedom.”

While Gravetye Manor operates as a luxury hotel, its 

head gardener welcomes visitors through his popular 

garden tours, a tradition he describes as distinctly English. 

“I think the amenity horticulture industry in the UK is 

probably leading the world. It’s one of the few things we 

still do really well because of our heritage and climate. 

When it comes to the culture of public gardens, you only 

have to look at the success of the Chelsea Flower Show, 

Kew, Wisley and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The desire 

to visit a public garden is really unique in the UK.”

When he pauses to contemplate the garden he  

protects, loves and nourishes, Coward says he sees a  

very special place. “Every time I visit another garden — it 

sounds a bit smug — but I like to come back here. I feel a 

lot of satisfaction, but then a lot of anxiety too. A garden 

like this can slip away from you so quickly.”

 By Hilary Burden Photographs by Claire Takacs

오늘날에도 명성을 자랑하는  
윌리엄 로빈슨의 자연주의 정원

William Robinson’s naturalistic 
gardening style is honored today.



그레이브타이의 산책로는 계절에 

따라 화려하게 변신한다. 이른  

봄에는 연노랑 앵초가, 여름에는 

데즈디모나가 곳곳에 피어난다.

In early spring, the garden 
paths are peppered with pale 

yellow primroses, and in 
summer, Desdemona  
prospers everywhe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