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Gardens Marakoopa

Marakoopa Rising
In the shadow of the Great Western Tiers on the isolated Australian island of 

Tasmania sits Marakoopa, a rustic garden that has overcome both raging wildfires 
and record-breaking floods with the help of a close-knit community.

호주 태즈메이니아 섬 
매러쿠파 정원

호주 동남쪽에 자리한 외딴섬 태즈메이니아에는 웅장한 산맥 아래 소박한 시골 정원이 하나 있다. 

‘대지에 구현한 신의 공간’ 세계의 정원 시리즈 제137편, 매러쿠파 정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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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면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얀 모자를 덮어쓰는 

그레이트웨스턴티어스 산맥을 

배경으로 펼쳐진 매러쿠파 정원을 

사랑하는 라스와 세라 쿠퍼 부부에게 

올해는 천국과 지옥을 오간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1월에 산불로 집을 떠나야 

했고, 6월에는 큰 홍수가 났기 때문이다. 

전 세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몰크리크 동굴 지척에 자리한 작은 마을, 

메이베리에 속한 매러쿠파 정원은 가까스로 

최악의 화마는 피했다. 그런데 마음을 놓기도 전에 폭우가 쏟아져 

정원을 가로지르는 개울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게 

파였다. 정원주 세라 쿠퍼는 “굴착기를 동원해 경사를 완만하게 

다져야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개울이 정원까지 범람했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갈이 함께 밀려왔어요. 정원에 새로 

깐 뿌리덮개도 진흙에 완전히 묻혀버렸고요.” 

지난겨울 내내 화단을 정비하느라 비지땀을 흘린 부부에게 

위로가 된 건 이웃들의 배려와 헌신이었다.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음식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잠잘 곳도 마련해줬는데, 심지어 

우리가 키우던 오리와 거위까지 데려갈 수 있었어요. 큰일을 겪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정이 많은 마을에 사는지 새삼 알겠더군요.” 

세라가 행복이 충만한 얼굴로 말했다. 

원예가인 라스와 남편 못지않게 원예 일을 즐기는 세라는 

10여 년 전 아이들에게 밖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선물하고자 영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으로 호주의 

낡은 농가를 발견한 부부는 사뭇 낭만적인 전원 생활을 꿈꾸며 

이주했고, 황폐하게 방치된 땅을 공들여 가꾸기 시작했다. 

그 결과, 황무지는 관상식물과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자라는 

가운데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정원으로 거듭났다. 앞쪽에는 

아티초크와 헤이즐넛 등의 식용식물을 두루 배치하고, 자작나무 

숲에는 블루베리를 무성하게 심었다. 

쿠퍼 부부는 처음에 집 왼편 경사면에 있던 블랙우드 두 

그루를 중심으로 정원을 꾸몄다. “정원에 울타리를 치는 작업을 

끝낼 무렵, 블랙우드 한 그루가 쓰러지더니 반년 후 나머지 한 

그루마저 죽고 말았어요. 경사지에 서 있던 큰 나무가 사라지니 

지형이 자연스레 원형극장의 형태를 띠더군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 아예 비탈을 계단식으로 깎고 데크를 설치해 공연이나 

연극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어요.” 세라의 설명이다. 두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야생 딸기나 자랄 법한 방목지는 

다채롭고 원숙한 느낌의 정원으로 변모했다. 

It has been a year of extremes for Lars and Sarah 

Cooper at their beloved Marakoopa garden, where the 

dramatic backdrop of the Western Bluff is capped with 

snow in winter. In January, wildfire forced them to evacuate 

their home, and in June they were threatened again, this 

time by record-breaking floods. Their property, in the 

small hamlet of Mayberry, not far from the famous Mole 

Creek Caves, managed to escape the worst of the fire, 

but flooding caused a winter creek running through the 

property to become incredibly deep and wide, with sheer 

drops on either bank. “We had to get an excavator in and 

grade the bank,” recalls Sarah. “A massive rush of cobble 

[stones] arrived when water started flowing down the road 

and through our garden, depositing silt on top of all our 

freshly laid garden mulch.”

Together the Coopers have spent the past winter 

restoring the garden beds, aided by the Mole Creek 

community. “We felt very supported,” says Sarah. “You 

have acquaintances in the area, and you don’t realize 

how much they care about you until something like this 

happens. We were brought food parcels and were offered 

accommodation. You realize what a lovely community you 

live in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Lars, a horticulturist, and Sarah, a qualified optometrist 

with a passion for gardening, left the UK for Tasmania 

over a decade ago to provide their two children with a safe 

country environment where they could be free to explore 

and play outside. They found an old farmhouse online and 

set about turning the dilapidated property into the home 

and garden of their dreams. 

The Coopers initially set the garden out around two 

large blackwood trees on a slope to the left of the house; 

they decided to use the flatter area to the right for an 

orchard. “One of the blackwood trees fell down the day 

we finished fencing the garden area, the other within 

six months. Without the big trees on the slope a natural 

amphitheater emerged, so we have terraced the slope and 

built a decking stage for music or theater performances,” 

Sarah explains. Lars and Sarah’s twin vision has 

transformed the property from paddocks fit only for wild 

blackberries into a diverse and mature garden. 

나무 그늘 아래 마련한 휴식 공간

A shaded place to relax among 
the rustic garden’s greenery.

Marakoopa 

Sydney

AUSTRALIA

Brisbane



라스는 자작나무를 보며 스웨덴에서 보낸  

유년 시절을 추억하며, 세라는 자작나무가 

그리는 어룽어룽한 빛 그늘을 좋아한다.  

Hundreds of trees provide shade at 
Marakoopa, and although some have 

struggled with winter frosts, these 
silver birches are th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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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그늘과 쉼터 “정원을 조성했다기보다 그늘과 쉼터를 만든 

셈이지요. 우묵한 지형에 자리한 탓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아 

한여름에도 애호박이 얼 지경이에요. 정말 한없이 덥다가도 

느닷없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라스의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도 자신이 키운 과일과 채소로 식탁을 차리겠다는 

세라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버드나무 정자는 어린 아들에게 

아늑한 놀이터가 되어주었고, 숲에는 부부가 아끼는 산책로가 

있으며, 원형으로 심은 밤나무는 무럭무럭 자란다. “언젠가 

밤나무가 다 자라면 저 원 안으로 들어가 그늘을 즐길 거예요. 

최근에야 아름다움에는 가치와 마땅한 용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무를 배치할 때도 그전과는 다른 

예술적 가치를 도모하지요.” 세라의 말이다.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참나무에서 서양 딱총나무, 단풍나무, 

밤나무까지 부부가 심은 수백 그루의 나무는 더운 여름철 그늘과 

쉼터를 제공한다. 그중 자작나무는 매러쿠파 정원에 왕성한 

생명력을 전한다. “자작나무가 선사하는 어룽어룽한 빛 그늘이 

참 좋아요. 남편은 자작나무를 보며 스웨덴에서 보낸 유년 시절을 

떠올리지요.” 세라는 자작나무 한 그루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정원 곳곳에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숲이 호주의 뜨거운 

햇빛과 더운 바람을 식혀준답니다.” 쿠퍼 부부는 나무상자에 

텃밭을 조성하고 거기에 쥐똥나무 산울타리를 둘렀으며, 한쪽 

벽에는 통나무를 쌓아 온실을 조성했다. 기존의 낡은 울타리는 

과수원 경계가 되어주는 동시에 사과나무가 기대어 자랄 수 

있도록 활용했다. 과수원에서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배나무와 

함께 암탉, 오리, 거위 떼가 산다. 그 밖에 정원에서도 호두, 

복숭아, 체리 그리고 꽤 많은 사과나무를 볼 수 있다. 

라스는 자신들의 정원이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한편, 낯설고 새로운 터전에서 생계를 꾸려갈 사업도 

구상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부부는 6년 전 정원의 전면부에 

카페를 차렸다. 정원에서 2킬로미터쯤 떨어진 몰크리크 동굴을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파는 작은 수레로 시작한 카페는 

어느덧 여행자들의 성지로 변했다. “직접 길렀거나 근교에서 

조달한 과일과 채소를 사용해요. 인근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태즈메이니아산(産)을 고집하지요.” 세라의 설명이다. 소박했던 

그들의 계획은 현재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수리 도구를 제공하고, 

세라가 직접 만든 잼과 과일청을 판매하는 사업으로까지 

확장됐다. 자신들이 원했던 삶의 방식, 이를테면 밤하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누리기 위해 부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 페인트칠, 실내 장식, 카페 운영 등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도 그런 

기술 가운데 하나다.  글 힐러리 버든 사진 클레어 타칵스

SHADE AND SHELTER While abundant with ornamentals 

and a variety of trees, the Coopers’ garden is also highly 

productive. The front border is planted with a range of 

edibles, including artichokes and hazelnuts, while a mass 

of blueberries decorates a copse of silver birch. There is 

also a vegetable patch and over 40,000sqm of pasture for 

their flock of sheep and herd of goats.

“We didn’t start a garden — we started shade and 

shelter,” says Lars. “We sit in a bowl, and when the 

wind is blowing, especially a southerly, the cold air will 

sit down on top of us, and we’ll have frozen zucchinis 

even in the middle of summer — without warning!” This 

hasn’t deterred Sarah, who has enjoyed planting every 

kind of fruit, nut and berry in the garden. A willow arbor 

has become their son Aaron’s den. Elsewhere, there is a 

woodland walk, and 12 sweet chestnut trees are pollarded 

to form a circle. “We’re hoping one day, as they grow, the 

sweet chestnut trees will look like one tree that you can go 

inside for shade,” says Sarah. 

During the hot summer months, the hundreds of trees 

the Coopers have planted — American ash, silver birch, 

rowan, oak, elder and maple — all provide shade. The ash 

trees have struggled with winter frosts, but silver birches 

thrive at Marakoopa. “They remind my husband of growing 

up in Sweden, and I love the dappled shade they create,” 

says Sarah. “The Australian sun is very harsh, but areas of 

the garden now have a shaded woodland feel, which cools 

the breeze on a hot day.”

Lars hopes they have developed a garden that connects 

them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he is determined to 

create a business that supports their lifestyle. As part of 

that plan, Lars and Sarah opened Marakoopa Café in their 

front garden. It started as a coffee cart for visitors making 

their way to the Mole Creek Caves two kilometers away 

and has evolved into a popular place to relax with a drink. 

In order to give their children the lifestyle that they wanted 

— like seeing stars that go all the way to the horizon — 

Sarah and Lars have both put their careers on hold to 

embrace new skills. These include painting, running their 

café and tending to their garden for the community to 

enjoy.  By Hilary Burden Photographs by Claire Takacs

꽃이 수직으로 핀 층층이부채꽃

Stunning pink lupines can reach 
heights of around 150cm.



쿠퍼 부부가 정원 옆에 마련한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목초지에서 그들 소유의 

가축이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생활한다. 

The Coopers’ property includes  
over 40,000sqm of pasture where 

their flock of sheep and herd of  
goats are able to graze fre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