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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istory, policy and status of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gardens in the National Trust

in England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It was conducted in three phases as follows: First, related literature data

was collected to understand the National Trust and its role in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gardens. Second, The National

Trust Policy Papers: Gardens and Landscape Parks in 1996 was reviewed and analyzed into eight categories with a

review of 216 gardens and interviews with gardener-in-charge via e-mail. Finally an understanding of the policy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gardens was formed from the results of the previous phases, and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the integrated analysis guidelines of the policy and status.

The key feature of the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Trust's historic gardens is that the conservation process has been

conducted systematically through acquisition, management, upkeep, advice and so on. Furthermore, the conservation principles

are defined in a concise and accessible form. According to their practical conservation process and principles, the results

of the National Trust activities are to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the gardens and act with accountability; integration;

managing change; access and participation; and training gardener and partnershi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ts activiti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purpose of the conservation and the meaning of a garden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mong

nations, implications for Korea can be primarily suggested by three points as follows:

First of all, a flexible approach to change in historic gardens should be managed. In response to inevitable and desirable

change, anything that is added or transferred should be recorded for the future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everything

must be recorded and any change should be managed. Second, is to provide sustainable access for the benefit for the

people and visitors. The aim of conserving the gardens is for human’s to eventually understand that the present generation

just borrows the historic gardens before they are passed down. The ensuing implication is that people may enjoy the

gardens educationally, aesthetically, and physically, and children can be continuously interested in historic gardens as

apart of educating the future generation. Finally, the National Trust educates apprentice gardeners who will maintain

the historic gardens and continuously keep the current garden staff up to date with workshops. This is in contrast to

the day laborers who work for historic gardens in Korea. In practice, the maintenance of historic gardens is not a simple

process. The gardener must understand the past, reflect the present, and prepare for the future. Therefore, gardeners

deliver cultur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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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개요와 함께 중요한 보전 대상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는 역사정원에 

대한 보전 정책과 관리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하여 한국 역사정원 보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본 연구의 기본 개념인 내셔널 트러스트 및 
영국의 역사정원 보전을 이해하는 단계로써,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로 1996년 만들어진 
정책서에 담겨진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을 8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요약하고, 내셔널 
트러스트 소유의 정원 216개소의 성격을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관리 시스템 및 현황은 216개 정원의 
관리 책임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단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의 역사정원 보전 정책을 파악하고, 현황을 종합․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역사정원 보전에 대한 중요 특징으로는 취득을 기본으로 직접관리, 유지,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에 대한 보전 원리가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게 정립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내셔널 트러스트의 활동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적 관리를 통한 역사정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책임, 취득하여 관리를 통한 자연과 문화적 요소의 
통합, 변화에 대한 관리, 정원공개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정원사 양성과 관련분야와의 연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셔널 트러스트의 보전 활동의 결과를 통하여 역사정원의 보전 목적과 정원의 의미가 어느 국가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는 전제조건을 반영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연적이거나 요구되는 변화에 대응하여 첨가되거나 
변형되는 어떠한 것도 가능한 많은 부분을 미래세대를 위해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반드시 기록되고 
관리되는 것이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다음으로 국민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원 보전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기 전 현세대가 다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교육적, 심미적, 신체적으로 현세대가 정원을 향유하고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이다. 마지막으로 도제식 정원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현 직원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직접적인 관리는 거의 일용직 근로를 쓰고 있는 국내의 
전통정원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실제로 역사정원의 유지 관리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정원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담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간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내셔널 트러스트의 역사정원, 보전정책, 변화관리, 공개, 정원사 양성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영국은 광활한 풍경식 정원에서부터 조그만 별장식 커티지 

정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원들이 비교적 잘 보
전․전승되어오고 있다. 이것은 내셔널 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왕립원예협회(Royal Horticultural Society), 그리고 잉
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와 같은 단체가 여러 세대
동안 많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원’(Historic Gardens: 이하 
역사 정원)1)을 소유, 관리하며 전승하여 정원문화에 관한 사회
적 시스템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역사정원을 보호하는 것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원문화를 
단지 계승할 뿐 아니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새로운 혹
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자연 및 문화유산 보전운동으로 평가를 

받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보전가치가 있는 문
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을 확보한 후 이를 보전, 관리하는 내셔널 
트러스트의 노력과 현재의 활동사항은 영국의 정원보전 분야
에 있어 그 역할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1년 한국에서도 ‘국민신탁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내
셔널 트러스트가 조직되었고, 이와 관련된 법률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2006년 제정된 바 있다. 이
에 대한 모델이 약 120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이다. 국내에서의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
면, 2001년 국내에 조직되기를 전후하여 그리고 2006년 법제화
되기를 전후하여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하지만 주로 
내셔널 트러스트의 의미, 중요성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결과
와 법제화에 그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법제화에 관한 연구는 
초기부터 전재경(1999; 2007)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오주환(2001)
은 토지이용관련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내셔널 트러스
트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영국 취득 자산의 결과에 관하여서
는 조명래(1999a; 1999b), 김정동(1999) 등에 의해서 연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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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변화 및 발전되어온 과정 혹
은 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연구는 극
소수에 불과하였다. 내셔널 트러스트가 변화 및 발전 그리고 
시행착오 등에 관한 연구와 대상지의 보전 정책에 관한 연구는 
일천하며, 조홍서와 김정동(2000)의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한 
연구, 윤상준(2000)의 내셔널 트러스트 대상지로서의 전통정원
과 문중유산에 대한 연구, 윤지영(2004)의 역사문화환경을 위
한 연구, 박정호(2009)의 매화마름 군락지에 대한 개별 대상지
를 위한 연구에 국한되는 등 보전 대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역사정원, 역사적 건
물, 마을, 토지 그리고 해안선 등 다양하며, 많은 물적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2). 특히 216개소에 달하는 정원에 대한 보전 정
책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것은 
현재 문화재 보호에 있어 전통정원이 명승으로 분류되면서 새
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전통정원에 대한 보전 및 관리
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개요와 함께 역사정원에 
대한 보전정책 분석 및 관리 현황과 시스템을 검토하고, 영국
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전통정원 보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영국에서 정원 보전과 관련된 단체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부터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인 내
셔널 트러스트에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
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본 연구의 기본 개념인 내셔
널 트러스트와 영국의 역사정원 보전을 이해하는 단계로써 문
헌고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로 1996년 만들어진 
정원과 풍경식 공원에 대한 내셔널 트러스트의 보전 정책서
(National Trust Policy Papers: Gardens and Landscape Parks)

를 검토하여 정책을 8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의 틀로 삼았다.
각 틀: 역사정원 보전을 위한 조직과 그에 대한 운영의 체계;
취득의 기준; 정원의 조사․연구; 식물에 관한 사항; 보전(관
리․복원 및 도입과 개발); 대중공개와 이를 위한 정보 및 교
육; 정원사 양성과 훈련 및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른 분
야 혹은 부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에 따른 정책을 분석하여 
그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역사
적 발달사 및 내셔널 트러스트 소유의 정원 216개소의 성격을 
문헌을 통하여 1차적으로 조사하였다. 2차적으로 정책에 따른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정원의 관리 책임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메일 인터뷰는 정원을 관리하는 인력
의 수, 관리면적, 운영 및 관리 금액, 관리 지침, 그리고 예산 및 
이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에 대한 내용으로 2010년 
3월 5일 일괄 발송하였다. 한 달 뒤인 4월 5일까지 약 24%에 
해당하는 51곳으로 부터 회답을 받았고, 답변이 없었던 곳을 

대상으로 6월 1일 2차 이메일을 발송하여 62곳으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7월 11일 회신이 없었던 곳에 인터뷰 내용
을 일괄 발송하지 않고 개인별로 발송하여 8월 31일자로 회신
을 종료하였다. 총 216개 정원 및 풍경식 공원 중 약 81.9%에 
해당하는 177개소의 답변을 받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영국 내셔널 트러스
트의 역사정원 보전정책 및 관리현황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 
부터의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Ⅱ. 역사정원 보전의 역사 및 내셔널 트

러스트의 역할

1. 내셔널 트러스트의 출발 및 정의
1894년 7월 16일 영국에서 태동한 내셔널 트러스트는 보존

가치가 있는 경관․문화재․희귀생태계 등을 소유주로부터 관
리신탁을 받거나, 기부금 또는 회비 등으로 매입하고 관리하여 
영구보존하는 시민운동이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한 형태로 빈민주
거지 재개발운동을 하였던 사회개량가 옥타비아 힐(Octavia Hill),
명예변호사 로버트 헌터(Robert Hunter), 그리고 성공회 신부 
하드위크 로운슬리(Hardwicke Rawnsely)에 의해서 웨스트민
스터 공작의 저택인 그로스브너 하우스(Grosvenor House)에서 
탄생하였다(윤상준, 2000: 8)3). 공식적인 명칭인 ‘자연이 아름답
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신탁(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Beauty)’은 
그 6개월 후인 1895년 1월 12일에 붙여졌다(Fedden, 1974: 19,
20; Murphy, 2002: 104; Waterson, 1994: 14-16).

내셔널 트러스트의 일반적인 목적은 1907년에 제정되고, 1971
년까지 개정된 내셔널 트러스트 법 제4조 1항 “내셔널 트러스
트는 미 혹은 역사적 특징을 가진 토지와 건축물을 국민의 이
익을 위하여 영구보존을 추진하기 위한 범용으로 설립되었으
며, 여기서 토지의 보존이란 자연적인 측면, 특징, 동물과 식물
의 생태를 실행할 수 있는 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 토지를 녹지(open
spaces) 혹은 공공장소로, 빌딩을 공공의 레크리에이션 혹은 
교육목적으로 유지, 관리하거나 혹은 유지와 관리에 조력할 수 
있으며, 공공목적으로 재산을 수탁할 수 있으며, 공공목적에 기
부된 재산의 수탁자로 활동할 수 있고, 내셔널 트러스트의 목
적을 추진함에 있어서 바람직하게 보이는 모든 행위, 일 그리
고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라고 활동 내용을 기술하고 있
다(The National Trust, 2005b; Queen's Printer of Acts of
Parliament, 2005). 이와 같이 목적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
유산을 보전하는 것과 이를 시민들이 함께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가치를 공유(公有)화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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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존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역사 건축물과 그 
환경을 기부금 등에 의하여 매입하고, 또는 기증, 양도 등을 통
하여 취득하여 보전, 관리, 유지, 공개하는 것으로, 차세대가 이
들 자원을 영구히 이용하도록 하는 시민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민 주도적으로 자연․문화자산의 
탈사적(脫私的) 소유를 뜻하고 있다(조명래, 1999b: 74).

2. 역사정원 보전의 전개
영국에서 역사정원 보전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는 영국 정원

의 역사만큼 오래 되지 않았다. 그 본격적인 활동은 19세기부
터 시작되었다. 역사정원 보전은 시대적으로 19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대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3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시대에
는 정원에 대한 보전 및 복원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였
다. 정원별 혹은 개인별로 이루어지던 시기로 주로 소유자들이 
이끌어가던 시대였다. 이러한 흐름의 발단은 역설적으로 18세
기에 영국 전역의 많은 정원을 풍경식 정원으로 개조한 브라운
(Capability Brown)에 대한 반대 작용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
에 접어들면서, 18세기 이전에 조성된 많은 정원이 풍경식 정
원으로 바뀐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18세기 이전 시대 정원
에 대한 재해석에서 출발한 리바이벌리즘(revivalism)이라는 
부흥주의가 ‘정원을 이전 상태로 돌려놓자’는 복원운동을 이끌
었다(Elliott, 2000: 18).

다음은 내셔널 트러스트가 주도하던 시대이다. 내셔널 트러
스트가 비록 1895년에 설립되었지만 제2차 세계전까지는 역사
정원이 중요한 문화유산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초
기에는 주로 자연경관과 자연경관 내의 야생보호를 위하여 토
지를 유증받거나 매입하였다. 토지보유를 통한 초기의 보전운
동 단계에서 1931년 재정법 제정으로 상속세 납부 대신 자산을 
기증받을 수 있는 자산보유단체로서 특화됐다.

정원이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점은 내셔널 
트러스트 법이 두 번째로 개정된 1937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컨트리 하우스 보전사업(The Country House
Scheme)이 시작되면서 저택에 딸린 정원과 공원들이 함께 소
유되어 내셔널 트러스트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Dwyer and Hodge,
199: 77-79). 그러나 역사정원의 중요성이 평가받은 것은 아니
었다. 단지 역사적 건물 혹은 대지에 따린 부속물로 관리를 받
았다. 정원이 이에 대한 디자인, 식물 그리고 역사적 의미에 대
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독립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1948년 
가든즈 스킴(The Gardens Scheme)의 명칭아래 왕립원예
협회와 공동으로 정원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부터이다(Waterson,
1995: 129). 이에 따라 전년도에 기증된, 로렌스 존스톤(Lawrence
Johnston)의 히드코트 매너(Hidcote Manor)를 내셔널 트러스
트 정원 1호로 정하였다. 그러나 정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
려움은 산재해 있었다. 정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1948년 약 15,000명의 회원에게 징수되는 회비로
는 정원 보전을 위한 예산책정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원보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위
원회의 위원이었던 씨싱허스트 정원(Sissinghurst Castle Garden)
의 비타 섹빌 웨스트(Vita Sackville-West)는 정원기금의 필요
성을 신문을 활용하여 널리 호소하였다(Pavord, 1995: 136-137).
내셔널 가든 스킴(National Garden Scheme)4)이 매년 정원기
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원위원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
었다(Woudstra, 2004: 256).

하지만 정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정원위원회가 조직된 뒤 
30년이 지나서 시작되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정원의 관리 및 
보전에 있어 충분한 기록, 특히 변화된 양상에 대한 조사 및 기
록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1979년부터 미들섹스(Middlesex) 지
방의 오스터리 공원(Osterley Park)에 대한 조사를 하여 1981
년에 완료하였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맨파워 서비시스 커
미션(Manpower Services Commission)의 기금을 받아 단기적
이지만 여러 정원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역사공원과 정원 감독
관(Historic Parks and Gardens Surveyor; 현재의 정원 역사
가: Garden Historian)'을 고용하고 조사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과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89
년까지 45개의 내셔널 트러스트 소유의 공원과 40개의 정원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기록을 완료하였다(Pavord, 1995: 142). 또
한, 내셔널 트러스트가 축적한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기록은 
1980년대 후반 영국 남부지방에 피해를 준 폭풍으로 그 중요성
이 공고히 인식되었다. 이러한 기록은 폭풍 피해로 부터 정원 
복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
다. 전담반으로 구성된 내셔널 트러스트 조사반은 1990년 스토
우 랜드스케입 가든(Stowe Landscape Garden) 취득 이후 스
캑스 재단(Skaggs Foundation)의 후원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
인 조사를 하였다. 약 300억 원의 복원 기금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헌팅턴 연구소에 소장된 문헌 등 약 75만 개의 문
헌을 조사하여 정원 전체에 적용된 세부적 경관 연출의 연구를 
완료하였다(Pavord, 1995: 142).

정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원 복원 역시 다
양한 기금을 통하여 재원이 마련되어 진행되었다. 1960～70년
대에는 개인의 기부를 통하여 여러 정원이 복원되었다. 이로 
인하여 1967년 웨스트버리 코트(Westbury Court)를 비롯하여 
1970년 중반에 클래어몬트(Claremont), 햄 하우스(Ham House),
얼디그(Erddig)가 복원되었다. 유로피언 커미션(European Commi-
ssion)도 건축유산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1993년에 프라이어 팍
(Prior Park)과 핸버리 홀(Hanbury Hall)의 복원 사업을 후원
하였다. 또한, 내셔널 가든 스킴이 정원위원회가 조직된 이후부
터 매년 조성하고 있는 정원 기금에 의해서 여러 정원이 부분
적으로 복원되거나 수리되었다.

주로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서 주도된 역사정원 보전은 1983
년 문화유산법(Heritage Act)이 제정되면서 국가의 정책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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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 확대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역사정원과 공원은 ‘영국 
내 특별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정원과 공원의 등록(Register
of Parks and Gardens of Special Historic Interest in England)'

이라는 이름의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1,600
개소가 지정되어 있다5)(Watkins and Wright, 2007: 74; http://
www.english-heritage.org.uk/protecting/heritage-protection/w

hat-can-we-protect/registered-parks-and-gardens/).

3. 역사정원에 대한 보전 및 관리 원칙
내셔널 트러스트 법에 명시된 근본 목적과 함께 내셔널 트러

스트가 세운 정원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바로 창조자의 
목적에 일치하는 디자인 혹은 정원이 조성된 기간의 상태를 유
지하도록 하는 것이다(Pavord, 1995: 137). 하지만 초기에 역
사정원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 내셔널 트러스트가 강조를 둔 
점은 역사적 의도나 정확성보다 원예적 측면이 강하였다. 1960
년 처음으로 정원에 있어서 역사적 정확성을 비판한 브랜다 콜
빈(Branda Colvin: 1897～1981)은 18세기 풍경식 정원인 스투
어헤드(Stourhead)에 20세기 초반 식재된 철쭉에 관해서 그 문
제점을 제기하였다(Pavord, 1995: 139; Woudstra, 2004: 257).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역사적 진정성보다는 동시대 봄
이면 스투어헤드에 화려하게 피는 철쭉을 좋아하였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브렌다가 지적한 문제는 남아있지만 내셔널 트러
스트는 정원 보전에 있어 역사적 진정성과 함께 대중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충안으로 새로운 안을 마련하였다. 호수 주변으
로 식재된 철쭉은 제거하여 원형의 경관을 살리고 상대적으로 영
향이 적은 숲속에는 철쭉을 남겨 두기로 결정을 하였다(Fedden,
1974: 150-151). 이러한 경향은 ‘국민의 이익’과 ‘시민과 함께 즐
길 수 있는 가치를 공유화'라는 기본정신에 바탕을 둔 내셔널 트
러스트 정원 고문단의 수장이었던 그레이엄 스튜어트 토마스6)

와 존 세일즈7)에 의해서 잘 나타난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역사
정원의 보전정책과 실무를 이끌었던 두 사람은 역사정원 보전
에 있어 식물의 성장과정을 안내해 주는 실용적인 원예 등 현세
대가 정원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에도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차
공간, 화장실, 식당, 그리고 바닥 포장 등 편의시설을 정원에 설
치하면서 방문객의 시대적 요구에 대처8)하였다. 이러한 접근으
로 인하여 내셔널 트러스트 정원을 찾는 방문객은 1990년대에 
매년 약 850만 명 수준이었고, 현재 약 1,500만 명으로 늘어났다.

Ⅲ. 내셔널 트러스트의 역사정원 보전

정책

1. 내셔널 트러스트의 역사정원 보전을 위한 기준 
내서널 트러스트는 그들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

고 보전해왔던 역사정원의 정비 및 앞으로의 보전을 위하여 역
사정원 보전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 정책서(National Trust
Policy Papers: Gardens and Landscape Parks)를 1996년 마련
하였다. 탄력적인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지침을 주되 
그 안에서 최적의 방안을 채택하여, 역사정원 가치를 현세대가 
향유하고 동시에 미래에 전승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조직 및 운영 

내셔널 트러스트는 오랜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사유지
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탄력적인 면을 반영하고 전국적 정책과 
지역적 정책을 공고히 하면서 두 정책 간의 균형과 함께 적절한 
재정 감독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왔다. 역사정원의 
보다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본부, 지역사무소, 그리고 각각의 정원이 
담당하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정원은 대상지별로 관리되고,
지역적으로 운영되며 본부로부터 감독 및 조언을 받는 역할을 담
당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결정을 제외하고는 관리자, 정원사 그
리고 조언자로 구성된 소그룹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정원은 전
문가로 이루어진 정원 패널과 중앙의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지역에서 독립적인 정원 고문(Garden Advisor)들
이 관리, 디자인, 기술, 조사 자료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일하며,
가까이서 정원사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건물 
부서 등 관련 분야와 긴밀히 유대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 고문은 
모니터링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주 정원을 방문해야 
하며, 방문에 대한 정확하며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자산 취득
새로운 역사정원 및 공원 취득은 보다 선별적인 취득을 위하

여 강화되었다. 자연의 아름다움 혹은 역사적 특징을 가진 국
가적으로 중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며, 소유에 따른 일반인의 
이용, 보전 혹은 제한요소를 포함하여 대상지가 국가적으로 충
분한 이익이 있는 곳과 내셔널 트러스트의 보호가 없을 경우,
퇴보, 파괴, 개조 혹은 정원의 특징과 환경에 해를 입히는 개발 
위험에 처해 있는 곳을 우선시 하고 있다. 하지만 내셔널 트러
스트가 최적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올바른 보존을 위
해서 취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소유 정원의 
보호 지대의 역할 및 주변 환경을 위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
여도 기존 소유지에 인접해 있으며, 대상지를 보존하면 소유정
원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경우 적극적인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4. 조사 및 연구
정책이나 계획의 실효성은 얼마나 양질의 조사와 연구가 선

행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정원에 대한 역사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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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인문학, 고고학, 과학적 연구 및 조사․분석을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 정책은 모든 정원은 역사, 현재의 상태와 생물학적,
고고학적 그리고 환경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의장
된 경관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는 장소의 
중요성, 조사의 형태, 다른 조사와의 통합, 추가된 개발 등을 반
영하여 시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고, 모든 조
사 보고서는 보관의 안전을 위해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도록 하
며, 주기적이며 반복적인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정원의 변화
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5. 식물과 식물수집
정원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식물이다. 오랜 세월 동

안 내셔널 트러스트 정원은 특정 식물 종에 대한 수집으로 특
화되어 왔다. 하지만 1995년까지는 식물에 대한 조사 및 기록
은 수석정원사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마련된 정
원이 보유한 식물과 식물수집 보전을 위한 정책에서는 조사 및 
연구정책에 더하여 모든 정원이 식물 소유목록을 파악하고 있
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석정원사 혹은 정원 담당자가 지속적으
로 식물에 대한 신규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본부에서는 중요한 
식물, 식물 수집을 담은 통합된 정원 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를 역사적 그리고 원예적 정보의 도움을 받아 구축하고 유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식물의 보전 그리고 식물 자료의 제
공 및 통합에 있어 관련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보전(관리ㆍ복원 및 개발)
역사정원에 대한 보전 및 관리는 내셔널 트러스트의 목표이

자 기본적인 업무이다.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은 방향성만
을 제시해 주고 실질적인 사항은 지역사무소 혹은 지역의 정원 
고문과 상의를 통한 권고안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모든 정원
은 보전을 위해서 역사, 중요한 특징, 내용(구성물), 기회와 제
한요소를 고려하여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유지에 대한 기준과 방식에 대한 정의 또한 보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적, 관리적, 환경적 상황과 상관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의 수리 혹은 개선은 서서히 순환
적으로 진행하며 적합한 유지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원은 
지속적으로 복원, 재현, 재조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역사적 중요성에 의해서 정당화 된 곳, 충분한 깊이 있는 정보
로 선례가 알려진 곳, 적절히 관리되고 보전된 과정이 내재되
어 있는 곳, 대중의 이익을 제공하는 곳으로 하고 있다. 비록 
정원의 용도와 현상의 변화가 불가피하여도 변화는 반드시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하며,
보전 목적 아래에서 그 규모와 영향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해

야 한다. 정원에 있어 일부 개발과 개선이 필연적으로 요구되
지만 이것은 보전 목적 하에서 제한적 범위로 지속적인 변화를 
포함한 실험적인 면이 있을 경우, 역사적 구조와 중요한 특징
의 훼손을 지양하면서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대상지와 
방문자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정원 안과 밖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7. 공개 및 교육
내셔널 트러스트 보전정책에 있어 그 목적의 대상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람들이다. 과거로부터 전승받은 정원을 
현세대가 향유하고 미래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남겨주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내셔널 트러스트는 보전 목적에 부합하는 안
에서 일반 공개를 극대화하고 있다. 보전과 공개가 상충될 경
우 보전을 우선시한다. 개별 정원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즐거움 
제공뿐만 아니라 보전 목적, 심미적 이상 그리고 관리에 있어 
위험요소와 관련하여 대중 공개에 관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입장객을 위한 이벤트 정책 및 여가 활동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보전에 대한 목적, 제한요소, 방문객이 관심을 같는 요소 
그리고 영국 공교육 교육과정과 관련하고, 정보 제공과 교육에 
대한 통합적 전략을 세워야 하며,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깊이 
그리고 범주는 정원의 특징 및 정원에 포함된 요소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8. 전문 인력 양성 및 직원 훈련
정원을 매일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함께 필요시 조

달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
무자들의 수준 향상과 미래의 정원사 양성을 위해서 여러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위해서 내셔널 트러스트는 
정원사의 기술, 전문 지식, 예술성, 관리 및 판단의 수준을 향상
하기 위해 훈련을 중시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계획으로부터 
나온 공식적인 계획에 협력하며 새로운 인적자원을 위한 커리
어쉽 운영 및 수석정원사나 책임정원사를 위한 주기적인 워크
숍 개최 그리고 지역에 존재하는 정원 관련 기술들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한 일자리에 선․후임을 같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충실한 이행은 정기적인 정원 고문의 방
문과 이에 대한 보고 그리고 문헌과 다른 자료의 즉각적인 제
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흥해야 한다. 기술직원과 현직 그리
고 잠재적인 정원 고문들의 훈련과 경력개발을 위한 방안을 항
상 준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언 업무의 직원은 내부 워크숍,
훈련 과정 그리고 모든 종류의 외부적 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지식과 정원 및 정원 식물의 이해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9. 외부의 관계 및 내부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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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일처리와 해당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외부 관련 업무 
및 내셔널 트러스트 내의 관련부서와의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정책 또한 규정하고 있다. 정원에 조언하는 업무의 직원과 정
원사들은 내셔널 트러스트 내의 다른 분야와 함께 국내적 그리
고 국제적으로 정원에 대한 내셔널 트러스트의 관심을 알리며 
다른 부서와의 공통관심사에 대하여 외부 단체 혹은 개인과의 
네트워크 형성하고 정원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
고 있다. 역사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
의 지식 개발과 정원에 대한 기금과 지원을 발굴하는 것을 공
조해 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담당자에게 
시간과 재원이 지원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부서와도 지속적으로 업무 공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역사정원 관리현황에 대한 결과

1. 관리조직
내셔널 트러스트 역사정원을 실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최

고의 자리는 정원 고문단(Garden Advisors)이다. 이들의 업무
는 각 정원의 정원사와 지역사무소 정원담당자에게 조언과 감
독의 역할이다. 중앙에 1명의 최고 정원 고문과 3명이 정원 고
문이 있으며, 지역 사무소9)에 1명씩 있다. 이들은 주로 각 정원
을 직접 방문하고 개별 정원에 대하여 조언을 하며 실질적 관
리 정책을 해당 책임자와 상의한 후 권고한다. 지역 정원 고문
은 지역 사무소의 관리자 위치로 재정적, 전략적 그리고 관리
의 전문성을 가지고 개별 정원을 직접 지원한다10).

초창기에 있던 정원위원회는 1976년 자산위원회(Properties
Committee) 산하의 ‘정원과 공원 자문위원단(Gardens and Parks
Panel)’으로 재편되었다. 보전 대상을 개별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유 자산 전체를 관할하는 위
원회로 통합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각 보전대상을 관장하는 
자문단 성격의 패널을 두었다. 현재는 자산위원회가 폐지되고 
독립적 자문위원회로 재편되었다. 정원 패널은 1명의 의장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주로 자산의 취득과 프로젝트에 관
한 조언, 정원과 관련된 정책 및 외부 정책에 관련한 내셔널 트
러스트 입장에 대한 조언, 그리고 보전 기준과 관리정책을 이
사회11)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The National Trust, 2009a:
41-51).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원 고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정원에 대한 직접적 관리는 수석 정원사 
혹은 관리 책임 정원사가 담당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한 정원이라도 기부 받을 
때 작성된 계약에 의해서 그 관리의 형태가 다른 경우가 있다.
켄트(Kent) 주에 있는 색빌 가문(Sackville family)의 놀(Knole)
과 같이 기부자의 집안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는 곳이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그들의 방향에 맞도록 조
언만 제공하고 정원사 고용과 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전
적으로 색빌 가문에서 결정한다. 단, 계약 시 일주일에 몇 시간
이라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한 의무규정에 따라 현재 화요일 
하루를 공개하고 있다12)

. 웨일즈의 포위 성 정원(Powis Castle
Garden)의 경우는 자산과 이에 대한 관리 등 전권을 내셔널 트
러스트에게 양도를 하는 대신 일 년 중 정해진 기간 동안에 포
위(Powy) 집안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13)

. 또한, 내셔널 트
러스트가 임대를 하여 세입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곳도 있다.
옥스퍼드셔(Oxfordshire)에 있는 버스콧 올드 파스니지(Buscot
Old Parsonage)는 세입자가 내셔널 트러스트의 조언 하에 직
접 관리하고 있다. 대신 매주 수요일, 서면 예약을 통해서 일반
인에게 공개하고 있다14)

.

2. 역사정원 취득
문헌 및 인터뷰를 통하여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한 정원 및 

공원은 2010년 8월 현재 총 216개소로 파악되었다(부록 1 참
조). 1896년 알프리스톤 클러지 하우스(Alfriston Clergy House)
소유 이후 1931년부터 내셔널 트러스트에 상속하는 토지와 건
물들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15)되면서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
였다. 1937년부터 실행된  컨트리 하우스 보전사업과 1948년부
터 시작된 정원보전사업에 의하여 정원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인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집중적으로 그 수가 증가했다(그림 
1 참조).

역사정원에 대한 취득기준이 1985년 확정된 이후 비록 37개
소의 정원만이 내셔널 트러스트 소유가 되었지만, 이는 앞장에
서 살펴 본 내셔널 트러스트가 중점적으로 취득하는 자산 종류
가 시대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화되어온 것이 반영된 결과이
기도 하다. 또한, 더비셔(Derbyshire)의 쳇스워스(Chatsworth)
처럼 자신의 영지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자선 단체를 설립하고 
정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곳이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따
라서 내셔널 트러스트는 취득기준을 소유 정원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고, 보다 중요한 곳을 선별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중점을 

그림 1. 연도별 소유 정원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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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 이에 따라 완충지대의 역할 및 정원 주변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정원뿐만 아니라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정책
에서도 나타난다. 2008～2009년 회계 연도에는 총 4개 정원의 
주변 부지를 매입하였다. 웨일즈에 있는 펜린 성(Penrhyn Castle)
의 경우, 성의 면적과 같은 규모의 인접한 산림지대를 매입하였
고, 콘월 지방의 트렐리식 정원(Trelissick Garden)의 경우, 2.5
배에 달하는 인접 농장 부지를 매입하여 완충지대의 역할 및 
정원을 조망하는 곳으로 활용할 계획이다(The National Trust,
2009a: 79-82). 2009～2010년 회계연도에는 이스트 섹세스(East
Sussex)에 있는 쉐필드 팍(Sheffield Park)의 입구 주변 산림정
원을 매입하였으며,우스터셔(Worcestershire)의 크룸 팍(Croome
Park)의 경우, 정원의 배경이 되는 12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기
부 받았다. 웨일즈의 얼디그(Erddig) 인근 농장 2만3천 평방미
터도 매입하였다(The National Trust, 2010: 87-89).

3. 보전 및 관리 현황
역사정원의 복원은 내셔널 트러스트의 주요한 역할이자 업

무였다. 웨스트버리 코트의 전면 복원작업을 시작으로 현재까
지 약 62%에 달하는 137개소의 정원이 부분적으로나마 복원작
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부록 1 참조). 복원이 결정 
되었을 때 어느 시기에 맞추어 복원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
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역사정원은 그 역사가 오래될수록 축
적된 층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어느 시기에 정원이 핵심적으로 발전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내
셔널 트러스트 소유 정원 및 공원을 주된 발전시기로 분류하였
을 때 표 1과 같이 15세기 이전부터 20세기까지 다양하게 조사
되었으며, 18세기에 속하는 정원이 78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것은 해당 정원을 유지ㆍ관리하는 것에도 기본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정원 복원을 결정할 때 역사적 특성뿐만 아니라 국
가적 의의가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1983년 제정된 문화유산법
에 의한 ‘정원 및 공원에 대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내셔널 트
러스트 정원은 약 61%에 해당하는 131개소로 조사되었다. 이
중 스투어헤드, 스토우 랜드스케이프 가든, 시씽허스트 캐슬 가
든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일 
상위 그룹인 그레이드(Grade) Ⅰ으로 지정된 곳은 34개소이다.

각각의 역사정원에 대한 장기적 보전계획은 장소, 역사적 배
경, 특징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기초로 정원 고문들의 권고
를 반영하여 수석정원사(혹은 책임정원사)가 수립한다. 이러한 
틀 안에서 정원의 형태, 입장객의 수, 재정 상태에 따라 독립적
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표 1. 내셔널 트러스트 정원의 주된 발전시기(부록 1 참조)

시기(세기) ～15 16 17 18 19 20 불분명
개소(216) 12 14 26 78 47 37 2

모든 정원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은 없다. 유지․관리를 위해
서는 지속적인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회원의 회비, 입장료, 기부, 유증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정
원 유지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된다. 통계적으로 정원과 공원
에 대한 1년 총 유지 관리비는 약 190억 정도이다. 산술적으로 
정원 1개소 당 약 9천만 원 예산 규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
원에 따라 예산은 다양하게 책정된다. 유지 관리비는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달되거나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양식 및 
크기와 관리의 필요성, 고용인원 그리고 전년도 집행예산을 기
본으로 해당 정원이 올리는 수입과 방문객수에 따라서 수석정
원사, 자산 감독관, 지역사무소 담당자, 정원 고문 간의 논의를 
통해서 집행되는 일 년 예산이 결정된다. 2009년 약 15만 명이 
방문했던 웨일즈에 위치한 32만 평방미터 크기의 보드넌트 가
든(Bodnant Garden)의 경우 20명의 정원사가 관리하며 유지․
관리비용으로 약 1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서폭
(Suffork)주에 있는 라벤햄(Lavenham)의 경우는 1,000평방미
터의 정원크기로 4명이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며 관리 예산으로 
90만원이 책정되었다. 평균적으로 예산에서 유지․관리비용의 
70%는 정원사들의 인건비이며, 30%는 보안비용, 정원 수리비,
장비 구입 혹은 임대비, 식물 구입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시
설 유지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전 정책은 시대적 변화를 담고 있다. 시대적 환경과 방문
자의 기호에 따라 기존 정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
로운 공간이 조성되거나 현대적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피크닉 시설은 새로 설
치해야 하는 필수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원에 
새롭게 관계되는 일들에 의한 시설물 설치가 있다. 주로 영화
나 드라마의 촬영 현장이 된 이후 일어나는 현상이다. 2010년 
개봉한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무대가 
된 콘월 지방의 안토니(Antony)에는 영화 속 토끼 굴을 본떠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었고, 등장인물의 동상들이 정원 곳
곳에 놓여졌다. 이는 수석 정원사의 의견과 정원 고문의 조언
에 의해서 방문객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그림 2. 안토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자료: 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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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이벤트적 시설로서 내셔널 트러스트 정원을 홍
보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역사정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16).

또한, 정원 내 식물 종 보전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왕립식물
원(Royal Botanical Garden, Kew) 및 식물과 정원의 보전을 위
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the Conservation of Plants
and Gardens)와 정보 및 식물교환, 현 수집식물의 유지, 보유 
식물종의 번식, 식물목록조사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식물 보전을 하고 있다. 또한, 장소에 대한 협조
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왕립식물원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
는 웨이크허스트 플레이스(Wakehurst Place)가 이에 해당한다.

4. 방문객 관리현황
내셔널 트러스트의  370만 명(2010년 6월 현재)이 넘은 회원

들17)
(The National Trust, 2010: 2)과 일반인에게 역사정원은 

내셔널 트러스트 자산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자산 유형이다.
내셔널 트러스트 자산의 관람객 방문 상위 10개소 중 8개소가 
정원인 것이 이를 증명하여 준다. 또한 1년에 5만 명이 넘는 방
문객이 다녀가는 장소(110개소) 중 90%에 해당하는 99개소가 
정원 혹은 정원이 포함된 자산이다(그림 3 참조). 따라서 방문객 
관리는 내셔널 트러스트의 중추적 활동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정보제공과 정원에 대한 교육의 목적으
로 모든 정원에 소개하는 글과 함께 전체적인 정원 지도가 실
린 유인물을 배치한다. 또한 회원과 방문객들에게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위
하여 대부분의 정원에서 이벤트가 연중 이어진다. 이러한 행사
는 전국적인 행사와 정원 개별 행사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홍보적 성격을 가진 헤리티지 오픈 데이(Heritage Open Day)
는 9월 2번째 주 주말에 잉글리시 헤리티지와 공동으로 주관하
는 행사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문화유적을 무료 공개하는 행
사로써, 내셔널 트러스트는 200개소의 역사정원과 건물이 행사
에 참여하고 있다(http://www.nationaltrust.org.uk/main/w-events
-find_event.htm). 개별 정원의 행사 중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
한 얼디그(Erddig)에서 열리는 빅토리안 위크엔드(Victorian
Weekend)가 특징적이다19)

. 어떻게 빅토리안 시대의 사람들이 

그림 3. 연간 5만 명 이상 방문한 자산의 수 변화 추이18)

그림 4. 얼디그의 빅토리안 위크엔드 
(자료: 필자촬영)

얼디그에서 생활을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행사로써 빅토리아 
시대의 시장 모습, 이야기 들려주기, 금관 악단 연주회, 증기기
관차 타기 등 정원 전체에서 빅토리안 복장을 한사람들이 당시
의 상황을 재현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내셔널 트러스트 행사의 중심에는 부모들이 어린이와 함께 
정원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
러한 것을 마련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초록의 야외에서 즐겁
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
터 내셔널 트러스트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알게 됨에 따라 어린
이들이 성장하여 미래의 내셔널 트러스트를 후원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인력양성 현황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한 216개의 정원 및 공원에는 450명
의 전문 정원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약 1,500명의 자원봉사
자들이 정원사를 정기적으로 돕고 있다. 정원 규모와 형태 그
리고 목적에 따라 많게는 33명의 정원사가 관리하는 곳부터 비
상근 정원사 1명이 관리하는 곳, 그리고 자원봉사들만이 관리
하는 곳 등 다양하다(부록 1 참조). 정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는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책정된 예산 안에
서 운영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따
라서 수석정원사 혹은 담당자로부터 취합된 각 정원의 관리 인
력 현황은 고정된 인력이 아니다. 예산의 변화 혹은 특별한 사
업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인력확보 및 정원술에 관련된 기술을 계속적으로 전승한다
는 기본취지 하에 내셔널 트러스트는 역사정원에 필요한 정원
사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원 보
전 및 관리에 있어 핵심사항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원예교육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커리어쉽(Careership)이라는 3년 과정의 정
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교육과 학과수업을 병행
한 후 국가직업인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NVQs)
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으로 1991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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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웨스트버리 코트 b: 캐슬톤 하우스
그림 5. 커리어 쉽 학생의 실습 장면
(자료: 필자촬영)

9월이면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12～13명의 훈련생을 다양한 분
야에서 선출하여 훈련시킨다. 훈련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
며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1년에 10주간 체셔(Cheshire)에 있
는 리스히스 대학(Reaseheath College)에서 수강하고, 나머지
는 기간은 지정된 정원에서 도제식 정원사로 근무하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정원사 훈련을 받는다20)

. 1998년부터 내셔널 가든 
스킴은 커리어 쉽 프로그램 후원에 새롭게 참여하고 있으며, 현
재 200명이 넘는 인력이 배출되어 내셔널 트러스트 정원뿐만 아
니라 식물원 및 역사정원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Crosby, 2009:
4; Ballard, 2004: 184).

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원사들을 위한 연수제도를 운영하
고 있으며, 개개의 정원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다. 대표적으로 웨이크필드(Wakefield)에 위치한 노스텔 프라
이어리(Nostell Priory)에서는 일 년에 두 번씩 보전 수행 관리
(Conservation Performance Management)라는 회의를 갖고 있
다. 이 회의에는 해당 정원사들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함께 모여 정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보전에 있어, 정원 내 가장 위험한 지역을 찾아내고 
보전의 우선사항을 정리하고 있다21)

.

또한, 자원봉사자는 내셔널 트러스트 정원과 공원을 유지시
켜주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1,500명이 정원사로서 자원봉사에 
임하고 있고 2,400명의 자원봉사자는 정원에 부속된 가게에서 
식물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등 전체적인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약 366명의 고용대체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자선단체, 건강 트러스트, 지역 학교 그리고 사회소
외계층을 위한 단체와 장기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회
원들을 자원봉사자로써 참여시켜 정원가꾸기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사람들의 건강 및 웰빙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다(Crosby, 2009: 5).

Ⅴ. 결론 및 제언

우리 사회는 경제개발과 성장으로 인한 자연, 역사, 문화자

원의 훼손과 환경의 오염을 경험해 왔다. 개발의 시대를 거치
면서 시장주의 논리로 여러 자원의 가치가 결정되어 보전 등의 
대안적인 가치가 힘을 갖기는 어려웠다. 역사정원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행히 지난 2007년 문화재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있던 정원들이 명승(名勝)으
로 재분류되면서 처음으로 정원이 문화재 지정대상에 명시되
었다. 2006년까지 21호 지정 이후 명승이 재조명되면서 2010년 
8월 현재 73호까지 지정되어 있다(www.cha.go.kr). 하지만 아
직까지 지정을 위한 지침이나 보전ㆍ관리에 대한 지침이 마련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인 관리의 주체는 있지만 실
질적인 전문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 개개
인이 문화유산의 주인이고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며, 문화
유산의 보전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적인 방향으로 생활화하고 
있는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역사정원 보전은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일반적인 특징은 자연․문화 자원
의 사회적 자본화를 이룩하였고, 정원, 건물, 농지 등 문화유산 
및 전원지대, 숲, 해안선 등 자연유산으로 세분화하여 조직화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을 통
한 시민의 자발적인 재산 기부와 헌신적인 자원봉사가 그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07년에 법률이 제정되어 그 기
반을 다졌으며 보전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 
자산이 경제적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하였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정식명칭 및 그 근본 목적에 언급되어 있
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특징’은 소유 자산의 종류 중
에서 역사정원과 가장 잘 부합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역사
정원에 대한 내셔널 트러스트 보전활동의 특징으로는 취득부
터 직접관리하는 일련의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효과를 극
대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에 대한 보전 정책이 간결하
며 이해하기 쉽게 정립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내셔
널 트러스트가 소유한 역사정원에 대한 보전활동의 결과는 다
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조직적 관리를 통한 역
사정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책임이다. 모든 결정은 정원의 
중요성과 장소성의 이해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에 의해
서 이루어진다. 현재와 미래세대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이에 대한 기록과 지식을 나눔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있다.
둘째, 취득하여 관리를 통한 자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의 통
합이다. 식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유지ㆍ관리 그리고 역사적
ㆍ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정원에서 통합시키
고 있다. 셋째, 보전활동에 있어 변화에 대한 관리이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보전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지
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것을 도입
하고 있다. 넷째, 정원 공개와 시민의 참여이다. 보전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개를 최우
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를 



영국 역사정원 보전정책과 관리현황에 대한 연구 (윤상준․권진욱) 141

통하여 일반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원사 양성과 관련분야와의 연계이다. 역사정원 보전을 위하
여 다른 단체와 협력을 통해 기술과 경험을 발전시키고 정원사 
양성을 통해 그 기술과 경험을 전승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방법이다. 보전의 근본은 그 대상의 중요성을 
과거로부터 이어받아 미래로 전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
원의 가장 큰 가치는 화석과 같은 박물관의 유산과는 달리 물
리적 요소 위에 문화적 요소가 함께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은 필연적 혹
은 필요에 의하여 변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지
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한다. 일례로 정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식물은 계속 성장하고 쇠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막으려는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요구되지도 않는다. 다만 그 변화를 기록하고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다음으로 정원의 공개 및 다양한 방문객을 위한 방안이다.
현세대는 역사정원을 다만 잠시 빌려 쓰고 미래세대에게 전승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결국 보전을 하는 목적의 대상이 인간이
라는 것에 있다. 교육적, 심미적, 신체적으로 현세대가 향유하
고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
하는 것은 좋은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역사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를 양성
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정원 보전에 
있어 핵심사항이다. 이는 아직도 직접적인 관리는 거의 일용직 
근로를 쓰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 전통정원과는 대조적인 부분
이다. 역사정원의 유지 관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담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를 전달하는 작
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를 통하여 역사정원 보전에 
대한 접근 및 방향성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진 사례를 통한 화두를 던진 것에 불
과하며, 한국 전통정원에 대한 가치를 다시 발굴하고 이를 보
전하여 우리가 향유하며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방안을 찾
는 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다른 여러 선진 사례 
연구와 함께 정원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기법 개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 1)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전통정원(Traditional garden)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원(Historic Garden)
으로 통용되고 있다. 재화로 남아 있는 정원 유산적 측면에서 보
면 'historic'이 가장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historic'은 역사
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현존하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에 유사한 ’historical'은 역사상에 존재했던 것을 뜻하고 따라서 현
존하지 않거나 혹은 무형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 ‘traditional' 또
한 무형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전
승되어 오거나 과거의 것을 따르는 인습, 사상, 체제, 믿음, 방법,
기술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주 2) 설립 이후 1세기가 넘게 여러 자산들을 취득․관리해 오며 현재까

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2,550km2가 넘는 전원지대와 
1,141킬로미터의 해안선, 350여 곳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
니고 있는 건축물이나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내셔널 트러스
트는 소유 자산과 연계하여 및 환경 보존, 농사, 이벤트 기획, 여
행 및 여가 활동 주선, 교육 및 연구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주 3) 설립자 중 옥타비아 힐 여사가 가장 열성적이었다. 그녀는 선견지
명이 있었고 공상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
는 모두 그녀에게서 나왔다. 어느 누구도 산업화와 상업화에 의해 
도시와 전원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관용
과 양식에 호소함으로써 기금을 마련하는가를 알지 못한 상태에
서 설립 당시 그녀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또한, 사람은 내셔널 트
러스트 위원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헌터 경이었다. 보존위원회(The
Common Preservation Society)와 중앙우체국(The General Post
Office)의 변호사였던 헌터 경은 자선단체와 정부 양쪽에 오랜 경
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협회의 정관을 만들고 내셔널 트러스트가 
조직적으로 모양을 갖추게 하는데 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영국 성
공회 신부인 로운슬리는 열렬한 보존주의자로 트러스트 초기부터 
1920년 죽을 때까지 내셔널 트러스트의 명예 서기를 담당하였다.
그는 고고학자, 여행가, 사회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고 
영국 호수지방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지하기 위하여 단체(The Lake
District Defence Society)를 설립하기도 했다. Graham(2002) 참고.

주 4) 내셔널 가든 스킴은 1859년 생긴 자선단체로 정원공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이다. 개인 혹은 단체의 정원을 일반인들에게 공개
를 하고 싶으면 이곳에 등록을 하고 일 년 중 원하는 날짜만큼 공
개하고 입장 수익금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는 방식이다.
윤상준(2005) 참조.

주 5)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정원 및 공원들은 일련의 등급이 부여되어 관
리되고 있다. 이는 3단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가장 낮은 단계로 약 
60%가 지정된 GradeⅡ, 그리고 이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단계로 약 30%가 지정되어 있는 GradeⅡ*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원 및 공원으로 약 10%가 지정되
어 있는 GradeⅠ이 있다.

주 6) Graham Stuart Thomas는 1955년부터 1972년까지 대표 정원 고문
을 하였다.

주 7) John Sales는 1972년부터 1997년까지 대표 정원 고문을 하였다.
주 8) 방문객을 위한 현대의 편의시설들이 정원의 특성을 변화시킨다는 

비판의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며, 내셔널 트러스트는 이에 대한 설
치 및 관리의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

주 9) 관리조직은 평의회에서 선출된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있다. 사무처
는 본부(Head Office)와 지역사무소(Regions)로 구분된다. 본부는 
조직운영과 위원회관리, 국가적 정책결정과 국가적 이슈대처 그리
고, 전체조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이에 반해 지리적으
로 나뉜 지역사무소는 지역에 포함된 개별자산과 관련된 일을 담
당한다. 본부는 잉글랜드의 스윈돈(Swindon)에 있으며, 런던에 사
무소를 두고 있다. 지역사무소는 지역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1지역
으로 나누고, 사무소는 15개소가 있다. 지역은 15개 권역이었던 것
을 2005년에 잉글랜드의 13개 권역을 9개 권역으로 통합 개편하여
Devon & Cornwall, East of England, East Midlands, Northern

Ireland, North West, South East, Thames & Solent, Wales Wessex,

West Midlands 그리고 Yorkshire & the North East로 11개 권역
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지역 위원회를 두고 있다. 반면, 지역 사
무소는 통합이전의 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여 총 15개의 지역 사
무소가 있다.

주 10) 본부의 보전 담당자인 론다(Rhonda, West Pollard)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

주 11) 내셔널 트러스트 조직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관
련 이슈의 점검 및 정책 사안은 다루고 감독하는 정책 조직과 소
유 자산의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실무조직으로 구분된다. 또한, 회
원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총회를 일 년에 한번 가진다.
정책조직에는 대의적 기구로서 내셔널 트러스트 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협의회(Council)가 있다. 정책의결이나 중요사안은 협
의회에서 결정된다. 협의회 산하에는 임명위원회(Nominations Co-
mmittee)가 있어 회장, 이사진 등 후보 심사나 임원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 다음으로 내셔널 트러스트 법에 따른 운영 전반
에 책임을 지는 실질적 중추관리기구인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韓國傳統造景學會誌 Vol.28. No.3 (2010年 9月)142

있다. 이사들은 대부분 평의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이사회 산하
에는 인사, 감사, 임금, 투자를 담당하는 4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
밖에 잉글랜드 9곳과 북아일랜드와 웨일즈 각각 1곳에 지역을 관
장하는 지역위원회 그리고 6개 분야 보전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
한 각각의 보전 자문위원단(Panel)이 있다. The National Trust
(2009a) 참고.

주 12) 놀(Knole)의 관리자인 패트리샤 맥알리스터(Patricia McAllister)
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

주 13) 포위성 정원 수석정원사인 애드리안 로뱃(Adrian Lovatt)과의 인
터뷰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

주 14) 옥스퍼드 주 버스콧과 콜레쉴 지구 관리자인 빌마 나이트(Vilma
Knight)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

주 15) 정원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는 사회적인 이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의 원숙과 더불어 발전한 근대 조세제도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전통 귀족계급들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 세습봉건영지, 성,
문화재 등 장원재산 소유의 세대교체에 부과된 상속세(시가의 최
고 40%)와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등의 
막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지출압력으로 거대한 부동산 재산의 정
상적인 대물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 그 기본적 계기가 
되었다. 현실적으로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영지나 성곽 등 역사적 
보존가치를 가진 대형 재산은 2～3세대만 상속되면 세금과 유지
비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제로’가 된다. 이와 함께 재정법은 상속 
혹은 기증에 대한 세금의 면제의 대상을 1949년부터는 기부되는 
토지와 주식으로 1951년부터는 건물에 속한 모든 물건들로 확대
하였다.(Fedden, 1974: 70-72) 이에 따라 내셔날 트러스트에 소
유 재산을 기증함으로써, 법률의 보호아래 재산이 분산되지 않고 
보전 및 관리되며, 가문의 명예 또한 영구히 지켜 나갈 수 있는 
길을 택하였다. 또한, 기증에 따르는 보조 등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적 유산이기도 한 전통 지배계급의 큰 재
산을 분산 없이 일체로써 보존하여야 할 공익적 대의명분과 영국
식 합리주의가 결합하여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주 16) 안토니(Antony)의 정원사인 돌란(Dolan)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
사된 내용

주 17) 연도별 소유재산과 회원 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초기에는 
자산 확보와 회원 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었다. 1940년대에 들
어서 소유지 및 보호지역 등의 소유재산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회원 수는 1950년대 들어서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1940년
6,800명이던 회원은 1950년에는 2만3천명, 1960년에는 10만 명이 
넘어섰다. 1970년 약 30만 명이었던 회원수가 1981년 100만 명, 1990
년 200만 명 그리고 2003년에 300만 명을 돌파하고 현재 37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회원의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소유재산권 수
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소유재산의 증가가 선행되었고, 그 이후에 
회원의 증가가 따라 가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급속히 늘어
난 회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타적 또는 이념적인 이유에서 내셔
널 트러스트를 지지하고, 이로 인한 혜택을 기대하지 않는 그룹과 
이념에는 별 관심이 없으나 세금 감면, 무료 입장 등 여러 혜택을 
통한 보답을 기대한 그룹으로 분류된다. 소유자산의 증가에 따른 
회원 수의 증가는 회원권이 주는 혜택을 기대하는 그룹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유자산의 증가는 회원의 양적인 면에서 폭발적
인 증가를 이끌었고, 이에 따른 재정적 안정은 다시 소유자산의 
증가와 이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주 18) 이 자료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출간된 내셔널 트러스트 
연보에서 취합한 것이다. (The National Trust, 2002a: 62), (The
National Trust, 2003: 64), (The National Trust, 2004: 47),

(The National Trust, 2005b: 49), (The National Trust, 2006:

55), (The National Trust, 2007: 56), (The National Trust, 2008b:

82); (The National Trust, 2009b: 83-84), (The National Trust,

2010: 90) 참고
주 19) 얼디그의 수석정원사 글린 스미스(Glyn Smith)와의 인터뷰를 통

하여 조사된 내용
주 20) 도제식 프로그램은 1년에 약 2,400만 원의 연봉이 지급되며 리스

히스 대학에서 진행되는 10주간의 프로그램은 1～2주로 묶여 1
년간 고르게 분포되어 운영되어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루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되도록 짜여 있다.

주 21) 노스텔 프라이어리의 수석 정원사인 폴 딥(Paul Dibb)과의 인터
뷰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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