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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토머스 제퍼슨(1743~1826년)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한 이상을 토 로 미국  민주주의 토

를 다진 이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를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평소에 민주

주의를 일종의 신앙 이상으로 신 하고 실천하려 애쓰기도 하 지만 무엇보다도 미국 정치의 

이상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는 독립선언서를 그가 기 하 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존 로크의 자

연법 사상을 모태로 하면서 당시 미국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한 염원을 담아낸 독립선언서

는 이후 미국의 정치  좌표이자 미국  이상을 상징하는 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버지니아 주

지사, 랑스 주재공사를 거쳐  통령 조지 워싱턴 아래에서 국무장 을 지냈으며, 이어 

미국의 3  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는 평생 정치가로서의 명성과 업 을 쌓은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행 은 정치에만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재능과 폭넓은 지식, 그리고 풍부한 

교양과 우아한 매 로 가득한 그는 벤 민 랭크린과 함께 18세기 미국 최고의 르네상스식 인

간으로 평가받는다. 타고난 머리에 지  호기심으로 충만한 그는 평생 동안 철학, 술, 법률, 고

고학, 교육학 등의 인문  분야뿐만 아니라 지리, 천문, 생물학, 생태학, 측량학, 건축 등에까지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 다. 

 * 환경 학원 환경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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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런 모든 면모 에서 인간으로서 그의 개인  취향을 잘 드러내어 주는 분야는 정원

과 원  쪽이라 할 수 있다. 2번에 걸친 통령직을 마치고 난 노년에 그가 몰두한 것 에서 버

지니아 학 설립이 공  역의 활동이었다면, 그 자신이 가족과 함께 즐겨 몰두한 것은 정원

과 원 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던 에도 그는 톰만 나면 정원에

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일을 즐겨하곤 하 다. 자신이 설계하여 만든 몬티첼로에는 그러한 

그의 독창 인 자질과 개인  취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다. 길이만 300미터가 넘는 채원에는 

330여 종의 채소가 심겨졌었고, 32,000여 평방미터가 넘는 과수원에서는 170여 종의 다른 품종 

과일을 심었다고 한다. 노년의 그가 스스로를 ‘ 은 정원사’라고 자처한 것에서 우리는 정원 

일에 한 그의 끝없는 열정과 꿈을 읽을 수가 있다. 과학  지식과 술  자질로 겸비했던 그

에게 있어서 정원은 기후와 천문, 수문과 생물학, 토양학, 측량학, 건축학 등의 과학  지식과 

술  감각을 하나로 통합하여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실습 장이었을 것이다. 

그의 이념  사상을 국가와 사회라는 공  역 속에서 실천한 것이 정치 다면, 자신의 자질과 

취향, 그리고 심성을 개인  차원에서 표출해 낸 곳이 바로 정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은 정치가 토머스 제퍼슨의 인간  면모를 드러내어 주는 다른 단면으로서 조경가로서의 면모1)

에 주목하여, 그의 자연 과 조경 을 조경분야 족 과 성과를 통해 읽어 보려는 의도에서 어

졌다.

II. 토머스 제퍼슨의 조경가로서의 면모

 

미국의 건축가 회와 조경가 회가 한결같이 그의 작품을 근  미국의 가장 뛰어난 걸작이라

고 인정할 만큼 제퍼슨은 건축가나 조경가로서 인정받지만, 정작 그가 특별히 건축과 조경 교육

을 받은 은 없다. 그런 에서 그는 자수성가형 건축가, 조경가2)로 불린다. 그가 의욕 으로 

찾아 구입해서 탐독했던 당 의 뛰어난 책들3)을 통해 건축  조경 분야 지식을 습득하 다면, 

 1) 여기서는 조경의 의미를 땅을 읽고 주변과의 상 성을 고려하여 경 과 동선을 구성하며 시설과 건물을 

구상하고 배치하는 일련의 행 와, 식물을 선정하고 심고 가꾸는 원   정원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루었다.
 2) http://www.answers.com/topic/thomas-jefferson, Oxford Dictionary of Architecture & Landscaping: Thomas 

Jefferson 부분 참조.
 3) 조경분야에서는 그가 즐겨 읽었던 책들은 다음과 같다. Robert Castell(1728), The Villas of the Ancients; 

John James역(Dezallier d’Argentville , 1728), The Theory and Practice of Gardening; Sir William 
Chamber(1763), View ... at Kew; Joseph Heely(1777), Letters on the Beauties of Hagley, Envil, and the 
Leasowes; B. Seeley(1783), Stowe: A Description; William Mason(1768), The English Garden; Thomas 
Whately(1770), Observation on Modern Gardening, etc. 이들 책을 통해 제퍼슨은 정원술과 조경에 한 식

견과 지식을 습득했다고 한다. Nichols, Frederick Doveton(2003), Thomas Jefferson Landscape Architect,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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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식을 심화시키고 확장시킨 것은 자신의 지  호기심과 실험정신이라 할만하다. 스스로를 

조경가라고 자칭한 은 없지만 미국 조경계가 탄생하기도 에 그 구보다도 걸출한 조경  

족 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의 조경업  에서 가장 표 인 것으로는 그

의 건축  걸작으로 간주되는 버지니아 학의 아카데미칼 빌리지 Academical Village, University 

of Virginia와, 그의 사 인 몬티첼로 Monticello, 그리고 포 러 포 스트 Poplar Forest를 들 수 

있다.4)

1. 아카데미칼 빌리지 the Academical Village

아카데미칼 빌리지는 토머스 제퍼슨이 1819년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Charlottesville 에 설

립한 학의 건물군으로서, 거의 200년이 지난 재에도 버지니아 학 University of Virginia의 

가장 상징 인 핵심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화재로 인한 소실 등으로 수차례 손실

을 입은 후 1976년 면 개조를 완공한 그 해에 미국 건축학회는 아카데미칼 빌리지를 미국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가장 한 건축  성과물로 지명하 고, 1987년 유네스코는 그의  다른 

작품이자 택인 몬티첼로 Monticello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하 다.

최고 교육기  학의 공간으로서 아카데미칼 빌리지는 앙의 로툰다 Rotunda5)와 잔디밭 the 

Lawn, 좌우의 날개동과 그 후면부에 놓인 건물군, 그리고 그 사이에 조성된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15일 만에 설계했다고 알려져 있는 아카데미칼 빌리지는 팔라디오 양식을 채용한, 

세계에서 가장 기발한 학건물 집합군6)이다. 16세기 이태리 건축가 팔라디오 Palladio가 쓴 책

으로부터 강한 감과 지식을 받아 만든 로툰다는 그 앞의 잘 정돈된 잔디밭 the Lawn과 함께 

미국 내 여타 학의 상징  공간, 이른바 centralized green areas이라는 심  공간을 설계하는 

데 모델이 되고7) 있다. 

 4) 건물이나 정원과 련하여 제퍼슨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곳은 이외에도 여럿이다. 미국의 건축사가인 

Frary에 따르면 제퍼슨이 설계하거나 간여한 것으로 공공건물로는 Charlottesville 시의 Christ Church 
(1824), Charlotte 지방의 Courthouse(1823), College of William and Mary 증축안 등이 있고, 백악  건물 

신축설계 상에도 익명으로 안을 제출한 이 있다. 개인주택으로는 친구 던 James Barbour의 사

(1817, Barboursville, Orange County 소재), 딸 Martha의 집 Edgehill(1799), 친구 George Divers의 집(1803, 
Farmington 소재)등이 있고 그 외에도 친구이자 다음 통령이었던 James Madison의 사  Montpellier와 

Redlands(1798-1808), Estouteville 등에도 제퍼슨의 설계 흔 을 찾아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

음을 참조할 것. Frary, I.T., Thomas Jefferson, architect and builder, Garrett and Massie: Richmond, 1950. 
pp. 43-149.

 5) 재에도 여 히 로툰다로 불리는 건물은 제퍼슨이 고  로마의 테온을 본떠서 반 크기로 지은 것

으로 당시에는 도서 으로 사용되었다. 목재로 만들어진 돔 부분은 1895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면 

복구하는 등 수 차례 걸쳐 개조된 것이다.
 6) Loth, Calder, Palladio's influence in America, Virginia Department of Historic Resources. 
    http://yearofpalladio.classicist.org/workspace/pdf/palladios-influence-in-america.pdf. p. 10
 7) 실제로 미국에서 캠퍼스의 심  공간으로서 녹지와 상징 건물이 통합된 centralized green areas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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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버지니아 학 아카데미칼 빌리지 심을 이루는 잔디밭 the Lawn
과 로툰다, 그리고 좌우 날개동의 모습. (Ⓒ 성종상. 2009. 10)

조경  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곳은 앙의 잔디밭 the Lawn과 좌우 날개동 후면의 정원 

역이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이 구릉을 따라 흐르면서 인간의 개발이 미치지 않은 자연 속으로

까지 연장되는 듯한 구도는 제퍼슨의 농업  이상 agrarian ideal을 표상한다. 날개동 후면부의 

정원은 엄정하게 짜인 공간에 여유로 주어진 여백처럼 체 아카데미칼 빌리지에 생동감과 자

유로운 개방감을 제공한다. 앙 잔디밭은 재에도 여 히 버지니아 학의 상징  공간으로서 

공식․비공식 으로 다양한 이벤트나 의식을 한 주무 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잘 발휘하고 있

다.8) 그와 더불어 정원은 교수와 학생들이 학문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연 속에서 사색과 성찰

할 수 있도록 한 곳이기도 하다. 지 도 이 곳 정원에는 수시로 크고 작은 이벤트나 모임이 펼

쳐지는 가하면, 교수나 학생들이 정원을 거닐며 사색하거나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고 있는 학은 여럿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카데미칼 빌리지의 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례들이 

제퍼슨 사후 당 인 1800년  보다는 1900년  학 캠퍼스에 많이 나타났다는 이다. 그 에서 

University of Alabama(1828), Duke University(1892), Johns Hopkins University(1902), Rice University(1910), 
Peabody College of Vanderbilt University(1915), the Green at the University of Delaware(1916), Sterling 
Divinity Quadrangle of Yale University(1932), Killian Court at MIT,  “The Oval” at Ohio State University, 
Cloby College in Maine 등이 그와 유사한 공간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열거된다. 그 외에도 

Philadelphia’s World’s Fair 시 (1926), Walnut Hills High School: A public six-year college-preparatory 
high school(1931) 등 학 이외의 건물까지도 향을 받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Turner, Paul V. (1984), Campus, MIT Press. p. 87. http://www.virginia.edu/uvatours/shorthistory/. 

    http://www.uvamblogs.com/jeffersons_academical_village/?cat=10
 8) 이 곳에서 일어나는 표 인 행사로는 매년 4월 역사정원주간 행사와 5월의 졸업식, 연말의 야간조명 

등식, 각종 계 별 축제나 이벤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지역 주민이나 어린이를 한 이벤트 등 다양

한 행사가 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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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퍼슨이 직  설계한 산책로변 경계화단. 1806년 제

퍼슨은 스 치를 손녀 Anne에게 보내 산책로를 따라 

좁다란 띠 형태로 꽃을 심도록 하 다. (2009. 5. Ⓒ 

성종상)

<그림 2> 몬티첼로 본  경. 제퍼슨이 팔라디오 양식을 본떠 

지은 건축으로 미국 최 의 돔형 구조와 신고 주의 

양식이 자연풍경식 정원과 비를 이룬다. (2009. 10. 
Ⓒ 성종상)

2. 몬티첼로 Monticello

몬티첼로는 버지니아주 샬로츠빌

시 외곽에 있는 제퍼슨의 사 이다. 

유산으로 물러 받은 넓은 농장 안에 

치한 낮은 산 우리 를 골라 직

 설계하여 지은 그 곳에서 그는 

자신의 노후를 마칠 때까지 살았다. 

그의 나이 25세 때인 1768년부터 

안을 구상하여 1770년 착공한 이래, 

수십 년간에 걸친 증축을 거쳐 그가 

본격 으로 몬티첼로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809년 자신의 친구 

James Madison에게 통령직을 넘

겨주고 나서 부터 다. 

주택 본 은 이태리 르네상스 건축가 팔라디오 Andrea Palladio (1508~1580)의 신고  건축

양식을 취하여 미국 최 의 돔형 구조를 채택하 다. 앙의 주택본 을 심으로 좌우로 이어

낸 부속동은 지형을 활용하여 기능과 경 을 동시에 고려한 제퍼슨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

분이다. 즉, 지하층은 노 들의 가사  작업 공간이지만, 그 옥상부는 정원생활을 즐기기 한 

테라스로 되어 있어, 다른 두 활동이 별 상충 없이 같은 건물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구조인 것

이다. 부속동을 지하화함으로써 정

원으로부터 주변을 조망하는 시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것에서 경

에 한 제퍼슨의 배려와 설계 감각

을 엿볼 수 있다. 그 게 해서 만들

어진 남동측의 테라스는 그와 가족

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 인 용도의 

장소 고, 북서측 테라스는 몬티첼

로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즐겨 찾던 

공용공간 public terrace으로 이용되

었다. 특히 이 북측 테라스로부터는 

동북에서 남서로 길게 이어지는 불

루릿지 Blue Ridge 산맥이 원경이 

길게 배경을 이루고, 그 앞으로는 



48 環境論叢 第49卷(2010)

<그림 4> 몬티첼로의 텃밭. 멀리 보이는 산이 제퍼슨이 이런

런 정원요소를 꿈꾸었던 산 Montalto이다. (2009. 
5. Ⓒ 성종상)

<그림 5> 포 러 포 스트의 배치 조감도

자신이 직  설계한 버지니아 학 캠

퍼스가 한 에 들어온다.

스스로 ‘건축에 한 수필’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몬티첼로는 건축과 

조경에 한 독창 이고 다양한 아이

디어가 많이 시도된 곳이다. 부속동 

지하에는 얼음 장고가 있는 가하면, 

테라스 에는 물이 귀한 산꼭 기로

서 빗물을 받아 장하는 시스템과 같

은, 에도 보기 드문 장치도 있고, 

본 동 남측 끝부분에는 유리창이 많

은 일종의 온실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몬티첼로를 해 구상한 아이디

어들 에는 동굴이나 탑, 캐스 이드 등 실 되지 못한 정원 요소들도 많이 있다. 재 몬티첼

로는 미국 내 개인 주택으로는 유일하게, 아카데미칼 빌리지와 함께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

로 등록되어 있다.

3. 포 러 포 스트 Poplar Forest

포 러 포 스트는 몬티첼로에서 

마차로 3일 걸리는 거리인 Bedford 

지방에 조성한 제퍼슨의 사 이다. 

몬티첼로가 방의 갯수만 모두 43개

가 될 만큼 많은 손님을 맞이하 던 

공공   성격이 강한 사 라면, 포

러 포 스트는 극히 개인 인 생활

과 휴식을 한 은거처 다. 장인으

로부터 상속받은 농장이었던 곳에다 

그가 본격 인 집을 짓기 시작한 것

은 1806년 부터 다. 제퍼슨은 1809

년부터 1823년 까지 해마다 4번씩 방문하여 몇 주 내지 몇 달씩 머물 다고 한다. 그 에는 

1781년 그를 체포하려는 국군을 피하여 몬티첼로를 떠나 그 곳에 두 달간 머문 도 있었다. 

개인 인 성향이 강했던 제퍼슨은 포 러 포 스트를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더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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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drea Palladio’s Villa Barbaro, 1549.

b: Thomas Jefferson’s Poplar Forest, 1812.

<표 1> 팔라디오의 5-part plan과 포 러 포 스트의 입면 비교.

곳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과 주변 경 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룬 제퍼슨의 태도는 이 곳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 데, 

주택과 정원, 그리고 그 주변의 농지가 강한 공간 조직 내에서 하나의 통일된 경 을 이루고 있

다. 즉, 약 2만 평방미터 지 앙에 놓인 팔라디오 양식의 건물은 잘 가꾼 숲과 정원, 그리고 

부속 동으로 구성된 4만여 평방미터의 지로 요된 후 다시 24만 평방미터의 농장이 둘러싸

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평면상으로 보면 둘  약 500미터의 원형로 앙부에 주택이 좌우로 

길게 배열되어 있고 그 면부는 넓은 잔디밭으로 된 배치구조를 취하고 있다. 앙 주택 북동

측은 부속동이 반지하식으로 날개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해 반 측은 두 열로 된 수림 가 건물을 

신하여 열 지어 서 있고 양 끝 부분은 작은 동산이 놓여 있다. 이는 그가 즐겨했던 팔라디오

의 건축 양식의 빌라건축이 취했던 ‘5분할 계획 5-part plan’을 변형하여 용한 결과이다. 즉, 

앙의 본 을 심으로 좌우 연결체 hyphen와 끝 부분의 건물 pavilion을 각각 부속동(북동측)  

수목 열식(남서측)과, 작은 동산으로 체시킨 것이다. 체 으로 팔라디오 건축양식에서 취할 

수 있는 비례와 균형감은 유지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수림과 잔디언덕으로 체시킴으로써 한결 

pavilion hyphen 

mound double row 
。f trees 

main block 

main block 

hyphen pavilion 

double row mound 
。f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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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해법을 찾아낸 제퍼슨의 은유  상징 구도가 빛나는 목이다. 쁘게 조형된 작은 동

산은 건물 면부의 잔디밭을 서 나온 흙으로 만든 것이다. 이 썬큰된 잔디밭은 건물 바로 앞

에서 사선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나가면서 강한 상징성을 발휘하는 한편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정부분 경 에 변화를 주고 있다. 평면이나 입면상으로 볼 때 포 라 포 스트는 체 으로 

잘 짜여진 공간 형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에서 이 곳은 미국 최 의 팔각형 건물이라

는 형식상의 의미와 함께 제퍼슨의 건축  이상이 가장 잘 구 된 곳으로 평가9)되는 곳이기도 

하다.

III. 제퍼슨의 자연

제퍼슨 자연 의 핵심은 ‘신에 의한 창조’라는 기독교  시각10)과, 국가  정체성의 의미소 

내지는 거라는 정치철학  시각, 그리고 탐구의 상이라는 과학  시각으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신의 충실한 창조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존재라는 것이 첫 번

째의 이라면, 계몽주의  이성11)에 바탕을 둔 도덕  의미소로 간주한 것은 두 번째의 시각

이고, 자신의 타고난 심과 자질에 기반을 둔 호기심과 탐구욕을 충족시킬 상으로 간주한 것

은 세 번째 에서일 것이다. 이 세 가지 시각은 각기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시 상황 

속에서 과학과 종교, 그리고 정치 역을 넘나들며 제퍼슨이 지녔던 생각이 개인과 국가라는 다

른 척도에서 개된 것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인간 사회와 자

연은 물론 신의 섭리와 계시조차도 합리  사유와 과학  방식을 통해 헤쳐서 알 수 있다는 

 9) 제퍼슨 개인의 독특한 이상  취향에 무 치 되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 포 러 포 스트를 소유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맞춰서 변형을 많이 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

러 포 스트 홈페이지 참조. http://www.poplarforest.org/retreat/history
10) 제퍼슨을 비롯한 벤 민 랭클린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들이 바라본 이 자연 은 18세기 

계몽주의  종교 인 이신론(理神論)에 근거한다. 이신론이란 기독교  교리를 이성 인 차원으로 한정

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종교 이다.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시했던 계몽주의자들은 창조주로서 하나님

의 존재를 인정하나 그것은 단지 인간 이성의 범주 내로만 한정하려 하 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과 

그 안에 존재하는 법칙의 완벽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완 함에 한 증거이다. 달리 말하자면 자연은 창

조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증거물인 셈이다. 신에 의해 완벽하게 만들어진 자연은 신이 의

도한 법칙에 의해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하며, 따라서 과학과 합리  사고를 지닌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이해되고 견될 수도 있는 존재이다.
11) 당시 미국에서 가장 표 인 계몽주의  사고의 소유자는 제퍼슨과 랭클린 Benjamin Franklin이었다. 

계몽주의자들이 지닌 자연권과 이성의 존재로서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에 해 주목하여 제퍼슨은 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의 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하 다. 미국 민주주의의 기 라고 평가되는 독립선

언서에서 인간의 평등과 자유, 생명과 행복 추구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 주창한 그의 신념도 계몽주의  

사고의 산물이며, 그는 그것을 ‘미국 정신의 표 ’이라고 칭하 다. 국의 표  사상가인 뉴톤 Isaac 
Newton(1642-1727)과 베이컨 Francis Bacon(1561-1626), 그리고 로크 John Locke(1632-1704) 등은 제퍼슨

에게 특별히 큰 향을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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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이성을 통한 찰 observations through Reason로 가치를 탐구하고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인간 사회와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 론  상이었던 것이다.

‘신의 원한 선임재와 그가 창조한 이 세상’에 한 믿음이 제퍼슨의 철학의 기 를 이루고 

있다(Boorstin, 1993: 30)는 사실은 그의 자연 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된다. 물질  우주

는 창조주 신이 태 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일거에 창조한 상인데, 그 최  행 의 완벽함으로 

인해 자연은 그 후 어떤 시간을 통해서도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연의  충만함 

absolute fullness of nature, 즉 태  창조의 완 함은 ‘존재의 한 고리 the great chain of 

beings’로 묘사된다. 모든 자연물은 물질에서부터 인간 ― 생명체 에서 가장 높으면서 단지 

천사보다는 낮은 존재 ― 에 이르기까지 단 되지 않는 고리로 이어져 있는 계망 속에서(  

책, 34)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최 의, 그리고 신에 의한 에 지의 완 한 투사를 확인해

주는 이 세상의 증거물은 무수하다. 모든 존재 간에 발견되는 질서, 생물 종의 고정성 내지 불변

성, 우발  세 계승의 불가능성, 자연  과정의 완벽한 조화와 효율성 등이 모두 그것을 입증

하고 있다(  책, 54). 따라서 인간은 그 같은 신의 피조물로서 자연에 해 탐구하여 “ 능한 

창조주의 무한한 힘, 존엄성, 완 성12)”을 확인하고 상찬하면서 정신 ․문화 으로 고양시켜 나

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의 섭리에 한 증거로서 자연속의 질서를 이해하고 이를 인간

의 도덕과 문명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인간 조건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 자연이란 창조주의 완 함을 증거해 주는 리물이며 따라서 자연은 피조물에게 부여된 

수동  타자일 뿐인 것이다. 

제퍼슨의 자연 은 신생 공화국의 사회구성과 국민정신에의 요한 변수로 자연을 바라보는 

정치철학  동기(신문수, 2010: 52)의 소산이기도 하 다. 미 륙의 활한 야생의 천연 자연은 

유럽 륙의 문명과 비되면서 신생 공화국 미국의 이질 인 구성체들을 하나로 묶어 내면서 

국가  정체성을 구축해  유력한 자원으로 간주된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구체 으로 당시 식

민 륙과 유럽 사이에 펼쳐진 생물학  우월성의 논쟁13)에서 잘 드러나 있다. 생 에 출간된 

유일한 서 ‘버지니아에 한 비망록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1787)’에서 그는 기후가 습

12) Bartram, Willaim(1955, Ed. Mark Van Doren), Travels of William Bartram, NY: Dover, p. 82. 신문수(2010), 
60쪽에서 재인용.

13) 랑스의 수학자, 우주학자, 자연사학자인 뷔  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1707~1788)을 

심으로 개되었던, 기후와 지형이 문명과 긴 한 계를 지닌다는 환경결정론  시각에서의 논쟁이다. 
논쟁의 핵심은 유렵의 문명과 비시켜서 신 륙의 미래상을 회의 으로 평가하는 근거로서 신 륙의 

자연산물이 유럽의 것보다 열등한가 아닌가 하는 이었다. 유럽의 미국 륙에 한 일종의 식민  시

각이라 할 수 있는 이 같은 평가를 극복시키기 해 제퍼슨은 미 륙에서 발견되는 나무와 동물들이 

유럽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음을 여러모로 입 하려 애썼다. 장 하게 자라면서 매우 아름다운 버지

니아 자생종 튤립나무를 그가 특별히 좋아하여 즐겨 심었던 것도 이와 무 하지 않다. 그가 생 에 출

간한 유일한 술인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역시 그 같은 그의 신 륙에 한 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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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몬티첼로 정원 에 지 도 남아있는 미국측백나무 Red Cedar, Juniperus virginia(2009. 12)와 2008
년 잘려나간 튤립나무 Tulip Poplar, Liriodendron tulipifera 그루터기 (2009. 5. Ⓒ 성종상)

하고 토양 한 척박하기 때문에 신 륙의 문명은 곧 쇠망할 것이라는 유럽 박물학자들의 견

을 구체  사례를 들어 반박한 바 있다. 야생성과 풍요로움, 그리고 다양성에서 신 륙의 자연

은 유럽의 그것보다 월등하므로 신생국 미국이 유럽보다 자연 으로나 사회 으로 더 우월하다

(신문수, 2010: 54)고 주장하 다. 실제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해 그는 메인 주에서 잡은 

덩치 큰 사슴 무스를 랑스로 실어와 왕립공원에 기증하고 뷔 을 청해 보여주기(  책, 54

쪽)도 하고, 신 륙에서 발견된 를 근거로 맘모스가 미국 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 믿고 

찾으려 애쓰기도 하 다. 그가 버지니아 자생종인 미국측백나무(Red Cedar, Juniperus virginia)와 

튤립나무(Tulip Poplar, Liriodendron tulipifera)를 각별히 좋아하여 자신의 정원에다 즐겨 심었던 

것14)도 그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신 륙의 경이롭고 풍요로운 자연은 문명국으로 번 해

나갈 미국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연에 한 의 두 번째 시각이 국가라는 토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변주된 것으로서 보다 넓은 척도로 확장된 시각이라 달리 말할 수가 있다.

제퍼슨에게 있어서 자연에 한 심은 활한 토에 한 사실  정보를 얻고자 하는 탐구

욕의 발로이기도 하 다. 그가 루이스 Meriwether Lewis(1774~1809)와 클라크 William Clark 

(1770~1838)을 보내 미시시피강을 거슬러서 미 륙 서부를 탐험하게 한 것도 당시의 정치  필

요와 함께 그 자신의 과학  탐구욕이 배경으로 작용하 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 독립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국토의 물리  환경에 한 사실  악은 긴요한 일(신문수,  책, 

52쪽)이기도 하 지만, 그 자신의 과학  탐구심과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당시 교통통신

이나 과학 수 으로서는 그 같은 성과는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직  조 한 몬티첼로 

14) 그가 몬티첼로 정원에 심었다고 해지는 튤립나무(Tulip Poplar, Liriodendron tulipifera)는 2008년 노화로 

인한 수세 약화로 잘려 나가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나, 정원 서측부에 있는 미국측백나무(Red Cedar, 
Juniperus virginia)는 수세가 많이 약화되기는 하 으나 지 까지 남아있다. 그의  다른 사  포 러 

포 스트에는 지 도 커다란 튤립나무가 많이 남아있다. 제퍼슨은 튤립나무와 참나무 White Oak를 미

국 내 숲의 ‘Juno와 Jupitor’라고 칭송(Cheuked, 2002: 115)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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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서는 이 같은 그의 자연에 한 과학  탐구심의 흔 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몬티

첼로 건물 동남측에 조성된 텃밭과 정상부 아래 경사지를 활용해 만든 과수원에는 원 와 정원

술에 한 제퍼슨의 실험실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한 그가 직  작성한 ‘정원서 Garden Book15)’ 

역시 식물에 한 탐구심과 열정을 자신의 정원에다 용하고 실천한 결과보고서이기도 하다. 

IV. 제퍼슨의 조경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부터 토머스 제퍼슨은 훌륭한 조경가 다

고 말할 수 있다. 과학과 술, 학문과 실용을 넘나드는 조경에 한 그의 기술은 으로 책과 

찰로부터 이루어졌다(Nichols et al., 2003: 85)는 것이 정평이다. 그의 사후에 주로 활동한 다우

닝 Alexander Jackson Downing(1815~1852)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문  지식으로 무장한 조경가

들이 미국 조경계에 나타나기 까지는 조경가로서의 제퍼슨이 신생국 미국 조경 반에 미친 

향이 지 하 던 것으로 평가(Nichols et al., 2003: 89)된다. 정원 역을 심으로 제퍼슨이 펼

쳤던 조경 은 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1. 과학  탐구와 실천 장으로서 정원

제퍼슨의 조경에 한 생각과 련하여 아카데미칼 빌리지에서 주목을 요하는 곳은 앙 잔

디밭 the Lawn과 양측의 날개동 뒤 정원이다. 로툰다가 건축물로서 심이라면, 앙 잔디밭은 

비워있는 공간으로서 아카데미칼 빌리지의 구심을 이룬다. 앙 잔디밭에 해 있는 건물들의 

크기는 앙부 끝의 도서 에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달라지고 건물의 치 역시 도서 으로 다

가갈수록 약 1m씩 높아진다. 가장 높은 치에 앙 도서 을 배치한 이러한 구도는 미래로 향

해 끊임없이 올라가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 각 건물들은 

그 자체가 기호나 외  등에서 하나의 좋은 건축모델이 되어 건축 강의의 한 교본이 될 수 있도

록 고  그리스 로마의 건축양식에서 각기 다르게 구성되었고,16) 외부 공간 역시 그 로 자연과

15) 제퍼슨이 정원 생활과 련된 사실들을 직  메모형식으로 은 기록이다. 기록 연 는 일부 간에 

락되기는 했지만 1769년부터 그의 나이 82세이던 1824년까지로 되어 있다. 그  첫 3년간은 부친으로

부터 물러 받은 자신의 생가 Shadwell에서의 정원 기록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 곳이 불타고 난 후 이사

한 몬티첼로에서의 정원 기록이다. 그가 직  심고 기른 다양한 채소와 과일, 꽃, 그리고 나무의 식재 

치, 수확시기 등을 날씨와 함께 꼼꼼히 어 둔 내용이다. 특히 서리 피해나 포도를 비롯한 각종 수입

종의 이식 실험, 그리고 몬티첼로 주변의 식생과 경 에 한 면 한 기록은 원 가이면서 정원사이고 

조경가 던 제퍼슨의 탐구심과 찰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6) Palladio의 이상  모델로서 코린트식은 Pavilion III에, 이오니아식은 Pavilion V에, 그리고 도리아식은 

Pavilion VII에 표 되어 있다. 이에 한 그의 디자인 의도는 다음과 같은 에 잘 드러나 있다. “... 
What we wish is that these pavilions, as they will show themselves above the dormitories, shall be models of 
taste and good architecture, and of a variety of appearance, no two alike, so as to serve as specimen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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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가르치고 식탁에 올릴 신선한 야채를 직  키우는 장으로 간주되었다. 건물이 건축학 공

부의 상이기를 바란 것 이상으로 정원과 주변은 학생들에게 땅을 경작하고 식물을 키우는 교

육  실천 장이 되기를 기 한 것이다. 특별히 정원은 식물과 원 를 배우는 실험실이고 농업

을 실천하는 야외교실이었다. 특이한 은 정면에서 보면 별 들의 크기가 같아 보이지만 실은 

크기가 약간씩 다르다는 사실이다. 한 별 들은 각 학생용 시설과 여러 개의 회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큰 정원과 텃밭은 구불구불한 벽17)으로 둘러싸여 있어 제퍼슨이 주창한 농업 

심의 생활방식을 강조하고 과학  농업 기술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식물원이 

만들어지기도 에 그가 사망함으로써 구 되지 못하 다. 그 후 농업 학과 실험농장이 탄생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1870년  이후에야 일이었다.

정원에 심은 꽃과 나무의 생장과 생태  변화를 자세히 기록한 ‘정원서 Garden Book’는 그의 

과학  탐구와 실천가  면모를 잘 보여주는  다른 사례이다. 그 기록은 꽃과 나무를 사랑하

는 단순한 도락가의 시선이 아니라 기후의 변화와 식물 생장의 계, 품종의 종류와 변종 등을 

자세히 살피는 박물학자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 가, 정원가, 조경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어 주고 있다. 그 책에 의하면 장식용으로 113종의 교목과 65종의 

목, 화원에 화류로 100종 이상과 95종 500품종 채소원 류를 몬티첼로에 심었고, 남측 과수원

에만 1,031주의 과실수를 심었다. 랑스산 포도를 미국에 도입하기 한 시도나 당단풍 농장사

업 등도 모두 그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다. 몬티첼로에서 시도된 제퍼슨의 수많은 농업, 원  

실험은 성공여부를 떠나 그의 개방 이고 낙천 이며 순수하면서도 에피큐리안  정신의 산물

(Hatch, 16)이라 할 만하다. 그는 기 미국의 선구  정원가, 양묘업자, 식물학자, 포도재배자 등

과 교류하면서 식물학과 원 에 한 자신의 이해를 넓  나갔다. 버지니아 지역에서 찾아낸 자

생종이나 유렵 등지로부터 수입한 외래종을 자신의 정원에다 옮겨 심어 가꾸며 응시키려 애

쓴 목은 남다른 안목을 지닌 선구자  조경가로서의 제퍼슨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런 에서 그의 정원은 식탁에 공 할 채소를 재배하는 실용의 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과학

 탐구욕을 충족시키는 실험 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2. 술로서 정원술

제퍼슨은 정원술을 단순한 화훼학 이상의 ‘환상으로 땅을 장식하는 술’이라 하여 그림, 조

각, 건축, 음악, 시, 그리고 웅변 oratory에 이어 ‘제7의 술’18)이라고 간주하 다. 정원을 이 같

architectural lecturer...” —Thomas Jefferson, Letter to William Thornton, 1817
17) 정원들은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쌓은 벽돌 담장으로 둘러쳐 있다. 벽돌을 직선이 아닌 반복되는 곡

선으로 쌓은 것은 벽돌을 아끼기 해 한 켜 두께로 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구조 인 측면과 시

각 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18) “...many reckon but five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music &poetry. to these some have added Oratory, 

including within that Rhetoric which is the art of style & composition. others again, add Gardening as a 7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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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몬티첼로의 물고기연못(2009. 11. Ⓒ 성종상)

은 술로 바라보는 견해는 그가 지녔던 실용  사고와 함께 정원을 풍부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연에 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단순하며 가장 우아한 장면이 정원 안에 다 들어 있다

고 생각한 그는 몬티첼로와 포 러 포 스트에 창의  상상과 과학  합리로 충만한 아이디어

들을 다양하게 담아내려 하 다. 그의 정원은 과학 이면서 실용 인 사고와 술  자질  감

수성이 통합된 장인 셈이다. 실제로 그가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살려 설계한 포 러 포 스트

에는 순수 기하  형식미에서부터 오늘날의 지 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술  시도가 구사

되어 있다. 고  양식의 건물과 기하식 선, 그리고 자연 풍경식의 정원과 숲이 하나의 단일 

지에서 통합되어 있는 것이나, 건물 면의 썬큰 잔디밭과 그 토로 만든 작은 동산과 2열의 

뽕나무 열식을 건축  구성과 비시켜 개시킨 것 등은 제퍼슨의 술  독창성이 잘 구 된 

사례에 속한다.  그의 창의 인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구사된 몬티첼로에도 술  상상 가득

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다. 그  몬티첼로 맞은 편 산 Montalto에 구상한 망탑과 캐스 이

드, 몬티첼로 북측 사면부의 고  스타일의 동굴과 테라스 등은 비록 경제  이유 등으로 미처 

실 시키지는 못하 지만 그의 ‘상상으로 장식하는 술’로서의 정원의 면모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농업  요소로만 채우는 신 간 간에 정원  특질요소들을 배치시키는 략을 통해서 그

는 자칫 실용으로만 규정되어버릴 수 있었음직한 자신의 정원을 장식 이고 심미 인 차원으로

까지 끌어 올렸다. 경사지를 따라 정열된 토지에다 가벼운 농업용 식물로 실험  장소로 사용하

면서 바로 에다 낙엽 목으로 나선형의 미로를 추가한 ‘장식농원 ferme ornée’은 실용과 낭만

을 겸비한 그의 고상한 취향을 잘 드러내어 주는 사례이다. 꽃피는 복숭아나무로 경작지 울타리

를 두른 것이나 타원형의 물고기연못을 조성한 것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 풍경식 정원에 한 그의 심은 리 주재 공사시  방문했던 국 답사가 직 인 계기

로 작용하 다. 자신의 친구이자 당

시 주 공사 던 애덤스(John Adams, 

1735~1826)와 함께 한 국 답사에

서 제퍼슨은 후기 르네상스 풍경화

의 픽춰 스크 구도를 모사하려는 

당시 국 정원가들의 최신 정원 디

자인 양식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

다고 한다. 당시 정원, 공원, 그리고 

국 원풍경 사이의 구분을 모호

하게 하려는 정원가들의 시도 역시 

fine art. not horticulture, but the art of embellishing grounds by fancy.” 1805, 손녀 Ellen에게 쓴 편지에서.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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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퍼슨의 몬티첼로 설계도. 1768년. 본
을 심으로 좌우 날개동과 그 사이

의 정원을 둔 공간구조가 아카데미컬 

빌리지와 유사하다. Ⓒ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그에게는 강한 충격이었다. 몬티첼로 정원에서 발견되는 국식 정원 특질로서 덤불형 식재와 

장식 으로 정돈된 숲, 사행형 산책로 등은 그 때의 경험을 토 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국 자연 풍경식 정원으로 기울어진 제퍼슨의 정원취향은 기하학  유럽 양식으로부터 곧장 결

별하도록 한 계기(Hatch, Peter, 1992: 17)가 되기도 하 다.

은 시  즐겨 바이올린을 연주하곤 했던 그의 술  심과 자질은 정원 이외에도 건축과 

인테리어, 가구와 소품류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는데, 몬티첼로는 그 같

은 그의 술  자질이 유감없이 발휘된 장이라 말할 수가 있다. 

3. 문화  행 로서의 정원술과 조경, 그리고 농업

제퍼슨에게 있어서 정원술이나 농업은 단순한 

땅의 경작 행  이상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땅에

서 노동을 하는 이들은 곧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이19) 기 때문에, 땅의 경작자들이야 말로 가장 

고귀한 시민들이었다. 유토피아식 농경사회를 

꿈꾼 그는 농업을 심으로 한 한가한 농경사회

야말로 신생 공화국 미국에 건 한 가치 을 

하기에 가장 완벽한(박거용역, Dana Lindaman, 

2004: 105) 체제라고 생각하 다. 이는 루이지애

 매입과 서부 개척으로 발된 ‘신에 의한 명

백한 사명 divine right or manifest destiny’이라는 

당시 미국인의 신념(  책, 109)과도 잘 부합되

는 것이었다. 

과학의 진보와 생활의 편의를 주창하면서도 

산업화에는 부정 이었던 그에게 농업이 지닌 

의미는 생산성과 함께 도덕  가치까지 수반한 

유력한 방편으로 간주되었다. “가장 자유로우면

서 덕이 있는” 독립 자 농을 주로 한 도덕사

회로서의 민주국가를 꿈꾼 그는 땅을 도덕의 원

천으로 간주하 다. 그에게 있어서 땅의 경작, 

곧 농은 도덕  품성을 기르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신의 계시를 쫓아 실천하는 문화  

19) Notes on Virginia(1782), Query XIX, Padover, Saul K.(1965), Thomas Jefferson and the Foundations of 
American Freedom,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 111에서 재인용.

4~.J """"' _. 
, .!f “ ’ 11",,* .... - •• .,= __ ~ _ ~= 

.. ".':.--.:----.::-=::-: ~‘ε""-‘ζr、

.. " '~，. ‘3-ev--→=:" 11 
Pl;y‘τ 7I...，....i"l7~ 

7' 'jr’χt:..，’ 7ζ)Z"‘샤Z? 
~C-;- -'~-7r '''1Ir./→γ 

f"=_ν’‘-‘-
/’'1- ..-，.';.~ι 

카， -써i 

〔
니
니
 

--



토마스 제퍼슨의 자연 과 조경 57

<그림 9> 몬티첼로 정상부 정원 아래쪽의 숲 grove. 제퍼슨이 국 풍경식 경 을 참조로 하여 버지니아 기

후여건에 맞춘, 정원과 자연(숲) 사이의 간 지  경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에 그가 직  잡은 

자신의 묘소도 이 그로  안에 치하고 있다. (2009. 5. Ⓒ 성종상)

행 이기도 했다. 생산 내지 경제성을 넘어 도덕  윤리와 종교  실천의 시각까지 포 하고 있

는 제퍼슨의 농업 은 연방정부보다는 자치주의 독립자 농을 기반으로 한 농업국가에의 비

으로 연결되어 있다.

농업에 한 그의 생각은 정치  신념만이 아니라 개인  삶의 지향이기도 하 다. 몬티첼로

에서 지낸 1870년 에 제퍼슨이 쓴 편지들에는 자신의 삶을 그  단순한 농부로 묘사한 것이 많

다. 그 곳에서 그는 농사에 한 자신의 생각들을 실제로 땅 에 실험해보고 용하는 데에 열

하 다. 스스로를 버지니아 주 내에서 ‘가장 열렬한 농부 most ardent farmer'라고 할 만큼 농업

에 매진하면서 농법과 기술을 고안해 내기도 하 다. 흙의 항을 감시키는 쟁기를 발명하

여 랑스 농업단체로부터 수상한 것이나, 땅의 윤작 농법을 실시한 것,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해 등고선 경운방식을 채택한 것20) 등은 모두 그 같은 농부로서의 고민을 통해 탄생한 것들

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발 시키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주 의 여러 사

람들과 지속 으로 소통하고 력함으로써 완성도와 효용성을 높여 나갔다. 몬티첼로의 흑인노

들도 자신들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목공, 벽돌공, 장장이 등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

면서 각자 특정 분야의 문가로 성장하여 나 에는 강력한 공동체  기술집단을 구성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들 기술 집단이 몬티첼로는 물론 포 러 포 스트 건축에 요한 역할을 수행하

던 것은 순 히 그 덕분이다.

농업이 자신을 포함한 가솔들의 생계유지를 한 필수  경제행 다면, 정원일은 보다 개인

20) 이 등고선 경작법을 최 로 개발한 이는 제퍼슨의 사  Thomas Mann Randolph Jr.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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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가족 심의 심사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퍼슨의 정원에서 유의해야할 은 그

것이 단순히 장식이나 미, 는 휴식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앞서 언 한 것

처럼 그의 정원은 지역 자생종과 수입종을 포함하는 다양한 식물들의 시험재배지 다. 실용과 

미, 그리고 자신의 이상까지도 정원에 투 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정원에서 읽어 낼 수 

있다. 몬티첼로 정상부 아래 숲 지역인 그로  grove는 제퍼슨이 지역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지

역의 자연경 을 재구축해 낸 사례에 속한다. 정원 역의 외연부 아래 측에 조성되어 있는 그

로 는 키 큰 나무로만 구성된 숲이다. 키 큰 나무의 수 부를 정리하면서 그 하부 잡목과 본

류를 깨끗이 쳐 낸 것이다. 체 으로 자연에 가까운 상태의 수종으로 구성된 숲이지만 하부가 

정리되어 있으니 보기에 단정하고 여름철에 들어가 거닐기도 좋다. 햇볕이 “거의 수직으로 내리

어서 그늘이 그야말로 천국(Elysium)”21)이라고 한 버지니아의 뜨거운 햇볕 조건에 안성맞춤인 

숲인 것이다. 국 자연풍경식 정원의 연출기법과도 무 하지 않을 이 그로 는 국 목가  풍

경과 비교할 수 있는, 제퍼슨에 의한 버지니아식 자연풍경의 연출이라 할만하다.

4. 가족생활  사회화의 매개로서의 식물과 정원

제퍼슨에게 있어서 식물은 단순한 자연물 그 이상이었다. 그는 식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친교

하고 우정을 나 기를 즐겨했다. 식물과 정원 가꾸기는 다른 사람과 인간  교감을 나 는 통로

이기도 하 다. 그리하여 그는 이웃이나 친지들과 자주 종자, 구근, 과실을 교환하기를 즐겼으

며, 딸과 손녀가 화단에 심을 보이지 않거나 소홀히 하거나 하면 엄하게 질책하곤 하 다. 딸

이나 손녀들과 함께 정원에서 만개한 꽃들의 아름다움 ― 냄새, 형체, 색의 배합과 비 등을 찬

미하고 토론하기를 즐긴 데22)에서 정원을 통해 가족 간의 화목을 꾀하고자 한 그의 의도를 엿

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몬티첼로 건물과 정원은 당시 국내외로부터 자신을 찾아 온 손님들

을 만나는 공식 비공식 견소 다. 몬티첼로는 그의 사 라기보다 당시 미국의 정치 사회  사

랑방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방문자들23)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방만 43개나 되는데다

가 몇몇 방은 아  특정인의 이름으로 명명24)되어 있을 정도로 몬티첼로는 찾아오는 손님으로 

21) 제퍼슨이 1806년 7월, Washington의 William Hamilton에게 쓴 편지 . Cheuked, 2002: 14에서 재인용.
22) 그의 손녀 Ellen Randolph Coolidge는 당시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When the flowers 

were in bloom, and we were in ecstasies over the rich purple and crimson, or pure white, or delicate lilac, or 
pale yellow of the blossoms, how we would sympathize in our admiration, or discussion...new groupings and 
combinations and contrasts. Oh these were happy moments for us and for him.”

23) 몬티첼로에는 “부자, 열정을 가진 이, 군인, 엔지니어, 법률가, 의사, 청교도, 신부, 의회의원, 외교 , 인
디안 변인, 여행가, 술가, 친구 등등 미국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나 외국에서” 찾아온 손님으로 항

상 넘쳐 났다. Peterson, Merrill D. ed., Visitors to Monticello, University Press of Virginia(September 1, 
1989). pp. 1-5.

24) 몬티첼로에는 ‘Abbé Correia의 방’과 ‘Madison의 방’처럼 손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방이 두 개 있다. 둘 

다 제퍼슨과 친했던 이로서 몬티첼로와는 각별한 인연을 지닌 사람들이다. 포르투칼 외교 인 Abb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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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아카데미칼 빌리지의 정원. 교수와 학생들의 일상 인 휴식은 물론, 계 로 크고 작은 이벤트

가 펼쳐지는 곳이다. (2009. 8월/ 5월. Ⓒ 성종상)

항상 붐볐다. 그의 손녀 기억에 의하면 많을 때는 하루 50여 명의 손님을 하기도 했다고 하

니, 제퍼슨이 약 150km 떨어진 곳에 자신의 은신처로 Poplar Forest를 따로 마련한 이유도 짐작

할 만하다. 멀리 불루릿지 Blue Ridge 산맥이 조망되는 북측 테라스나 넓은 정원, 그리고 순환 

산책로 등은 제퍼슨이 몬티첼로를 찾아 온 손님들과 즐겨 찾아 토론하며 친교를 나 곤 하던 곳

이다. 정원일과 농사에 한 애착과 자부심이 강했던 제퍼슨에게 있어서 정원은 마음에 맞는 지

인들과 기꺼이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나 기에 격이었을 것이다. 

정원의 사회  의미라고 볼 수 있는 이 같은 면모는 보다 공 인 버지니아 학 아카데미칼 

빌리지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앞에서 이미 언 한 로 앙 잔디밭 the Lawn은 교수와 학생

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이외에 크고 작은 다양한 이벤트가 연  펼쳐지고 있다. 특히 졸업식을 비

롯한 주요 행사는 매년 이 곳에서 벌어지는 등 사실상 학의 상징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 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다. 좌우 날개동 뒤에 놓인 모두 10개의 정원들도 아카데미칼 빌리지에 거

주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의 휴식과 산책은 물론 가든 티 등의 크고 작은 이벤트가 계 별로 

일어나는 곳으로서 학 내 최고의 명소로 이름이 나 있다.

그의 정원과 원  련 기록을 모은 책 Garden Book의 편지  속에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정

José Correia da Serra는 당시 국제 으로 명했던 과학자 는데 몬티첼로는 7년간 7번이나 방문하 다

고 한다. ‘당 에 가장 배운바가 많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그에게 끌린 제퍼슨이 자신의 가족 

외 인물로서는 유일하게 아  몬티첼로로 와서 지내라고 제안할 정도로 그는 지  수 으로나 기호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1층에 있는  다른 방 이름의 주인공은 제퍼슨의 친구이자 바로 뒤를 이어 

통령이 되었던 매디슨 James Madison이다. 몬티첼로에서 불과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그

는 정치 으로 제퍼슨과 비슷한 신념을 지니고 있어서 둘은 자주 만나 의견을 나 었다. 특히 제퍼슨이 

아내와 사별한 이후 통령직을 수행할 때에는 매디슨의 아내가 그 역할을 행하기도 하고, 제퍼슨의 

딸들한테 소소한 것을 직  챙겨주기도 할 정도로 두 집안 간에는 각별한 계를 유지하 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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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의 련성을 보여주는 목도 있다. 즉, 그는 이웃 농부들과 매년 가 가장 먼  배를 수확

하는 지를 내기하여 우승자가 녁 만찬을 내며 티를 하는 것을 제안하여 시행(Hatch, 1992: 

14)하기도 하 다. 정원이 이웃 공동체 사이의 유 를 강화시키는 매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기

도 한 것이다. 

V. 마무리를 신하여

한 인간의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여럿이다. 독일의 명한 시인이자 작가인 헷세는 평

생 이사 가는 집마다 정원을 가꾸면서 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고, 생을 마감하는 길목

에서 퇴계 이황이 염려했던 것은 애써 기르던 매화 다. 이 은 미국의 민주주의 기 를 닦은 

인물로 평가되는 토머스 제퍼슨의 삶에서 자연과 조경에 한 면모를 정리해보고자 시도한 

이다. 명한 인물의 삶의 족 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단면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의 국가  기 를 닦은 인물로 평가되는 그가 지닌 자연 과 

조경 을 살펴 으로써  미국조경의 뿌리를 이루는 한 가닥 유 자를 찾아 보고자하는 의

도가 없지 않았다.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와 무 하지 않은 특징으로서 그가 지녔던 자연과 

조경에 한 생각과 업 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제퍼슨은 자연을 지 능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로서 합리 인 질서로 작동되고 있는 것

으로 이해하 다.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작동되는 질서는 그러므로 신성의 완벽한 표 이며, 이들 

과학 법칙을 발견하고 용함으로써 인간 조건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 따라 자연은 

인간 이성으로 탐구하여 지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상 역이면서 동시에 소용 가치를 찾

아야할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그런 에서 그가 평생 동안 찾아내고 발명한 수많은 방식이나 기

구는 농부 내지 정원사로서 땅을 일구고 정원을 가꾸면서 그가 과학  탐구와 실험으로 찾아낸 

해법들인 것이다. 지 도 그 모습을 잘 보 하고 있는 버지니아 학의 아카데미칼 빌리지와, 

그의 사  몬티첼로와 포 러 포 스트에서는 그와 같은 그의 합리  사유와 과학자  탐구심

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에서 특히 원 와 정원 분야에서 제퍼슨이 남긴 족 은 입지선정에서부터 공간의 구조

와 그에 의한 경 의 연출, 그리고 개별 요소의 배치와 재식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발

견된다. 고 주의  척도와 비례의 미학을 근간으로 하되 상지의 조건을 감안하여 하나의 통

합된 경 으로 이끌어낸 데서 우리는 그의 조경가  자질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국 풍경식 정원 양식을 취하여 엄정한 건축  질서에 비시키는 그의 충 미학

에서는 그 만의 탁월한 미  감각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자연 과 조경 이 있게 한 이면으로서 그가 꿈꾼 이상과 욕망, 그리고 그것이 결과 으

로 그의 조경작품들에 구 된 양상 등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지면 계상 다음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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