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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thorpe 
Manor

Winter 
Wonder
In Yorkshire, England, Eddie Harland has 
designed a sensational garden surrounding 
Littlethorpe Manor, which even in the 
depths of winter is packed with color, 
texture, scent and structure.

영국 중부 
리틀소프 매너 
겨울 정원
가든 디자이너 에디 할런드가 설계한 잉글랜드 

요크셔 지방의 ‘리틀소프 매너’ 정원은 한겨울에도 

매력적인 색감과 질감, 풍성한 향기와 근사한 

구조물로 빛나는 곳이다. ‘대지에 구현한 신의 공간’ 

세계의 정원 시리즈 제176편, 리틀소프 매너 이야기.

World Gardens Littlethorpe Ma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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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양식의 파빌리온은 리틀소프 
매너의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다. 

The classical-style pavilion next to  
the garden’s lake is part of John 

Thackray’s vision of a mini-Arcadia.

자갈길에 들어서자 가지런하게 다듬은 회양목 울타리와 

가지를 엮어 만든 서어나무 울타리가 양옆으로 늘어서 있다. 

서어나무의 적갈색 잎새가 산들바람에 바스락대는 소리를 

들으며 진입로를 따라가니 이윽고 ‘리틀소프 매너’ 저택이다. 

현관문 앞에는 투명한 유리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리구는 물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 더욱 황홀감을 

자아낸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정형적 디자인이 멋진 조합을  

이루어 낸 이 풍경은 전체 정원의 예고편과도 같다.

존과 크리스틴 새크레이 부부가 1985년 리틀소프로 이사를 

왔을 때 이곳의 정원은 저택까지 이어지는 잔디밭과 큰 나무가 

자라는 대정원, 원래 텃밭과 과수원이 있던 울타리 정원이 

다였다. 대성당이 있는 노스요크셔의 소도시 리펀 외곽에 자리한 

리틀소프 매너는 18세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건물로 부부는   

이 저택의 역사와 위엄에 어울리는 정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초기 작업은 대정원에 나무를 심고 작은 호수를 파는 

일이었다. 그러다 1998년에 가든 디자이너 겸 정원사 에디 

할런드가 합류하면서 정원은 어엿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존은 정원에 자그마한 목가적 이상향, 즉 리틀소프 매너가 

지어질 당시에 큰 인기를 끈 영국식 풍경 정원을 구현하고 

싶었다. 영국식 풍경 정원은 사방으로 펼쳐지는 경치, 고대 그리스 

로마 사원의 재현, 지역에 서식하는 나무로 조성한 숲이 특징이다.  

“처음 이곳에 와서 정원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렸어요. 호수 

건너편에는 고전적인 양식의 파빌리온을 구상했죠. 파빌리온이 

정원의 중심축이 되어 줬습니다.” 할런드의 설명이다.

큰 그림 아래 저택을 둘러싼 4만 4500제곱미터의 부지는 

각기 다른 설계와 식재 양식을 도입한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변신했다. 각각의 공간은 벽돌, 요크셔 사암, 자갈 같은 단단한 

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깔끔하게 단장한 서어나무와 

주목, 회양목 울타리를 정원 곳곳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연결했다. “제가 산울타리를 참 좋아해요.” 할런드가 웃으며 

말했다. “여름에는 웃자란 부분을 다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요. 그래도 수고하는 보람이 있죠. 특히 겨울에는 

잘 다듬은 산울타리가 정원을 구획하는 뼈대가 된답니다.”

한편 크리스틴은 고국인 노르웨이의 전통을 살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하여 일 년 

내내 아름다운 정원을 이곳 요크셔에 재현하는 작업이 할런드 

설계의 핵심이 되었다. 선명한 형태의 토피어리, 정원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여러해살이풀과 초본, 늘 푸른 호랑가시나무와 

담쟁이덩굴, 곧은 기둥처럼 자라는 서양주목, 그리고 신선한 

열매가 잘 맺히도록 매년 가지치기를 하는 라임나무 등은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겨울의 낭만적 정취를 더한다.

A gravel driveway, framed by neatly clipped box hedging 

and pleached hornbeams, whose rust-colored leaves 

rustle gently in the breeze, sweeps toward the gleaming 

white Littlethorpe Manor. In front of the entrance,  

a transparent globe water feature sparkles. The eye-

catching focal point looks especially magical on an icy 

winter’s day when the flowing water freezes. This fabulous 

mix of contemporary and formal garden design gives   

a hint as to what lies beyond.

When John and Christin Thackray moved to Littlethorpe 

in 1985, the garden consisted of little more than grass 

running right up to the house, parkland with some mature 

trees and the original walled garden, which was once 

used for growing fruits and vegetables. The house, on the 

outskirts of the cathedral city of Ripon, dated back to the 

18th century, and the new owners felt it needed a garden to 

match its grandeur. The Thackrays initially worked on the 

parkland, planting trees and digging out a small lake, but it 

wasn’t until 1998, when they hired designer and gardener 

Eddie Harland, that the garden truly started to take shape.

John wanted to create a mini-Arcadia, a nod to the 

English landscape gardens so popular at the time 

Littlethorpe Manor was built. Those gardens had been 

characterized by sweeping vistas, re-creations of ancient 

Greek or Roman temples and clusters of trees mirroring 

those growing in the countryside. “I drew up a master 

plan when we first came here, and that included building 

a classical-style stone pavilion on the other side of the 

garden beyond the lake, which formed the central axis of 

the garden,” explains Harland.

The 44,500sqm of land around the house have since 

been transformed into a series of separate spaces with 

a variety of different designs and planting styles, each 

connected by the repeated application of the same hard 

landscaping — bricks, Yorkstone and gravel — and the 

architectural hornbeam, yew and box hedging that can be 

seen throughout the garden. “I’m very keen on hedging,” 

Harland says with a smile, “but I do spend most of the 

summer trimming them to keep the sharp lines. It’s  

worth all the effort, though, particularly in winter, as they 

give the garden such a strong framework.”



선명한 형태의 토피어리와 정원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여러해살이풀,  

그리고 초본이 겨울의 정취를 더한다.

The strong shapes of topiary  
and the skeletal structures of 

perennials and grasses add  
winter interest wherever you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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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철 푸른 포르투갈월계귀룽나무는 
침상원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This Portugal laurel, 
an evergreen, is one of the 
highlights of Littlethorpe 
Manor’s Sunken Garden.

사계 정원 “늦여름과 가을에 개화하는 여러해살이풀과 초본이 

많아요. 이삭과 줄기가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식물이죠. 게다가 

초봄까지 그 상태로 두면 야생 동물이 요긴하게 활용해요. 곤충은 

수풀 속에서 추위를 피하고, 새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겨울날 서리가 살짝 내려앉은 풍경의 운치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죠.” 할런드의 자랑 섞인 설명이다. 

2008년, 새크레이 부부와 할런드는 겨울 정원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는 겨울이 긴 편이라 겨울철에 빛나는 식물을 심어야 

해요. 계절감이 느껴지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새크레이 부인의 

생각과도 잘 맞아떨어졌고요. 정원 투어도 운영하는데, 겨울 

정원이 있어서 일 년 내내 투어가 가능해요.” 할런드의 말이다. 

“1980년대 후반에 새크레이 부부가 대정원 아래쪽 구석에 

히말라야자작나무 몇 그루를 둥근 대형으로 심어 놨는데, 

거기서 겨울 정원의 영감을 얻었어요.” 할런드가 겨울 정원에 

관한 설명을 이어 갔다. 그는 줄기가 하얀 자작나무 숲 주변에 

여러 갈래의 오솔길을 내어, 줄기에서 계피색 광택이 나는 

개살구나무와 벚나무 사이사이를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들거리는 구릿빛 잎이 달린 너도밤나무 산울타리와  

더불어, 가지의 선명한 색상이 인상적이고 이름마저 따듯한  

‘미드윈터 파이어’ 같은 층층나무도 정원에 색감과 구조감을 

더한다. 또 색색의 가지를 드리운 버드나무 역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달랑거리는 꽃차례를 내보인다. 

키 큰 나무 사이로 겨울 정원의 하이라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겨울에 꽃을 피워 사방으로 향기를 퍼뜨리는  

서향나무, 괴불나무, 조록나무 같은 관목이다. 발밑에는  

꽃돌부채, 큰꿩의밥, 겨울에 개화하는 헤더류인 ‘에리카  

카르네아’ 등 다양한 지피 식물이 마치 카펫처럼 깔려 있어 

형형색색의 나무줄기를 돋보이게 하는 한편 잡초의 난립을 

억제한다. 또한 스노드롭, 노랑너도바람꽃, 크로커스 등  

일찍 개화하는 구근 식물이 눈 덮인 땅을 뚫고 피어난다. 

“2010년에는 겨울 정원을 넓혀 겨울 수목원까지 만들었어요. 

분홍색, 흰색, 초콜릿색 자작나무를 비롯해 혈피(血皮)단풍과 

사피(蛇皮)단풍 같은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겨울에 잎이 다  

지고 난 이후에 나무껍질의 고유한 색감과 질감이 드러나  

무척 아름답죠.” 할런드의 말이다. 놀랍게도 이 완벽한 정원은   

단 세 명이 관리한다. 바로 할런드와 그의 아내이자 정원사인 

미셸, 그리고 2006년에 관리 팀에 합류한 티나 켄들이다. 세 

사람의 부지런한 손길과 세심한 관심, 그리고 정원주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한때 텅 빈 캔버스와도 같았던 리틀소프 매너는   

일 년 중 가장 추운 겨울에도 생기 넘치는 근사한 안식처로 

변신할 수 있었다.  글 루이즈 컬리 사진 리처드 블룸

SEASONAL SPLENDOR For Christin, celebrating the 

changing seasons was an important part of her Norwegian 

heritage, so creating a garden in Yorkshire that looked 

good year-round was key to Harland’s design. Throughout 

the garden, the strong shapes of topiary, the skeletal 

structures of perennials and grasses, evergreens like 

holly and ivy, upright columns of Irish yew and the colorful 

branches of lime trees, specially pruned to produce fresh 

new growth, add winter interest wherever you walk.

In 2008, the Thackrays and Harland decided to create 

a winter garden. “Because winter can be so long, it’s nice 

to have plants that look good at that time of year, and it fit 

with Mrs Thackray’s ideas for a truly seasonal garden. We 

also run tours of the gardens, so it gives us the opportunity 

to do these throughout the year,” says Harland.

“The inspiration for the winter garden started from 

a circular copse of Himalayan birches that had been 

planted in the late 1980s by Mr and Mrs Thackray in a 

bottom corner of the parkland,” Harland adds. Around 

these white-stemmed birches he designed winding paths 

through areas planted with Manchurian and Tibetan 

cherries, with their glossy, cinnamon-colored trunks.

The coppery foliage of the beech hedging adds color 

and structure, as do the blocks of dogwoods with their 

vibrant stems. Willows, too, provide colorful branches, 

and dangling catkins emerge as winter segues into spring. 

Planted in between are seasonal highlights — winter-

flowering shrubs such as daphnes, honeysuckles and 

witch hazel that fill the air with their intoxicating scents. 

Underneath, there’s a carpet of ground-hugging plants 

that set off the colorful stems and also suppress weeds. 

“In 2010, we extended this area to incorporate a winter 

arboretum, planting it with trees such as pink-, white- 

and chocolate-colored birches and both the paperbark 

and snakebark maples, which look at their best when the 

leafless winter branches show off their colorful, textured 

bark,” says Harland. With hard work, attention to detail, 

Harland’s vision and the owners’ support, a blank canva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truly stunning horticultural 

haven that lifts the spirits even at the coldest time of the 

year.  By Louise Curley Photographs by Richard Bloom



겨울 정원은 대정원 아래쪽 구석에  

둥근 대형으로 심은 히말라야 

자작나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

The inspiration for the winter 
garden began with a circular copse 

of Himalayan birches planted in  
a bottom corner of the park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