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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ing
Their 
Gardens
Founded in 1670 to grow medicinal plants, the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is staying true to its roots, 
providing courses in herbology, botanical illustration, 
garden design and garden history.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의 온실 
A greenhouse at the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약초와 세밀화 
연구소,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 
약초를 재배하기 위해 1670년에 개원한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은 

창립 이념을 바탕으로 약용 식물 연구, 식물 세밀화, 정원 설계와 

역사 등 식물학과 원예학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World Academies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66    
MORNINGCALM

‘약용 식물 연구 과정’ 학과장 캐서린 콘웨이페인(왼쪽 페이지,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약용 식물 연구 과정 수업(아래, 오른쪽).

Course director Catherine Conway-Payne, second from right, guides 
students in the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s (RBGE) herbology 
course (opposite), which teaches traditional remedies (below, right).

이곳은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 내 실험실이다.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 줄지어 놓인 작은 유리잔 10여 개에 진갈색 액체를 

몇 방울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린 뒤 각 잔에 물을 가득 채웠다. 

썩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이 혼합액을 몇 모금 마신 한 학생이 

이렇게 평했다. “구강 청결제 같은 맛이네요.”

이 혼합액은 바질 팅크처로,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약초 요법 전문가 앨리 허치코바의 설명이다. 

허치코바는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에서 운영하는 전문 교육 과정 

중 하나인 ‘약용 식물 연구 과정’을 수료한 뒤, 약초 요법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현재 에든버러에서 지역 클리닉을 운영 중인 그녀는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의 약용 식물 연구 과정 중 허브 팅크처 

제조 강의를 하고 있다. 

미국 허벌리스트 협회의 공인을 받을 정도로 실력을 

갖췄지만, 치료법 개발이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고 털어놓았다. “송진으로 구강 청결제를 만들고 싶었는데, 

찐득거리는 점성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처 

부위 소독제로는 아주 훌륭한 약재죠.” 허치코바가 웃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그녀는 송진 대신 갓 딴 솔잎을 잘게 썰어 

알코올과 물에 우려내는 팅크처 제조법을 가르치는 중이다. 

A few drops of dark brown liquid are dribbled carefully 

into a dozen shot glasses lined up along an old wooden 

laboratory table at the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RBGE). Then, each glass is topped up with water. Sipping 

the unpromising-looking mixture, one student renders a 

verdict: “It’s like mouthwash.”

The concoction is a basil tincture, which medical 

herbalist Ally Hurcikova explains is good for treating 

respiratory problems like colds. Hurcikova, who 

completed the RBGE’s herbology program a few years 

ago — one of a dozen professional courses it offers — now 

runs a community clinic in the Scottish capital. She’s come 

back to the RBGE’s herbology course for a day to give a 

lecture on making herbal tinctures.

While her skill is recognized by the American Herbalists 

Guild, Hurcikova admits that occasionally an idea for a 

new treatment doesn’t quite go to plan. Passing around a 

sticky-looking paste of pine resin in a small jar, she laughs. 

“I wanted to use this as a mouthwash, but it gets this 

약용 식물 연구 과정은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의 개원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은 스코틀랜드 최초의 약초 

재배원으로, 1670년 두 명의 의사가 설립했다. 오늘날 학생들이 

관리하는 약초 재배지가 식물원 내에 있기는 하지만, 이곳 교육 

과정의 핵심은 야생에서 약초를 채취하는 것이다. 많은 약초 요법 

전문가들은 야생에서 직접 약초를 캐 봐야 각종 약초의 ‘기운’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프랑스에서 온 생태학자 산드라 누스바움은 야생에서 채취한 

생화를 ‘마법의 약’이라고 표현했다. “지금처럼 자연과 일체감을 

느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꽃의 진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재랍니다. 햇살이 화창한 날, 야외로 나가 꽃을 꺾어 물잔에 

담아 두면 꽃이 자체적으로 품고 있는 온기로 인해 진액이 물에 

저절로 우러나게 됩니다.”

약초 요법 전문가이자 약용 식물 연구 과정 학과장을 맡은 

캐서린 콘웨이페인에 따르면 약초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이라면 약용 식물 연구 수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한다. 

그녀는 “학생들이 자연과 유대감을 느끼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한다”며 

“토종 약초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을 널리 알리고 나누는 

데 열정을 쏟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acky texture so it’s no good for that. It is good for cleaning 

wounds, though.” Instead of the pine resin, she teaches 

the class to make a pine tincture, finely chopping freshly 

gathered pine needles to infuse in alcohol and water.

The herbology course carries on the RBGE’s original 

mission. The garden, the first of its kind in Scotland, was 

founded as a physic garden by two medics in 1670 to 

cultivate healing plants. While today’s students tend a few 

medicinal herb beds here, a key part of their course is to 

forage in the countryside. Many herbalists believe foraging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medicine-making because it 

allows them to meet the plants’ “spirits” in the wild.

Foraging for flowers is a “magical, gentle medicine,” 

says Sandra Nussbaum, a French ecologist. “I’ve never 

been as connected to nature as I am now.”

Course director and medical herbalist Catherine 

Conway-Payne wants students to feel engaged with the 

natural world, aware of the need to use plants sustainably 

and keen to share their knowledge of “our botanical legacy 

and the old remembered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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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과학 사이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이 운영하는 또 다른 

교육 과정 중 하나가 ‘식물 세밀화 과정’이다. 현미경과 나뭇가지, 

그리고 종이를 활용하는 이 수업에서는 신입생에게 기본인 예술 

감각을 바탕으로 정교한 과학적 모사 능력을 키운다. 

영국 노섬벌랜드의 앨런데일에서 온 앨리슨 커츠는 원래 생체 

역학 연구를 하다가, 직접 그린 식물 세밀화를 미술관에 전시해 

팔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곳에 등록했다. 커츠는 컬러 차트를 

찬찬히 살펴본 뒤 너도밤나무의 색과 정확히 일치하는 색연필을 

찾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미술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결국 

과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이곳의 식물 세밀화 과정을 택한 이유는 

과학자들과 함께 작업할 기회가 많은 예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커츠는 이등분한 너도밤나무 열매의 세밀화를 보여 주며 식물을 

해부 관찰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덧붙였다.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의 식물학자 그레그 케니서는 

교실 수업과 식물원 현장 수업에서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에 

답함으로써 학생들이 식물을 관찰한 뒤 과학적으로 모사할 

때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돕는다. 새로운 종(種)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이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줄기가 없이 거대한 꽃대가 높이 자라는, 일명 ‘시체꽃’이라 

불리는 ‘타이탄 아룸’은 활짝 핀 꽃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종이다. 

AN ART AND A SCIENCE A second program the RBGE 

offers is a two-year course in botanical illustration, which 

combines strong artistic flair — vital for entrants — with 

precise scientific recording skills.

Alison Cutts used to do biomechanics research. Now 

she hopes to sell her botanical illustrations in art galleries. 

Sifting through color charts to help match her colored 

pencils to the exact shades of a beech tree, she says, “I 

wanted to go to art school but ended up doing science. I 

chose this [course] because we’re working so much with 

scientists.” Cutts adds that she loves doing dissections, 

indicating a meticulous drawing of a halved beechnut.

RBGE botanist Greg Kenicer says that students must 

meet rigorous standards for officially recording plants, a 

key skill, as new species are still being discovered.

One species hardly ever seen in all its glory is the titan 

arum, the world’s largest unbranched flowering plant, 

which can reach 3m tall. It’s renowned for the rarity of its 

blooms and notorious for its corpselike stench, and when 

the RBGE’s specimen bloomed last year it drew crowds. 

학과장인 재키 페스텔이 다른 세밀화가 두 명과 실물 크기의 

타이탄 아룸 세밀화 시리즈를 완성한 덕분에, 이 인도네시아 

고유종을 실물로 보지 못한 이들도 지금은 언제든 그 생김새를 

관찰할 수 있다. 페스텔은 3미터에 달하는 이 식물을 그리기 위해 

탁자 위에 올라서서 작업해야 했다고 말했다. “완벽한 개화의 

순간은 단 하루밖에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작업이었죠.”

직물 디자이너에서 미술 교사로 인생의 길을 바꾼 페스텔은 

식물 세밀화 교육 분야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다. “식물 세밀화의 핵심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꽃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약간 

다르죠.” 학생들은 세밀한 관찰법과 함께 잎과 꽃의 형태만이 

아닌 전체 식물의 정확한 구성 요소를 기록하는 법을 배운다.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은 약용 식물 연구와 식물 세밀화 과정뿐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유명 정원을 다루는 ‘정원 역사 과정’,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용 녹지 등 특수한 용도의 정원 조성법을 

가르치는 ‘정원 설계 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약초 재배원을 옛 

모습 그대로 조성하고 약초학 대학원 과정 개설을 계획하는 등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의 창립 이념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글 줄리아 호턴 사진 콜린 해터즐리

Course director Jacqui Pestell worked with two other 

artists on a series of life-size illustrations so that anyone 

unable to admire the Indonesian plant in the flesh can 

see what it looks like anytime. Pestell, the recipient of an 

MBE for her educational work in botanical illustration, 

says, “The key thing in botanical studies is representing 

exactly what is there to describe that species. It’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just doing a flower painting.” Students learn 

close observation, recording not just the shape of leaves 

and flowers but accurate composition of the whole plant.

In addition to herbology and botanical illustration, the 

RBGE offers long-term courses in garden history, which 

covers renowned Scottish gardens, and garden design, 

which teaches how to create gardens with specific aims, 

such as therapeutic green spaces for dementia patients. 

There are also hopes of recreating the original physic 

garden and starting a postgraduate course in herbal 

medicine, taking the RBGE closer still to its 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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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식물 세밀화 과정’(왼쪽)은 예술적인 재능과 과학적 

모사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다(위, 오른쪽 페이지).

The RBGE also offers a two-year course in botanical illustration (left). 
The course requires students to marry artistic flair with precise 
scientific recording skills (above, oppo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