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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國文提要】

강남지역 사찰은 서진(西晉) 시  창건 때부터 강남 지역의 山水文化(산수시, 

산수화, 산수유람 등), 그리고 강남 원림문화와 관련성이 있었다. 삼국 시 (三國

時代) 이래 우리의 선사들과 중국 강남 전통 사찰과의 빈번한 교류를 비추어 볼 

때,양국 사찰의 경관은 상호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점에서 볼 때, 중국 

강남 지역 전통 사찰의 경관에 한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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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호수경관으로 정자사, 산간경관으로 호구사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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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전통 사찰에 축적되어 있는 사 부와 선사들의 시문을 통해 선적 공간으로

서의 사찰이 어떻게 심미적 공간과 결합하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강남의 전통사찰 관련 시들은 사찰의 물리적 구조물보다는 경관의 경지에 

하여 노래하 다. 즉 시각을 통해 볼 수 있는 경관 외에, 시각과 청각이 융합된 

경관, 더 나아가 사찰의 텅 빈(虛空) 세계를 표현하려고 노력하 다. 둘째, 강남 

사찰에 나타난 경관은 불교적 체험과 심미적 체험이 하나로 통합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강남 전통사찰 관련 시들은 물질경관 외에도 사찰의 풍경과 종소리 등 非물

질경관, 더 나아가 산수 의경(意境)과 불교적 선경(禪境)을 표현하 다. 즉, 실제 

사물의 표상을 축적한 뒤 이것을 감정을 가진 의상(意象)으로 전환시켰으며, 결국

은 선경(禪境)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묘사하 다.

총괄하면, 강남 지역 전통사찰은 공간을 통하여 불교적 이치를 구현하기도 하

고, 불교적 이치를 심미공간에 투여하려고 하 다. 

I. 서론

중국 강남지역1) 전통사찰은 우리나라 사찰의 창건과 종파 성립에 깊은 향을 

미쳤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원광(圆光)과 고구려 파약(波若)은 천

태산에서 법화지관(法華止觀)의 교리를 학습하여 국내에 전파시켰고, 보타낙가산의 

사찰은 洛山寺 등 국내 관음신앙 및 사찰 조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고려의 지종

(智宗) 선사 등 36명은 항주(杭州) 서호(西湖)의 혜일 명원(慧日永明院)에서 법

안종(法眼宗)을 학습하 고, 의천(義天)은 항주 혜인사(慧因寺)에서 현수교법(賢

首敎法)을 전수하 으며, 태주(台州) 국청사(國淸寺)와 호주(湖州) 천호암(天湖

庵)에서 임제종을 전수받았다.2) 따라서 강남 지역 사찰은 종교 외에도 우리나라 

 1) 江南은 역사 문화적으로 보면, 춘추전국시  이래 오국(吳國)과 월국(越國)의 통치 

역이었고, 행정구역으로는 중국 동남부 江 省, 浙江省, 安徽省 남부와 그리고 福建省 

북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온화한 기후와 지리적인 이점으로 산수 환경이 우수하고,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의 발달로 명청 시  경제적 중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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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사찰의 인문경관에도 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사찰은 체로 산수자연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속세의 번뇌를 

멀리하거나 극복하여 불교적 교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찰은 입지와 주변의 경관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사찰은 주변의 자연

적인 입지 조건 외에도 이를 가공하거나 경 하여 경관을 조성하 다. 이런 연유로 

중국의 전통사찰은 종교적 장소이면서 하나의 심미적 공간이기도 하여, 중국원림학

계에서는 황가원림(皇家園林), 사가원림(私家園林)과 함께 사찰원림을 3  원림으

로 분류하고 있다.3)

특히 중국 강남 지역의 사찰은 창건되기 시작한 서진(西晉, 266~316) 시 부

터 이 지역에서 발원한 산수문화(산수시, 산수화, 산수유람 등)의 향을 받지 않

을 수 없었을 것이고, 州, 揚州, 杭州, 南京 등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사

가원림이 사찰의 경관 조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사찰의 경관은 사찰 전각의 건축 양식과 규모, 건물의 배치, 불

상의 조각과 안치, 사찰의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 담,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탑, 부도, 수목과 화초 등 식물 식재, 그리고 주변 산과 계곡 등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물질경관이 떠오른다. 그러나 사찰에는 물질경관 외에도 풍경과 종, 그리고 

목탁 소리 등 非물질도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더 나아가 이상의 두 가지 

경관 외에 사람들의 기억이나 느낌 혹은 산수 의경(意境)과 불교적 선경(禪境)이 

담긴 심상경관(心象景觀)도 존재하 다. 

예를 들면, 강남 사찰 중 항주 서호 주변의 정자사(淨慈寺), 오흥(吴 )의 道場

寺, 소주( 州)의 호구사(虎丘寺), 파(寧波)의 천동사(天童寺), 그리고 주산(舟

山)의 보타산(普陀山) 사찰 등은 물질경관뿐 아니라 주변의 팔경(八景) 혹은 십경

(十景) 등의 인문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팔경 등의 인문경관을 통하여 강남 지역 전통사찰의 의경을 추

적하려고 한다. 전통사찰의 의경은 종교적 체험이 심미적 체험과 하나가 될 때 가

능한 것이다. 金學智는 일찍이 스토로비치(Stolovitch)의 심미가치의 본질에 관한 

 2) 《三國遺事》 卷三 <三所觀音衆生寺>⋅<敏藏寺>⋅<前後所 利>⋅<洛山二大聖：觀

音⋅正趣>, 卷四 <義解>, 第五 <圓光西學>.

 3) 金學智 《中國園林美學》,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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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인용하여 ‘종교체험(宗敎體驗)과 심미체험(審美體驗)’이 심리구조상 공통성

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는4) 강소성(江 省) 상숙(常熟)에 있는 파산사(破山

寺)의 공심담(空心潭)과 공심정(空心亭)을 예로 들어 그 경지를 설명하 다. 공심

담과 공심정은 상건(常建 708~765)이 지은 <題破山寺後禪院>5), 유증(劉拯, 宋

代詩人, 11世紀)이 지은 <공심담(空心潭)>6) 시에서 따온 것이다. 이 시들은 우산

십팔경(虞山十八景) 중 ‘파산청효(破山淸曉 파산사의 맑은 새벽)’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고 하 다. 따라서 시들은 사찰이 추구하는 종교적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만든다고 하 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강남지역 사찰과 인문경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강남지역 전통사찰의 시간과 장소적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

리고 제3장에서는 강남 전통 사찰 중 바다경관으로서의 보타산 사찰, 호수경관으로

서의 정자사, 산간 경관으로서의 호구사에 담긴 경관의 의경을 추적하려고 한다.

Ⅱ. 강남지역 통사찰의 범

강남 지역 전통 사찰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4) 金學智 《中國園林美學》,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2000, 259-262쪽.

 5) <題破山寺後禪院(파산사 뒤 선원에 붙이는 시)>, 常建

清晨入古寺, 새벽에 고찰로 들어서니

初日照高林. 아침 해가 높은 숲을 비춘다.

竹[曲]徑通幽處, 나무 오솔길을 따라 그윽한 곳으로 들어가니

禪房花木深. 선방의 꽃과 나무가 무성하구나.

山光悦鸟性, 산의 푸른빛은 새들을 열락에 빠지게 하고

潭影空人心. 연못에 비친 그림자는 사람의 마음을 비우도록 한다. 

萬籁此都[俱]寂, 이 때 모든 소리가 정적에 감싸이고 

但餘钟磬音 종소리와 풍경 소리만 여운을 남긴다. (필자 번역) 

 6) <空心潭>, 劉拯

碧潭發幽石 벽옥 같은 연못에 숨어있는 돌이 들어나니 

瀟灑無纖塵 씻고 쓸어낸 듯 티끌 하나 없구나.

到此心已空 여기에 이르러 마음이 이미 비었으니

何用濯我纓 내 갓끈을 씻은 필요가 있으랴!(필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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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실마리는 오산십찰(五山十刹)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과 일본 학계에

서는 오산십찰에 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산십찰은 남송 가정(嘉定1208~1224) 시 , 사미원(史彌遠)이 강남지역 사찰을 

평가하여 등급화[品第]해야 한다는 건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산십찰

의 시행에 하여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원말 명초 시 의 宋濂(1310~1381)이었

다. 송염은 <住持净慈禪寺孤峰德公塔铭>과 <天界善世禪寺第四代觉原禪师遗衣塔

铭> 두 편의 塔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 다.7)

송염이 언급한 오산십찰에 하여 그 구체적인 위치와 명칭을 제시한 사람은 명

 중기의 전여성(田汝成1503~1557)이었다. 그는 《서호유람지여(西湖游览志餘)》

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嘉定間品第江南諸寺, 以余杭徑山寺, 錢唐靈隱寺⋅净慈寺, 寧波天童寺⋅(阿)

育王寺, 爲禪院五山. 錢唐中天竺寺, 湖州道場寺, 温州江心寺, 金華雙林寺, 寧

波雪竇寺, 台州國清寺, 福州雪峰寺, 建康靈谷寺, 州萬壽寺⋅虎丘寺, 爲禪院

十刹. 以錢唐上天竺寺⋅下天竺寺, 温州能仁寺, 寧波白蓮寺, 爲教院五山8).錢唐

集慶寺⋅演福寺⋅普福寺, 湖州慈感寺, 寧波寶陀寺, 绍 湖心寺, 州大善寺⋅
北寺, 松江延慶寺, 建康瓦棺(官)寺, 爲教院十刹.(田汝成 《西湖游览志餘》 卷十

四 《方外玄踪》)

위의 인용을 보면, 전여성은 오산십찰을 선원(禪院)과 교원(敎院)으로 나누었고 

지역별로 사찰의 이름을 열거하 다.9) 그러나 이것이 사찰의 등급제라는 것 외에 

등급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산십찰은 당 (唐代)에 명망 있던 선사에게 부여했던 장로(長 ) 제도를 계승

한 것이다. 남송 시  주지는 크게 시방주지제(十方住持制)와 갑을도제제(甲乙徒

 7) 오산십찰제도에 관하여 劉長東은 <宋代五山十刹寺制 論>(宗敎學硏究, 2004, 제2

기)에서 宋濂의 <住持净慈禪寺孤峰德公塔铭>, 《宋学士集》 卷40, 316쪽 <天界善世禪

寺第四代觉原禪师遗衣塔铭>, 《宋学士集》 卷25, 213쪽, 《四部丛刊》初编本, 上海：商

务印书馆1926年), 田汝成 《西湖游览志余》 卷十四 《方外玄踪》의 글을 인용하 다. 

 8) 田汝成은 ‘敎院五山’ 중 한 개 사찰의 명칭이 빠져있다.

 9) 선원과 교원을 합쳐 모두 총 30개의 사찰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명나라 홍무(洪武) 초

기(1368), 용상집경사(大龍翔集慶寺)를 천계사(天界寺)로 바꾸고 이 사찰을 오산의 

위에 두어 오산십찰을 총괄하도록 했기 때문에 총 31개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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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制)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시방주지제는 다시 칙차주지사(敕差住持寺)와 소

청주지사(疏請住持寺)로 나누는데, 오산십찰은 바로 칙차주지사로서 최고 등급을 

말한다.10) 요약하면 오산십찰은 남송 황실에서 주지를 임명하여 사찰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남송 시  이 제도를 시행한 배경과 성격에 하여 유장동(劉長東)의 다음과 같

은 언급을 참고할만하다. 

오산십찰제는 이상의 여러 제도와 마찬가지로 송  정치와 종교의 관계와 동일

한 문제에서 나온 것이다. 즉 선사의 등급은 본래 종단 내의 일이고, 등급은 본래 

종단 내의 지위와 향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조정에서 고하를 결정할 일이 아니

다. 그러나 오산십찰은 조정에서 등급을 정하고 관직화한 것이다. 부분의 사찰

이 강남 특히 수도와 주변도시인 임안(臨安, 오늘날 杭州)과 경원부(慶元府, 明

州, 오늘날 파의 은현鄞縣)에 있었으며, 효종(孝宗)⋅ 종(寧宗)⋅이종(理宗) 

시  황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11) 

위의 언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산십찰의 시행은 남송 효종(孝宗)⋅ 종(寧

宗)⋅이종(理宗) 시  황실의 종교에 한 정치적 배경과 관점의 변화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늘어나는 사찰에 비하여 사찰의 권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

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교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에 따

른 조치 다고 불 수 있다. 

또한 당시 강남 사찰은 수도 던 임안과 경원부에 집중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

인 수를 파악해 보면, 남송 시 (1127~1299) 수도 던 임안(臨安, 錢唐, 오늘날 

杭州)의 9개를 포함하여 절강성에 모두 22개, 나머지는 강소성에 7개, 복건성에 1

개가 있다.

이처럼 남송 시 에 이르러 항주 지역을 포함한 절강성에 오산사찰이 활성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 확  과정을 전여성은 《서호유람지여》에서 다음과 같이 숫자

를 들어 말하 다. 

10) 劉長東 <宋代五山十刹寺制 論>, 《宗敎學硏究》, 2004년 제2기.

11) 劉長東 <宋代五山十刹寺制 論>, 《宗敎學硏究》, 2004년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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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의 안과 밖, 그리고 서호와 주변 산에 唐 이전에는 360개의 사찰이 있었는

데, 오월국과 남송 이후에 480개로 증가하 다. 국내에 이런 곳은 없었다. 스님의 

종파는 셋이었는데, 선종, 교종, 율종이었다. 오늘날 강사(講寺)가 바로 송나라의 

교종이다. (杭州内外及湖山之间, 唐以前爲三百六十寺, 及錢氏立國⋅宋朝南渡

增爲四百八十, 海内都未有加於此 也. 爲僧之派有三：曰禪, 曰教, 曰律, 今之

講寺即宋之教寺也)

위의 인용을 보면, 항주 지역에는 남송 시 에 480개의 사찰이 있었고, 선종⋅
교종⋅율종의 종파를 모두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강남지역 불교가 성행한 원인을 사찰의 숫자 외에도 선종 일파인 조종동(曹宗洞, 

창시자 良价807~869, 절강 諸曁 사람), 법안종(창시자 文益, 절강 余杭 사람), 

운문종(雲門宗, 창시자 文偃 864~949 절강 嘉兴 사람)의 종조(宗祖)가 모두 절

강성 출신이고, 법안종은 강남 지역에서 개창되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기도 한다. 

강남은 중국 선종의 주요 인물이 탄생하거나 그들이 적극적 활동하 기에 선종의 

성지라고 부를 만 하다는 것이다. 

이점은 현재의 강남 지역 전통 사찰의 상황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

날의 강남불교는 크게 보면 사 도량(四大道場, 四大名山) 중 관음정토 신앙의 성

지 보타산, 지장보살의 성지인 구화산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절동천태산(浙东天台

山)은 중국 팔소명산(八 名山) 중의 하나이고, 항주소경사(杭州昭慶寺)는 삼 계

단(三大戒壇) 중의 하나이며, 천태국청사(天台國清寺)는 중국 팔 조정(八大祖庭) 

중의 하나이다.12)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남 전통 사찰은 서진 시 에 이르러 창건되기 시작하 고, 

남송 이후 오산십찰로 제도화되었으며, 항주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찰이 집중되었

다. 선종 외에도 정토종, 그리고 천태종 등 다양한 종파로 구성되었으며, 그 전통이 

12) 四大道場은 五台山文殊菩薩, 峨眉山普賢菩薩, 九華山地藏菩薩, 普陀山觀音菩薩을 

말한다. 八 名山은 江 狼山⋅南岳衡山⋅中岳嵩山⋅江西廬山⋅滇西鷄足山⋅浙东天

台山⋅陝西终南山⋅北京香山을 지칭한다. 三大戒壇은 泉州開元寺, 杭州昭慶寺⋅北

京戒台寺을 이른다. 禪宗祖庭(鄭州 林寺), 淨宗祖庭(西安香積寺, 九江東林寺), 律

宗祖庭(终南净業寺); 天台宗祖庭(天台國清寺); 慈恩宗祖庭(长安大慈恩寺, 法相

宗⋅唯識宗), 華嚴宗祖庭(長安華嚴寺); 三论宗祖庭(南京栖霞寺⋅西安草 寺), 密宗

祖庭(西安大 善寺, 西安青龍寺)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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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강남 통 사찰과 인문경 의 계

위에서 강남의 전통사찰의 범주에 하여 알아보았다. 이어서 전통사찰과 인문경

관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강남사찰은 주변의 팔경 등 인문경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道場

寺와 호구사는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를 범위로 한 오흥팔경(吳 八景), 고소

십경(姑 十景) 중의 하나이고, 정자사의 경우, 서호라는 특정 구역을 범위로 하는 

서호십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범위가 매우 좁아 한 개의 사

찰 자체가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강심사(江心寺)의 강심십경(江心十景), 중천측사

(中天竺寺)의 중천측십이경(中竺十二景), 천동사의 천동십경(天童十景) 등이 그

것이다. 또한 선원이 교원에 비해 인문경관과의 관계가 더욱 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강남지역의 전통사찰과 인문경관과의 관계를 바다경관, 호수 경관, 산간경

관으로 나누어 각각의 표적인 사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자.

1. 바다경 : 보타산 음도량과 보타십이경(补陀十二景)

먼저 ‘해천불국(海天佛國)’으로 알려진 보타산의 바다경관을 살펴보자. 보타산의 

사찰은 두 개의 경관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불정산(佛 山)을 중심으로 

정상의 혜제사(慧濟寺), 앞산의 보제사(普濟寺), 뒷산의 법우사(法雨寺) 이른바 3

 사찰로 이어지는 노선, 다른 하나는 자죽원선원(紫竹院禪院), 그리고 불긍거관

음원(不肯去觀音院), 조음동(潮音洞)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역  시인묵객들은 보타팔경⋅십경⋅십이경13)을 만들어 노래하 다. 이 중에서 

13) 清代 裘班은 《普陀山志》에는 12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短姑聖迹⋅佛指名

山⋅兩洞潮音⋅千步金沙⋅華顶雲濤⋅梅岑仙井⋅朝陽涌日⋅磐陀夕照⋅法華靈洞⋅光

照雪霽⋅寶塔聞鐘⋅蓮池夜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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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표적인 것이 바로 명  말기 도륭(屠隆 1542～1605)이 읊은 <보타십이경

시>이다. 

도륭은 파 근현(鄞縣) 사람으로, 평소에 산수자연 유람을 좋아하여 오월 지역

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유람 시를 남겼다. 그는 1589년 《보타산지》 편찬에 참여하

면서 보타산을 체계적으로 유람하 다. 그는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보타산 각 사찰

의 주지들과 교류하면서 시를 주고받았는데, <游补陀>⋅<竹庵上人任持补陀赋赠>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补陀洛迦山记>와 <普陀寺募缘疏> 등의 글을 통해 보타낙

가산에 하여 기록하는 한편 불교에 하여 관심을 가지고 <补陀海潮寺 山大智

禪师碑記>를 통해 해조암(海潮庵, 오늘날 法雨寺)의 지선사(大智禪师1524~ 

1592)의 일생을 기록하 다. 또한 그는 <南海寶陀寺藏经颂>을 가지고 보타사 복

원을 맡았던 주지 일승선사(一乘禪师)의 일생을 노래하 다.14) 이 점에서 보면, 

도륭은 한마디로 보타산의 불사와 경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읊은 <보타십이경시>는 다음과 같다. 

梅灣春曉⋅茶山夙霧⋅古洞潮音⋅龜潭寒碧⋅天門清梵⋅磐陀曉日

千步金沙⋅蓮洋午渡⋅香爐翠靄⋅鉢盂鴻灏⋅洛迦燈火⋅静室茶烟

그 중에서 사찰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古洞潮音 조음동의 파도소리>

海濤飛雪復 雲, 파도가 흰 눈처럼 날아 다시 봄 구름을 치는데. 

寶殿疏鍾入夜分. 웅보전의 종소리가 간간히 어둠 속으로 들어온다.

潮自砰訇僧自定, 조수는 스스로 철썩거리고 스님은 홀로 좌정하니,

悟来原不是聲聞. 본래 깨달음은 가르침의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로다.

보타산 해안가 절벽에 몇 개의 동굴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조음동이다. 이 

조음동으로 조수가 들이치면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난다. 한밤이 되었어도 우레와 같

은 조음동의 파도 소리는 그치지 않고 여전하다. 이 때 그 옆 사찰에서 한밤중에 

14) 張  <屠隆 普陀十二景>, 《浙江海洋學院學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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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는 고요한 종소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온다. 스님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끊임없

이 몰려와도, 종소리를 들으며 홀로 좌정에 들어간다. 도륭은 깨달음이란 본래 가

르침의 소리를 들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종소리나 물소리나 모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위에서 도륭이 읊은 <고조음동>에 나타난 경관은 시각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이 

청각과 결합하면서 시각과 청각이 모두 멈춘 선적 경관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도륭이 읊은 남천문의 경관을 보자.

<天門清梵 남천문의 독경소리>

野衲齊翻貝葉書, 승복 입은 스님들이 일제히 불경을 넘기는데,

磬聲遥度暮沙虛. 풍경소리가 아득히 저녁의 텅 빈 모래밭을 넘어온다.

神龍聽法妖蛟舞, 신룡이 설법을 듣고 교룡의 춤을 추며,

親見如来金臂舒. 황금 팔을 펼친 여래를 친견하는 듯하구나. 

이 시는 범음동(梵音洞)의 경관을 노래하 다. 범음동은 보타산의 동남쪽 끝의 

청고루산(青鼓壘山) 옆 바닷가 절벽에 형성된 천연동굴이다. 동굴 위의 석 (石臺)

에는 관불각(觀佛閣)이 자리하고 있다. 조수가 범음동으로 려오면 하루 종일 끊

임없이 소리가 울리는데, 마치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경고뢰(驚鼓擂)’

라고도 부른다. 

이 시는 불경을 넘기는 소리와 풍경 소리, 그리고 범음동의 파도 소리가 텅 빈 

모래밭을 건너는 순간을 포착하 다. 이렇게 크고 작은 소리가 텅 빈 모래밭을 넘

어가는 순간은 마치 부처의 설법을 듣고 기뻐 춤을 추던 신룡들이 여래를 친견하는 

것 같다고 하 다.

이처럼 남천문 경관은 청각에서 시작하여 시각으로 끝이 났다. 여기에서 표현한 

독경과 풍경 소리는 남천문 일 를 더욱 고요하고 침잠하도록 만든 한편 설법을 듣

는 중들의 희열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다음은 천보 해변 경관으로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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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步金沙 천보해변의 금빛 모래> 

黄如金屑软如苔, 이끼처럼 부드러운 황금빛 모래,

曾步空王寶筏来. 부처님의 묘법의 뗏목을 타고 왔구나.

九品池中鋪作地, 극락세계의 구품연지(九品蓮池)에 깔렸던 것이니

祗疑赤脚踏蓮臺. 마치 맨발로 연 (蓮臺)를 밟는듯하다. 

천보사는 법우사 부근에 있으며, 보타산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모래 해변이다. 

해변에 깔린 황금 빛 모래가 중들을 재난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띄운 묘법의 배

를 타고 이곳까지 왔다고 여겼다. 시인은 이끼처럼 부드러운 황금모래는 극락세계

의 구품연지에 깔려있었던 것이니, 이 해변을 걷는 것은 맨발로 연화 를 밟는 것

과 같다고 하 다. 천보해변에 깔린 황금모래를 밟으면 ‘묘법의 뗏목(寶筏)’, 구품

연지(九品蓮池), 연 (蓮臺) 등의 불교 세계에 다다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시에서 사용한 모래, 뗏목, 바다[池]는 객관적 실체로서 시각적 표상이다. 이

것이 감정을 가진 연꽃, 연  등의 의상(意象)으로 변화했으며, 이것이 결국은 선

경으로 승화되었다.

이것 외에 보타산 사찰과 관련하여 도륭은 <蓮洋午渡>⋅<香爐翠靄>⋅<洛迦燈

火>⋅<静室茶烟> 등 경을 노래하 다. 그가 이들 시에서 사용한 시어, 즉 해하(海

霞)⋅경사(輕沙)⋅해고(海孤)⋅남기(嵐氣)⋅생연(生烟)⋅미진(迷津)⋅해도(海

濤)⋅경성(磬聲)⋅조음(潮音)⋅금사(金沙)⋅등화(燈火)⋅부용(芙蓉)효무(曉霧),해

하(海霞) 등은 표상이고, 유리계(琉璃界)⋅주림(珠林)⋅향선(香船)⋅전단(旃檀)⋅
불화(佛火)⋅수미(须彌)⋅만겁 명(萬劫靈明) 등은 의상이다. 양자는 다양한 융합

을 통해 불교의 경관을 탄생시켰다.

이상과 같이, 도륭은 <보타십이경>을 통하여 보타산과 바다, 청각과 시각, 움직

임과 멈춤, 침잠과 희열이 융합된 경관을 표현하 다. 

2. 호수경 : 정자사와 서호십경

다음은 항주 서호 주변 사찰과 경관에 하여 알아보자. 서호의 경관은 서호십

경15)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 십경 중 ‘南屏晚钟’⋅‘雷峰夕照’⋅‘三潭印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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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과 관련이 있고, ‘남병만종’이 정자사와 관련된 경관이다. 

서호십경에 하여 노래한 시문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지만, 가장 표적인 것은 

명말(明末)의 장 (張岱)가 지은 <서호십경시>16)이다. 장 는 <남병만종>을 이렇

게 읊었다.

夜氣滃南屏, 밤기운이 남병산에 피어오르고 

輕嵐薄如纸. 가벼운 안개가 백지처럼 옅게 퍼진다.

鐘聲出上方, 산사에서 종소리가 울려

夜渡空江水 밤중에 텅 빈 강물을 건넌다.

장 는 밤기운이 내려앉은 남병산에 안개가 펴지는 순간, 서호를 건너가는 산사

의 종소리를 들었다. 시인이 읊은 ‘안개 속의 종소리’는 시각과 청각 경관의 동시적 

표현이다. 산사의 종소리가 안개 속에 울리며 텅 빈[空] 강물을 넘어간다고 했다. 

이러한 울림의 파동 때문에 경관은 한층 더 공허한 분위기에 쌓인다.

‘사찰의 종소리’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경관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 점에 있

어서 건륭제가 정자사의 ‘남병만종’ 비석 후면에 쓴 제시(題詩)가 참고할 만하다.

<남병만종 건륭어제비명 (南屛晩鐘 乾隆皇帝御题碑铭)>

净慈掩映 南屏, 정자사가 어릿어릿 남병산을 마주하고,

斷續蒲牢入夜聲, 포뢰 종소리 끊어질듯 이어질듯 한 밤에 퍼진다.

却憶姑 城外泊, 도리어 기억나는 것은 고소성 밖 정박한 배에서,

寒山聽得正三更. 삼경에 들려오던 한산사의 종소리로다. 

乾隆辛未春御题. 건륭 신미 봄 어제

15) 西湖十景은 堤春晓⋅断桥残雪⋅曲院风荷⋅花港观鱼⋅柳浪闻莺⋅雷峰夕照⋅三潭

印月⋅平湖秋月⋅雙峰插雲⋅南屏晚钟을 말한다. 

16) 張岱 <西湖十景诗>：｢一峰一高人, 兩人相 语. 此地有西湖, 勾留不肯去.(两峰插雲) 

湖氣冷如冰, 月光淡于雪. 肯棄 三潭, 杭人不看月.(三潭印月) 高柳蔭長堤, 疏疏漏

殘月. 蹩躠步松沙, 恍疑是踏雪.(斷橋殘雪) 夜氣滃南屏, 輕嵐薄如纸. 鐘聲出上方, 

夜渡空江水(南屏晚鍾) 烟柳幕桃花, 紅玉沉秋水. 文弱不勝夜, 西施剛睡起.( 堤春

曉) 頰上带微酡, 解颐開笑口. 何物醉荷花, 暖風原似酒(曲院风荷) 深柳叫黄鸝, 清音

入空翠. 若果有詩脹, 不應比鼓吹(柳浪聞鶯) 殘塔臨湖岸, 颓然一醉翁. 奇情在瓦礫, 

何必藉人工(雷峰夕照) 秋空見皓月, 冷氣入林皐. 静聽孤飛雁, 聲輕天正高(平湖秋

月)｣ (《西湖夢 》, 郑州, 中州古籍出版社,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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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제는 정자사의 포뢰 종소리를 듣고 한산사의 종소리를 연상하 다. 정자사와 

한산사는 강남지역에서 범종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사실 산사의 종소리는 문학작품

의 중요한 소재 기 때문에 건륭제는 장계(張繼)가 묘사한 <楓橋夜泊>17)의 의경

을 차용했던 것이다. 

산사의 저녁 종소리는 팔경 중에 자주 등장하 다. 예를 들면, 중국 최초의 팔경

으로 알려진 ‘소상팔경’ 중, ‘연사모종(煙寺暮鐘)’이 그것이다. 그것은 불경 속의 ‘종

소리’가 깨달음의 매개체인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增一阿含經》⋅《天台三聖

詩集和韵》⋅《中天竺 卫國祇洹寺圖經》⋅《古今禪藻集》⋅《千山剩人禪師語 》 등

에는 종소리를 들으며[聞鐘], 진리를 터득한다[覺悟]는 기록이 자주 보인다. 

그래서 당  장생화상(長生和尙)으로 불리는 시인 교연(皎然)도 <聞鐘>18)에서 

한산사의 종소리를 듣고 ‘청정한 심경(心境)’으로 침잠했다고 노래하 던 것이다. 

산사의 종소리는 이처럼 청정하고 유정(幽靜)한 경관을 연출한다. ‘안개 낀 사찰의 

저녁종소리’는 사찰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편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텅 빈[虛空] 세계도 포함시켰다. 움직임과 멈춤, 어둠과 밝음이 공허하면서도 아득

한 의경을 창출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둠 속의 정자사의 표상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종

소리는 ‘밤 속’으로 들어오거나[入], 텅 빈 호수를 넘어가면서[渡] 새로운 의경이 

되었던 것이다.

3. 산간경 : 호구사와 호구십팔경

호구사는 임제종(臨濟宗)의 ‘호구파(虎丘派)’ 본산이지만 종파적 중요성보다 주

변 경관으로 더 유명하여 오래전부터 ‘오중제일명승(吴中第一名勝)’으로 불리고 있

다. 호구의 경관에 해서 역  서적들은 다음의 글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소개

해보면 다음과 같다. 

17) 張繼 <楓橋夜泊>: ｢月落嗚啼霜满天, 江楓 火 眠。姑 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

客船。｣(《全唐詩》)
18) 皎然 <聞鐘>: ｢古寺寒山上, 遠鐘揚好風。聲餘月樹動, 響盡霜天空。永夜一禪子, 泠

然心境中.｣(《全唐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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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찰은 본래 동진(東晉) 시  왕순(王珣)과 그의 동생 왕민(王珉)이 살던 별

장 자리로서 빼어난 산수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남조(南朝) 진 (陳代)에 이르러서

는 호구사의 경관을 “수려하면서도 특이하다(秀異)”, “신기하면서 빼어나다(神

秀)”19)라고 표현하 다. 당 에 이르러서는 호구가 “산에 숨어 있어 거의 반은 평

평한 육지이고, 계곡을 안고 있으니 높은 언덕이 되었구나.(藏山半平陸, 坏谷爲高

岸)”20)라며 특이한 경관을 표현하 다. 

이처럼 역  시인들은 평지도 아니고 산도 아닌 호구의 빼어나고 특이한 자연경

관을 묘사하 는데, 호구산의 경관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호구 ‘삼절구의십팔

경(三絶九宜十八景)’이 있다. 송(宋) 주장문(朱長文)이 쓴 <虎丘山有三絶>을 인용

해 보자.

산의 형세를 바라보면 언덕보다 높지 않지만 산에 올라가 바람이 불면 첩첩히 

쌓인 봉우리와 깎아지른 절벽이 나타나는데, 족히 수천 미터의 형세가 된다. 이것

이 첫째 절경이다. 인근의 외곽 성이 평원에 우뚝 솟은 채 옆으로 연결되지 않아 

모든 경관이 한 군데 모이고, 가운데가 높고 사방이 수직으로 가라앉아 있다. 북

쪽으로 해우(海虞), 진택(震澤), 창주(滄州)와 연결되어 있고, 구름이 출몰하면서 

사방이 활짝 열리고, 천리를 손 안에 넣을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절경이다. 맑

고 깊은 검지 속에 바다와 구름이 담기고,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으며, 오랫동안 

넘실거린다. 이것이 세 번째 절경이다.(望山之形, 不越崗陵, 而登之 , 風見層峰

峭壁, 勢足千仞, 一絶也; 近隣郛郭, 矗起原隰, 旁無連續, 萬景都 , 四邊穹窿, 

北垣海虞, 震澤滄州, 雲氣出没, 廓然四顧, 指掌千里, 二絶也; 劍池泓淳, 徹海

浸雲, 不盈不虛, 終古湛湛, 三絶也)

이상은 호구의 절경 요인을 설명한 것인데, 요약해보면 첫째는 산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고, 둘째는 평원에 우뚝 솟아 있어 주변의 

모든 경관을 한 눈에 모을 수 있으며, 셋째는 호구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검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 <答張種書>: ｢若乃三江五湖, 洞庭巨麗, 寫長洲之茂苑, 登九曲之層臺, 山高水深, 雲

蒸雾吐, 其中之秀異 , 實虎丘之靈阜焉.｣ (《全陳文》 卷十四 ), < 沈炯書>: ｢虎丘山

, 吳岳之神秀 也｣ (《全陳文》 卷十五)

20) 李德裕 <追和太师颜公同清远道士游虎丘寺>, 《全唐诗》 卷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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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호구의 특이한 경관 속에 들어 있는 호구사 역시 기이할 수밖에 없다. 그

래서 송  시인 탕중우(湯仲友)는 이러한 호구사의 경관을 “탑이 숲 밖으로 솟아나

왔고, 산이 사찰 안으로 숨었다(塔從林外出, 山向寺中藏)”21)라고 표현하 다. 그

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 경관에 한 묘사일 뿐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삼절과 달리, 명 (明代) 이유방(李流芳)은 <虎丘有九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이 산은 아홉 가지와 잘 어울린다. 달과 잘 어울리고(宜月), 눈과 잘 어울리며

(宜雪), 비와 잘 어울리고(宜雨), 안개와 잘 어울리며(宜烟), 봄 새벽과 잘 어울

리고(宜春曉), 여름과 잘 어울리며(宜夏), 가을의 상쾌함과 잘 어울리고(宜秋爽), 

낙엽과 잘 어울리며(宜落木), 석양과 잘 어울린다(宜夕陽). 

위의 인용을 보면, 호구는 사계절, 아침, 저녁, 해와 달, 구름, 눈, 안개, 석양, 

낙엽 등 기상의 변화[九宜]에 어울려 다양한 경관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삼절이 실

제 사물을 통해 드러난 공간의 경관이라면, 구의는 기후변화에 따라 나타난 시간의 

경관이다.

그러나 시인들은 호구사를 공간이나 시간적 경관으로서가 아니라, 속세의 명리를 

벗어던질만한 것으로 인식하 다.

장적(張籍, 약 766~830)은 호구사에 사는 노승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호구사(虎丘寺)>

당(唐)⋅장적(張籍)

望月登樓海氣昏 보름날 누각에 오르니 바다 기운이 어스름하고,

劍池無底浸雲根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검지는 사찰을 담고 있구나. 

老僧只怕山移去 노승은 호구산이 떠날까 노심초사하야,

日暮先敎鎖寺門 날이 저물면 먼저 산문을 닫으라고 시킨다네. 《張司業

集》22)

21) 宋 湯仲友 <虎山>: ｢虎是何年踞, 名存迹已亡.塔從林外出, 山向寺中藏.池暗生寒氣, 

臺空夕供陽.更無人吊古, 来只爲春茫｣(《全宋诗》 卷365)

22) 张籍、皇甫提撰 《張司業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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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각에서 바라보는 달’, ‘검지에 담긴 구름’ 때문에 노승은 호구산을 너무 좋아했

고, 그것이 사라질까 노심초사하 다. 산문을 닫아버리면 산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쳤다. 그러나 속세와의 접촉을 막자는 적극적인 의도가 담겨있

다. 이는 호구사에 한 절실한 애정과 함께 그 어떤 곳과 바꿀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송  임포(林逋 967~1028)는 자공스님을 환송하고 호구사로 돌아가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다시 자공을 환송하고 호구산으로 돌아오다(復 慈公還虎丘山)>

임포(林逋, 967~1028)

孑孑歸檣五兩翻, 외로운 돛 가 펄럭 며 돌아오니,

香林禪石抱雲根. 향림(香林)의 선석(禪石)이 절간을 안고 있다.

單囊憩罷還微笑, 바랑 하나만 베고 쉬어도 미소가 지어지니,

卻是靑山不出門. 다시는 청산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련다. 《林和靖先生

詩集》 423)

白雲, 禪石, 靑山 등은 선가에서 말하는 평담과 한적의 상징이다. 호구사는 청

산 그 자체이니, 선승은 호구사 문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호구

선사는 욕망이 사라진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호구사와 관련된 경관 표현 중 표적인 것으로 고소십경(姑 十景)24) 중 <호

구야월(虎丘夜月)>을 들 수 있다. 고소십경은 명  문징명(文徵明), 문백인(文伯

仁 1502~1575) 등 오파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화제 는데, 현재 북고궁박물원

(台北故宫博物院)에 소장된 문백인의 <고소십경책> 중 <호구야월>이 호구사의 경

관을 묘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호구사 자체는 사원이면서 원림이었다. 이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

23) 林逋 《林和靖先生詩集》(北京, 商務印書館, 1935).

24) <姑 十景>에 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문백인의 <고소십경책>에 근거하면 寶塔

献瑞, 滄浪清夏, 江村 火, 虎山夜月, 靈巖雪 , 支硎春曉, 石湖秋泛, 鄧蔚觀梅, 胥

江竞渡, 洞庭春色이다. 이와 달리 虎丘塔影, 石湖串月, 寒山聞鍾, 七里山塘, 宝塔献

瑞, 靈岩雪 , 鄧蔚觀梅, 洞庭春色, 光影金鷄, 天平賞楓을 고소팔경으로 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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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강희제의 편액과 주련이 있다. 《강남통지(江南通志)》 권 44, 《여지지(輿

地志)⋅사관(寺觀)》을 보면, 청 강희제는 강남 지역을 순시하면서 호구사에 들러 

15개의 편액을 하사하 는데, ‘虎阜禪寺(호구선사)’, ‘路接天閶(노접천창)’, ‘靑雲境

(청운경)’, ‘天光雲影(천광운 )’, ‘仙境澄潭(성경징담)’, ‘曠宜樓(광의루)’, ‘靜觀齋

(정관재)’, ‘香界連雲(향계연운)’, ‘水雲深處(수운심처)’ 등이다. 또한 호구사 주변의 

산수 경관을 읊은 주련 6개를 하사하 다.25) 15개의 편액은 강희제십오경이 되었

다. 그 중에서 ‘선경(仙境)’, ‘향계(香界)’, ‘천창(天閶)’, ‘정관(靜觀)’, ‘천광(天光)’ 

등의 어휘로 보아 불교 경관임이 틀림없다. 반면 6개의 주련에서 표현한 ‘물과 달의 

만남’, ‘산에 피어나는 구름’, ‘밝은 창이 들어온 푸른 숲’, ‘소나무 소리와 나무의 

운율’, ‘맑은 물’, ‘푸른 은하수’, ‘안개와 노을이 진 숲’, ‘서재 가득한 산 빛’, ‘그림 

같은 버들 빛’ 등은 모두 호구사가 미적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호구십이경26) 의 첫 번째에 ‘호구탑’이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이다.

이상과 같이, 호구사는 도시 전체를 상으로 한 ‘고소팔경’ 중 ‘호구야월’, 시간과 

공간 경관을 모두 갖춘 ‘三絶九宜十八景’ 속에 있다. 그리고 당송시 에 이르러 시

인들은 호구사를 속세의 욕망을 떨쳐버릴 선경의 경관으로 묘사하 다. 그래서 호

구사는 ‘강희제 호구십오경’,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호구십이경’ 중 가장 으

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Ⅳ. 결론

강남지역 사찰은 서진(西晉) 시  창건 때부터 강남 지역의 山水文化(산수시, 

25) 巡視河工有司敬建行宮於山 三月翠華臨幸欽賜御書扁額一十有五. 曰虎阜禪寺 曰路

接天閶 曰青雲境 曰天光雲影曰仙境澄潭 曰曠宜樓 曰静觀齋 曰香界連雲 曰雲光臺 

曰連雲 曰澹香樓 曰静遠 曰晴巒飛翠 曰含輝山館 曰水雲深處. 又欽賜 聯六 曰波長

先得月 山秀自生雲 曰徑轉披雲近 窓明挹翠深 曰花棹渾疑浮碧漢 綺窓常似俯清流 曰

烟霞長䕶林巒勝 臺榭高臨水石佳 曰松聲竹韻清琴榻 雲氣嵐光潤筆牀 曰山光茂苑來

書几 栁色金閶入畫圖

26) 虎丘十二景: 雲巖寺塔(虎丘塔)⋅剑池⋅千人石⋅陆羽井⋅萬景山莊⋅断梁殿⋅憨憨
泉⋅试剑石⋅拥翠山莊⋅枕头石⋅真娘墓⋅孙武练兵场(孙武亭)⋅望 臺⋅海涌桥⋅生

公講臺(點頭石)⋅二仙亭⋅别有洞天⋅致爽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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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화, 산수유람 등), 그리고 강남 원림문화와 관련성이 있었다. 삼국 시 (三國

時代) 이래 우리의 선사들과 중국 강남 전통 사찰과의 빈번한 교류를 비추어 볼 

때, 양국 사찰의 경관은 상호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점에서 볼 때, 중

국 강남 지역 전통 사찰의 경관에 한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남송 이후 성립된 강남 전통 사찰 중 바다경관으로 보타산(普陀山) 

사찰, 호수경관으로 정자사, 산간경관으로 호구사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 다.

강남 전통 사찰에 축적되어 있는 사 부와 선사들의 시문을 통해 선적 공간으로

서의 사찰이 어떻게 심미적 공간과 결합하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강남의 전통사찰 관련 시들은 사찰의 물리적 구조물보다는 경관의 경지에 

하여 노래하 다. 즉 시각을 통해 볼 수 있는 경관 외에, 시각과 청각이 융합된 

경관, 더 나아가 사찰의 텅 빈(虛空) 세계를 표현하려고 노력하 다. 둘째, 강남 

사찰에 나타난 경관은 불교적 체험과 심미적 체험이 하나로 통합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강남 전통사찰 관련 시들은 물질경관 외에도 사찰의 풍경과 종소리 등 非물

질경관, 더 나아가 산수 의경(意境)과 불교적 선경(禪境)을 표현하 다. 즉, 실제 

사물의 표상을 축적한 뒤 이것을 감정을 가진 의상(意象)으로 전환시켰으며, 결국

은 선경(禪境)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묘사하 다.

총괄하면, 강남 지역 전통사찰은 공간을 통하여 불교적 이치를 구현하기도 하

고, 불교적 이치를 심미공간에 투여하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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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hina’s JiangNan area, the traditional temples were influenced 

by the Sansui culture (landscape poem, landscape painting, 

sightseeing, etc) and private garden, and it is considered to be 

highly related to the landscape formation of traditional Korean 

temples. To study Human Landscape of Chinese temples, temples of 

Mt. Putuo, the JinCi temple and HuQiu temple, which were 

respectively related to the ocean, lake and mountains, were selected 

among the Five Mountains and Ten Temples and intensively 

discussed. The Human Landscape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cope 

of landscape, focusing on eight, ten and twelve scenic spo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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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lso examined how temples combined with the aesthetic 

space through the poems of the local gentry and Zen Masters. There 

was no mention of structures in the Human Landscape, and it was 

the expression of the empty Buddhist world through the fusion of 

sounds and visions. In addition, Imagery Landscape, which combined 

the Zen Boundary with Artistic Conception with the Buddhist and 

aesthetic experience, played an important role. Buddhist Doctrines 

were built in JiangNan area through the space and they were 

projected in the aesthetic space. This was the evidence that the 

JiangNan temples were merged with the garde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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