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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운(香雲) 정태혁 박사의 학문과 실천

__배우며 생각하며 수행하며 전념한 후학 양성__

정승석*1)

Ⅰ머리말 . Ⅱ 배우며 가르치는 교육. Ⅲ 생각하며 수행하는 학문.

Ⅳ 학문의 세계와 실천 정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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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운 정태혁 박사가 후학을 위해 개척하거나 개발한 학문적 업적의

특색을 세 방면으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 불교 연구에서 범어와 서장어를 통해 원전에 의거한 해석을 시

도했다. 이것은 한문으로 번역된 2차 자료에만 의지하여 불교를 연구하

던 종래의 풍토를 일신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국내 불교학의 신기

원을 이루었다.

둘째, 국내의 인도철학 분야를 개척하면서 특히 불교와 인도철학의

비교 연구에 주력하여, 이 같은 학풍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셋째, 요가를 비롯한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밀교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향운은 국내의 불교학계에서는 밀교를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심도 있게 고찰한 최초의 학자로 인정된다.

향운의 학문과 삶을 일괄하자면, 그는 중관학을 기점으로 밀교를 섭

렵하면서 불교의 이념을 수행으로 실천하는 학문과 삶을 견지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도를 요가와 밀교의 수행법으로 실

천함으로써 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Ⅰ. 머리말

향운(香雲) 정태혁(鄭泰爀) 박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를 거쳐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의 교수

* 鄭承碩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jungss@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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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퇴직하기까지 교육자로서의 삶을 일관하였다. 그는 1988년 2월

정년을 맞아 퇴직한 이후, 퇴직 이전까지 출판했던 것보다 더 많

은 저역서를 출판하는 것으로 대사회적인 교육 활동에 혼신의 노

력을 쏟았다.

이와 동시에 정태혁 박사(이하 ‘향운’으로 호칭)는 수행자로서의

삶을 일관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수행은 1943년 1월에

월정사로 출가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60년대 초반부터 학자로

서는 처음으로 요가를 수련하고 지도해 왔으며, 만년에는 실용적

요가와 함께 불교의 수행 정신을 일반인에게 보급하는 데 주력했

다.

우리 나이 93세를 맞은 향운은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의 항공편 여행이 쉽지 않은 노령과

가족의 만류로 인해, 이제는 그분의 국내 활동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2010년에 출판된 선(禪)의 단맛을 보라 이후
로는 아직 그의 저서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지금도 뉴욕에서 그의

집필은 지속되고 있을 것임이 분명하며, 조만간 몇 편의 저서가

출판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향운은 정년 퇴직한 지 10년째인 1998년 4월, 동국대학교 명예

교수로 추대되었다. 필자는 같은 해 8월, 이를 기념하여 인도철
학과 불교의 실천사상이라는 제목으로 향운 정태혁박사 논총

을 기획하여 발간하였다. 필자는 이 기념 논총을 발간하기 위해,

향운이 발표한 숱한 글들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기고문과

논문들을 총 24편으로 선별했다. 그리고 이것들을 원론편, 수행편,

응용편으로 분류했다. 바로 이 분류는 교육과 연구에 관한 향운의

신념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기념 논총에서 “향운 정태혁 박사의 삶”을 약술하고

당시까지 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을 개괄해 두었다. 후학들

에게 인식된 향운의 업적과 삶을 최대한으로 압축하여 소개하자

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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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어와 서장어의 문법서를 저술하였고, 이

어학 교육에 전념함으로써 불교학과 인도철학의 학문적 기초를 닦아

놓았다. 또 인도철학에서 수행의 공통 기반인 요가를 실천과 학문으로

소개하고 연구함으로써 수행의 정도(正道)를 제시했다. 이와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밀교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적 학문의 세계를 현실 세계와 접목하여 종교와 철학의 정신으로 인

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1)

이제 필자는 이전에 약술했던 그의 삶을 1988년 이후의 활동까

지 포함하여 상술하면서, 그의 업적과 신념을 회고하는 것으로 그

가 후학들에게 남기고 있는 교훈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Ⅱ. 배우며 가르치는 교육

향운은 1922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2년 양정중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청석국민학교 교사로 부임하는 것으로 교육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덕수중학교, 덕수상업고등

학교, 용산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의 교사, 원광대학교의 조교

수를 거쳐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의 교수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교육 단계의 전역을 섭렵하면서 ‘배우며 가르치는 교육’을 몸소

실천하였다.

향운의 ‘배우며 가르치는 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교사의 신분을 유지하면

서 1955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1963

년 일본 도쿄(東京)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도철학 전공의수사(석사)

과정, 1966년 오타니(大谷)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 전공의 박사

1) 정태혁(1998) p.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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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77년에는 대만의 문화대학 중화학술원에

서 마침내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처럼 향운의 배움은 교사가 된 이래 박사가 되기까지 35여

년 지속되었지만,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그의 교육적 신조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변함없이 견지되었다.

여느 교수의 경우에도 연구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공부의 일

환이기는 하다. 그러나 향운의 경우에는 가르치기 위해 연구와 공

부로써 배우는 습관이 유독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었다. 제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지낸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는 가르

치기 위해 배우고, 배운 것은 강의 일정대로 온전하게 가르친다는

것을 교육적 신조로 견지한 듯하다.

70년대와 80년대 당시에는 인도철학과의 다양한 교과목을 소수

의 교수들이 담당해야 했다. 더욱이 대부분의 강의는 적합한 교재

가 없이 이루어지기 일쑤였고, 교수는 매학기 전공 분야와는 일치

하지 않은 교과목도 강의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향운은 새로

운 교과목을 담당할 때마다 반드시 교재를 마련했다. 이 덕분에

그에 의해 국내 최초로 범어와 서장어의 교재2)가 출판되었다. 그

리고 그는 출판하기 곤란한 작은 분량의 교재들은 등사판으로 제

작하여 배부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강의를 소홀히 한 적이 없

었다. 단 1명의 학생이 출석해 있더라도 그는 정상적으로 성실하

게 강의를 진행했다. 이처럼 ‘배우며 가르치는 교육’의 결과로 출

판된 것이 인도철학3)이다.
향운의 교육적 신조와 신념은 대학원 강의에서도 여전했다. 당

시 대학원 수업에서 상당수의 교수들은 개설된 교과목과는 상관

없이 자신의 전공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기 일쑤였지만, 향운은 개

설된 교과목과 합치하는 강의를 준비하여 진행했다. 이 역시 배우

2) 정태혁, 標準 梵語學(서울: 보련각, 1968) ; 基礎 西藏語(서울: 寶蓮閣,
1975).

3) 정태혁, 印度哲學(서울: 學硏社, 1984). 이 저서는 국내 학자의
저작으로는 가장 방대한 인도철학 개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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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가르친다는 신조, 아는 만큼 가르치면 그 이상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실천한 사례일 것이다.

향운은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대

학교 교수이자 학자로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 그런 만큼 그는 우

여곡절의 많은 난관을 겪어 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체험을 교육으로 승화하여, 교육적 신조를 고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체화된 인품과 위의로써 제자들을 묵언으로 훈화하고

원조하였다. 이 덕분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그의 감화를 입은

제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으며, 특히 그는 인도철학 분야에서

제1세대 학자로서는 가장 많은 박사 및 교수를 배출하였다.4)

Ⅲ. 생각하며 수행하는 학문

필자는 1998년에 발간된 향운 정태혁박사 논총 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정태혁 박사의 교육적 업적, 그리고 20여 편의 연구 논문과 20여 권

의 저서 및 역서에 이르는 학문적 업적이 박사에게는 과거사로 마감

된 것이 아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노구의 박사는 후학들과 다를 바 없

는 의지와 정신으로 여전히 집필과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5)

그런데 필자의 예견대로 향운은 1998년 이후 14편의 저역서를

출판했다. 더욱이 그는 1988년 2월 정년 퇴직하기까지 출판한 20

편보다 더 많은 23편의 저역서를 퇴직 이후에 출판했다. 이 같은

향운의 노력과 업적은 한마디로 “생각하며 수행하는 학문”의 결

4) 정태혁(1998) p. 775 참조.

5) 정태혁(1998) p.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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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배우고

생각한 것을 끊임없이 기고문으로 발표해 왔으며, 특히 수행과 신

행(信行)을 교양적 차원에서 심화하는 저술에 주력하여 단행본으

로 출판해 왔다. 이 사실을 저역서 목록으로 확인하기에 앞서, 그

가 후학을 위해 개척하거나 개발한 학문적 업적의 특색을 개괄해

둔다.6)

첫째, 불교 연구에서 범어(산스크리트 어)와 서장어(티베트 어)

를 통해 원전에 의거한 해석을 시도했다.7) 이것이 불교학의 정도

이며, 국내 최초로 표준 범어학과 기초 서장어와 같은 문법서
를 출간함으로써 그 정도의 문을 열었다. 이것은 한문으로 번역된

2차 자료에만 의지하여 불교를 연구하던 종래의 풍토를 일신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국내 불교학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작금

에 이르러 후학들이 범어와 서장어의 학습을 필수적인 기초 과정

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향운의 선구적인 노력의 여파이다.8)

둘째, 국내의 인도철학 분야를 개척하면서 특히 불교와 인도철

학의 비교 연구에 주력하여, 이 같은 학풍을 실질적으로 주도했

다. 동국대학교에서 인도철학과는 불교의 본토인 인도의 사상적

배경과 연관하여 불교를 이해함으로써 불교학을 진작시키려는 취

지에서 창설되었다. 향운은 불교학 전공의 학자로서 이 같은 학과

창설의 취지를 비교 연구로써 선도적으로 구현하였다.9)

6) 이하 개괄은 정태혁(1998) pp. 773-4 참조.

7) 이 같은 시도를 대표하는 논문이 月稱造 梵文 中論釋 觀聖諦品

譯註 (佛敎學報 제9집, 1972)이다.
8) 단적인 예로 향운은 月稱造 梵文 中論釋 觀聖諦品 譯註 에서 다음과 같은

염원을 피력했다. “또한 여기에 본 중론석을 국역함에 있어서 범어의

이해력의 부족함을 자인하고 있으나 십여 년간을 범어, 서장어와

씨름하여 오면서 본 중론석을 읽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아, 우선 중론의

어원적인 이해를 꾀하려고 하여 미역출인 4성제를 관찰한다는 본 24장을

손대게 되었으나 이와 같이 미숙한 것을 시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원전적인 연구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태혁(1998)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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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요가를 비롯한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밀교 연

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밀교에는 인도 문화, 즉 힌두이즘의

요소가 많이 습합되어 있기 때문에, 밀교 연구에는 힌두이즘에 대

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인 선행 지식으로 필요하다. 이로 인해 그

간 국내의 불교학계에서는 밀교를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심도 있

게 고찰한 학자가 거의 없었다. 이에 향운은 밀교에서 대승불교의

진수를 발견하고, 교학과 신행의 양면에서 밀교의 불교 본래적 의

의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을 일람하는 것으로

도, 중관학으로 시작한 그의 불교학적 노선은 밀교 연구로 귀결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그는 국내 밀교 연구의 개척자

로 불릴 수 있다.10)

이하에서는 향운의 저역서 및 논문 목록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

가 이제껏 “생각하며 수행하는 학문”에 전념해 왔음을 확인해볼

것이다.

국어 교사로서 문학도였던 향운은 불교 잡지 녹원(鹿苑) 3호
(1957. 2)에 출가 라는 기고문을 발표한 것으로 본격적인 집필과

저술 활동을 개시했다. 이후 그가 발표한 기고문들은 논문과 단행

본을 포함하여 500여 편에 이른다.11) 이것들 중에서 단행본으로

9) 이 점을 대변하는 논문으로는 불교의 三尊佛과 인도교의

三神 (韓國佛敎學 제3집, 1977) ; Bhagavadgītā에 있어서의
Bhakti-yoga의 불교적 수용과 淨土敎 (佛敎學報 제22집, 1985) ;
요가의 발전과 佛敎에의 受用 (印度哲學 제8집, 1992) 등을 들 수 있다.
저서로는 법구경과 바가바드 기타: 불교와 요가의 향기로운

만남(정신세계사, 2009)이 있다.
10) 정태혁 박사의 밀교 관련 논문으로는 無上瑜伽護摩儀軌의 구조와

의의 (佛敎學報 제16집, 1979)를 포함한 8편, 저서로는
밀교(동국대학교 출판부, 1981), 정통 밀교(경서원, 1982), 밀교의
세계(고려원, 1996), 金剛大乘密敎總說(정우서적, 2003)이 있다.

11)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의

상세검색에서 저자명으로 정태혁 박사가 발표한 자료를 망라하여 검색할

수 있다. 총 530건의 검색 결과에는 동명이인은 없으나, 단행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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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연도 제목 출판사 비고 분류

1. 1967 요가의 원리와 수행법 법문사 A

2. 1968 標準 梵語學 보련각 A°

3. 1973 카마 수트라 상일문화사 번역 A/C

4. 1973 불교와 기독교 불교사상사 B/C

5. 1974 앵무칠십야화 육문사 번역 A/C

6. 1974 素女經: 養生秘傳 육문사 편역 C

7. 1975 基礎 西藏語 보련각 A/B°

8. 1976 공산주의와 종교 금방울사 C

9. 1979 “아니다, 아니다” 금방울사 A/C

10. 1980
요가의 복음: 요가 수행법과

요가 수트라
까치 A

11. 1981 밀교
동국대학교

출판부
B°

12. 1982 國民倫理論選 동아학습사 C

13. 1982 정통 밀교 경서원 B°

14. 1984 인도철학 학연사 A°

<표 1> 정태혁 박사의 저역서 목록

* 분류 약호

A: 인도철학 관련 서적
A/B: 인도철학과 불교의 공통 관련 서적
A/C: 주로 인도철학을 적용한 교양 서적
B: 불교 관련 서적
B/C: 주로 불교를 적용한 교양 서적
C: 일반 교양, 수필, 기타 서적

* 전문 학술서에 해당하는 저서는 분류 약호에 방점(°)을 붙여 표시했다.

출판한 저역서는 <표 1>처럼 43종이다. 이 43종에서 3분의 2 이

상인 32종은 저서이며, 나머지 11종은 역서를 비롯한 기타 서적이

다.

경우에는 출판사의 차이에 따른 중복 건수가 있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발표 건수는 500건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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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85 불교·기독교·공산주의 동국역경원 B/C

16. 1985 인도종교철학사 김영사 A°

17. 1986 제3의 腦 광명출판사 번역 C

18. 1987 명상의 세계 정신세계사 A/C

19. 1987 사리자여, 사리자여 대원정사 B

20. 1987 여래와 여호와 대원정사 B/C

21. 1989 요가 대원사 A

22. 1990
북한 불교 답사기: 북한의

절과 불교
민족사 B/C

23. 1991 法句經 에피소드 민족사 B

24. 1991

붓다의 호흡과 명상 1:

불설대안반수의경 卷上 및

대념처경 풀이

정신세계사 역해 B

25. 1993 요가의 신비 백산출판사 A

26. 1993

붓다의 호흡과 명상. 2:

불설대안반수의경 卷下 및

입출식염경 풀이

정신세계사 역해 B

27. 1993 원시불교: 그 사상과 생활 동문선 번역 B°

28. 1994
살아 있는 나와 살아 있는 신

1, 2
백산출판사 A/C

29. 1996 밀교의 세계 고려원 B°

30. 1998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
여시아문 역해 B

31. 1999 大道無門 불교춘추사 B/C

32. 2000
불교산책: 배우며, 생각하며,

수행하며
동문선 B

33. 2001

극락세계 가고 싶어라:

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淨土

往生論) 講解

동산법문 역해 B

34. 2001 멋지게 살고 멋지게 가는 길 연꽃마을 C

35. 2002
한국불교융통사: 한국불교의

새 인식
정우서적 B°

36. 2003 요가 우파니샤드 정신세계사 역해 A

37. 2003 金剛大乘密敎總說 정우서적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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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06 요가 수트라 동문선 A°

39. 2006
요가학개론: 정태혁 박사가

밝혀낸 요가의 모든 것
동문선 A°

40. 2007 법구경 인연담 정신세계사 편역 B

41. 2007
실버 요가: 멋지게 오래 사는

길
정신세계사 A/C

42. 2009
법구경과 바가바드 기타:

불교와 요가의 향기로운 만남
정신세계사 A/B

43. 2010
선(禪)의 단맛을 보라: 생사를

넘나드는 선사들의 법거량
정신세계사 B

이상과 같은 향운의 저역서를 내용상의 성격으로 분류해보면

<표 2> 및 <그림 1>과 같다.

분류
A: 인도철학 B: 불교 C: 교양

A A/B A/C B B/C C
단행본 수

(총 43편)
10 2 6 15 5 5

비율
23% 5% 14% 35% 11.5% 11.5%

42% 46.5% 11.5%

<표 2> 저역서의 내용적 성격 분류

인도철학 관련 서적은 10편, 불교 관련 서적은 15편, 인도철학

과 불교의 양측에서 통용되는 서적은 2편이다. 이밖에 주로 인도

철학에 기반을 둔 교양 서적은 6편, 불교에 기반을 둔 교양 서적

은 5편이다. 또한 전체를 학술과 교양이라는 두 성격으로 구분하

면, 전문 학술서 성격의 서적(°)은 전체의 약 30%인 12편이므로

나머지는 31편은 교양서 성격의 서적에 속한다.12) 또한 인도철학

기조의 서적은 전체의 42%인 18편, 불교 기조의 서적은 46.5%인

20편이다.

12) 요가의 복음(<표 1>의 10)에 부록으로 실린 요가 수트라 는 원어왜

해설을 제시한 학술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교양서로 분류했다.



향운(香雲) 정태혁 박사의 학문과 실천 ∙ 43

<그림 1> 저역서 내용의 성격 분포

향운은 주로 수행에 관심을 두고, 독자들에게 심신 건강의 삶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음을 그의 저역서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

다. 그의 저작들 중에서 요가와 직결되는 것은 8편(<표 1>의 순

서로 1, 10, 21, 25, 36, 38, 39, 41), 불교의 수행법을 소개하는 것

은 3편(24, 26, 43), 요가와 불교를 포함한 명상 수행을 소개하는

것은 1편(18)13)이다.

저작의 성격으로 드러나 있는 이 같은 향운의 학문적 관심사는

단적으로 ‘수행과 신행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관심

사를 많은 저역서로써 대중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동시에, 학술

적 고찰로써 그 관심사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사실을 그의 논

문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의 논문 목록에서는 향운이

지향하는 목적의 성격에 따라 25편의 논문들을 교학이론, 수행실

천, 비교응용이라는 세 분야로 개괄하여 분류했다.

13) 향운은 요가 수트라(<표 1>의 38)에서도 요가와 불교의 수행론적
관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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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연도 논문 제목 게재지 분류

1. 1975 불교의 정치이념
동국사상,

제8집
비교응용

2. 1972
月稱造 梵文 中論釋 觀聖諦品

譯註

불교학보,

제9집
교학이론

3. 1974 천수관음다라니의 연구
불교학보,

제11집
수행실천°

4. 1975
인도인의 處世道와 合理的

實利主義 思想

아카데미논총,

3-12
비교응용

5. 1975 淨土敎의 思想的 背景
불교학보,

제12집
교학이론

6. 1975 붇다가 본 절대자와 無我說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14집

교학이론

7. 1979 無上瑜伽護摩儀軌의 구조와 의의
불교학보,

제16집
수행실천°

8. 1981
한국 불교의 밀교적 성격에 대한

고찰

불교학보,

제18집
교학이론°

9. 1985
삼국의 불교 수용과 그 종교적

의의

한국문화와

원불교사상
교학이론

10. 1977 불교의 三尊佛과 인도교의 三神
한국불교학,

제3집
비교응용

11. 1981
불교 사상과 공산주의의 논리적

대비

한국불교학,

제6집
비교응용

12. 1982
밀교의 실천 철학과 요가 修法의

성취

불교학보,

제19집
수행실천°

13. 1983 능엄주 解義
불교학보,

제20집
수행실천°

<표 3> 정태혁 박사의 논문 목록

* 분류 기준

교학이론: 역사적 전개를 포함하여 주로 교학적 이론을 고찰한 논문
수행실천: 인도철학과 불교와 요가를 불문하고 신앙과 수행의 실천을
고찰한 논문

비교응용: 비교 또는 응용으로써 이념의 실천을 고취한 논문
* 밀교 분야를 고찰한 논문의 분류명에는 방점(°)을 붙여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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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83 佛의 安般念(Anāpānasati)法 小考
한국불교학,

제20집
수행실천

15. 1984 요가의 신비 사상
동국사상,

제17집
수행실천

16. 1985

Bhagavadgītā에 있어서의

Bhakti-yoga의 불교적 수용과

淨土敎

불교학보,

제22집
수행실천

17. 1986 高麗朝 各種道場의 밀교적 성격 한국밀교연구 교학이론°

18. 1986 수능엄삼매와 능엄주의 不二性
불교학보,

제23집
교학이론°

19. 1987
요가와 불교의 종교 체험과 실천

체계

불교와

제과학
수행실천

20. 1989
불교에서 본 현대 사회와 인간성

문제

불교학보,

제26집
비교응용

21. 1991
金剛頂經의 五相成身觀의 大乘的

意義와 實修法

동양학,

제21집
수행실천°

22. 1992 요가의 발전과 佛敎에의 受用
인도철학,

제8집
수행실천

23. 1993 불교의 윤회전생과 예수의 재림
회당학보,

제2집
비교응용

24. 1998
元曉의 淨土往生信仰의 敎學的

根據와 特色

정토학연구,

제1집
수행실천

25. 2001

근세로 이어진 원융불교의

법통과 보우국사의 자타수용의

무애자락(無碍自樂)한 삶

태고사상,

제1집
교학이론

이상의 목록에서 교학이론은 8편, 수행실천은 11편, 비교응용은

6편이다. 이 중 비교응용은 이론의 실제 적용 및 실천을 지향하므

로 실천 분야에 포괄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론 분야와 실천 분야

의 비중은 각각 32%와 68%이므로, 향운은 이론 분야보다 두 배

이상으로 실천 분야를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천 분야에서도 향운이 각별하게 주목한 것은 밀교이다. 그의

논문 목록에서 밀교 관련의 논문은 8편인데, 이는 전체의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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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에 상당한다. 따라서 향운은 학문적으로는 밀교 연구에 주력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운은 이처럼 밀교를 중시한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서술한다.

밀교는 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극치에 이른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밀교는 붓다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진리 그대로 통째로 보인 것

이며, 붓다의 삶 그대로인 실천의 길을 보인 것이다. 그러기에 헤아려

서 알기 어렵고 보기 어려우나 훤히 뚫려 있는 큰 길이다. 그러나 수

많은 붓다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갔던 것이다. … 이

것이 붓다의 뜻이며, 모든 불제자의 길이기 때문이다. 불교를 지혜의

나무에 비유한다면, 소승불교가 뿌리요, 대승불교의 모든 교리는 꽃이

다. 그리고 밀교의 가르침은 열매다.14)

향운이 학문적으로 밀교에 주력한 것은, 불교의 수행과 실천이

사실상 밀교에서 정점에 도달했다고 통찰한 불교관에서 기인한

다.15) 위의 인용문에도 이 사실이 시사되어 있지만, 그는 밀교 경

전, 특히 금강정경(金剛頂經) 계통의 경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다음과 같은 서술로 자신의 불교관을 천명했다.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는 금강정경에 대한 이해가 아직 널리 미쳐지

지 않았고, 般若經 類에 머물고 있거나, 혹은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그

14) <표 1>의 29, 정태혁(1996) pp. 3-4(“책머리에”).

15) 인도 출신의 근대 학자로서는 최초로 ‘탄트라 불교’(Tantric Buddhism),

즉 밀교를 학술 저서로 발간한 Shashi Bhushan Dasgupta는 이 저서를

다음과 같은 서술로 시작한다. “탄트라 불교의 최대 관심사는

형이상학적 사상의 명확한 체계를 세우는 일이 아니다. 힌두교의

탄트라가 철학의 근본 교의를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고 진리를

감득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에 대해 그것들을 적용하고 있듯이, 탄트라

불교는 대승의 여러 원리에 기초하여 최고 목표의 달성을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Dasgupta 1958: 1). 이 서술에는

Dasgupta도 밀교를 불교의 최고 실천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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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불교가 반야경류에 그치거나 법화경이

나 화엄경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는 금강정경에 이르러서 究竟義가 설

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수행도 이에 隨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교계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전승된

것에 지나치게 매달려서 시대의 변천이나 교리의 발전을 따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

먼저 21세기를 지향하며 현대를 살고 있는 불교는 21세기를 지향하

는 교리에 맞추어서 수행도 하고, 실천도 해야 할 것이다. … 이렇게

생각할 때에 불교의 교리 발달사를 통해서 修行法의 발달에 따른 수많

은 관법이 있어 왔고, 이에 따라서 불교 교리의 最後期에 속하는 금강

정경 계통의 경전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전이 될 것이다.16)

여기서 향운은 자신의 불교관을 다음과 같은 한 구절로 집약하

고 있다.

“21세기를 지향하며 현대를 살고 있는 불교는 21세기를 지향하

는 교리에 맞추어서 수행도 하고, 실천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향운의 교육과 학문에서는 수행과 실천이야말로 일관된

핵심어(keyword)이다. 그는 수행과 실천의 마지막 열쇠를 밀교로

제시했으며, 그가 밀교 연구의 개척자로 불릴 수 있는 이유도 여

기에 있을 것이다. 요컨대, 향운이 불교에 입문하여 평생 배우며

생각하며 보낸 삶은 결국 수행으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6) 五相 成身觀의 實修法과 대승적 의의 , 정태혁(1998) pp. 511-2. 이

논문의 원제는 金剛頂經의 五相成身觀의 大乘的 意義와 實修法 (<표

3>의 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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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문의 세계와 실천 정신

향운의 학문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도(中道)로 출발하

여 밀교로 귀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요가 연구 및

수행은 중도와 밀교의 연결 노선에서 일관되었던 실천 정신의 일

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하기로는 중도와 요가의 연관

이 선뜻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요가 수행을 중도 실천에

유익한 것으로 인식한 데에서, 향운 특유의 학문관과 실천관을 엿

볼 수 있다.

향운은 불교를 중도의 실천으로 간주하면서, 요가가 중도의 실

천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불교는 물심불이(物心不二)의 입장이다. 그리고 중도에 의해서 생활

하는 것이니, 요가의 심신쌍수(心身雙修)의 좋은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 부정적인 경향을 벗어나서 현실 긍정의 방향으로 눈

을 돌림으로써 중도가 행해진다.

불교는 긍정과 부정의 어느 쪽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중도는 선

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불교의 실천 지침이요, 기본 입장이

다.17)

향운은 요가를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요가가 심신의 건강에 유

익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해 오긴 했지만, 자신을 요가 철학

자로 표명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에 반해 향운은 강의실 안팎에

서 종종 자신의 전공이 중관학임을 강조하곤 했다. 그의 중관학

관련 논문이 희소한 탓으로, 향운이 중관학 전공자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향운이 중관학을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으로 천

17) <표 1>의 32, 정태혁(2000)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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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것은, 자신의 불교적 신조 또는 관심사에 기인할 것이다. 그

래서 그의 저술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것은 중도를 실천

하는 삶이다. 짐작컨대 향운의 학문적 정체성과 인생관은 다음과

같은 인식의 소산인 듯하다.

또한 대승 경전에서 4성제를 실상론적으로 설하고 있으나 이것이

용수의 공성론으로써 다해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바로 본 중론석 24장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기, 인연생의 도리로부터 실상론이

나온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제의 교시로 연기관(緣起觀)을 보고, 그 연

기의 증득으로 멸에 들어가서 곧 실상에 든다. 중론 3 관법품에, “업번

뇌비실 입공희론적멸”(業煩惱非實 入空戱論寂滅)이라고 한 것과, “무릇

연기한 것은 그것은 공성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시설에 의해서의 그

공성은 그것이야말로 중도다.”라고 하였으니, 천태의 공(空)·가(假)·중

(中)의 3제게(三諦偈)가 개시되어 있다. 실상은 인연인 공을 보아서 희

론이 멸한 경지요, 이것이 바로 중도라고 이해된다.18)

여기서 향운이 중시한 것은 시설(施設)과 실상(實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시설과 실상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공(空)의 도리’

라고 파악했으며, 이 ‘공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밀교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밀교의 실천법을 중시한 배경도 여기

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밀교 실천의 근간이 ‘공의 도리’

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입으로 자기의 서원을 외우고 항상 즐거움 속에서 어떠한 것에도

끌리지 않고 공(空)의 도리에 의해서 처사(處事)하면 스스로 내 몸에

부처님의 인계가 얻어지니 이것이 삼밀성불이 아니고 무엇이랴.19)

이처럼 향운의 학문 세계에서는 중도와 밀교가 불가분리의 관

계에 있으며, 여기서 요가는 양자의 실천적 매개체가 된다.20) 향

18) 月稱造 梵文 中論釋 觀聖諦品 譯註 , 정태혁(1998) p. 276.

19) <표 1>의 32, 정태혁(2000)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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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은 이 같은 ‘중도-요가-밀교’의 삼각관계로 불교의 실천론을 정

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논문이

밀교의 실천 철학과 요가 修法의 성취 (<표 3>의 12)이다. 일례로

향운은 여기서 다음과 같이 논술한다.

Hevajrā-tantra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은 同時에] 顯了와 隱密이라는 형태에서 菩提心을 生해야 한

다. 隱密은 kunda花(白色)와 같고, 顯了는 至福이라는 形態를 가진다.”

이것은 中觀의 俗諦와 眞諦로서 實在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며, 顯了

와 隱密의 2面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은 곧 中觀의 中道와 같다고 할

것이다. 中觀에서 구극적인 진리를 堅持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요가에

서도 大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菩提心을 견지해야 한다.21)

향운은 여기서 중도와 요가와 보리심이 대락(大樂)이라는 목적

을 달성하는 데는 동등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같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으

로 중도를 모든 실천의 최상 원리로 확신한다.

이상의 요가 성취법에서는 중도에 의해서 菩提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有와 無를 초월하여 이를 통합한 중도라는 대승의

20) 향운이 8편의 요가 관련의 단행본을 출판할 정도로 요가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연구에 주력한 것은, 요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Dasgupta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요가의 교의는 인도의 사상 중

다른 어느 학파의 교의와도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데 매우 적절하고 큰

이점을 갖고 있다.” Dasgupta(1924) p. ⅸ. 한편 향운은 요가의
복음에서 머리말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요가학파는 고대 인도의
종교 철학파인 소위 육파철학의 하나로서 종교적,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행법은 우파니샤드 철학 시대 이후에는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걸쳐서 행해진 공통적인 수행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수행법의 이해는 요가 사상 전체를 이해하는 데 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의 여러 학파의 사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된다.”

정태혁(1980) p. 3.

21) 정태혁(1998) p.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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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가 左右의 두 氣道로서 표시되는 두 극단을 떠난 중도를 통해서

菩提心의 흐름이 억제된다고 하는 것이니, 탄트라 佛敎徒는 요가의 실

천 속에 대승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밀교 요가의 修法의 成就는 實로

대승의 원리인 중도의 성취인 것이다.22)

향운의 이 같은 학문적 실천관은 그대로 그의 인생관으로 표명

되어 왔다. 그에게는 학문적으로 가장 주력하여 연구했던 밀교도

중도의 삶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요, 죽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이다”라고 말해질 수 있으니, 상(常)과 단(斷)이 둘이 아닌 것

[不二]이다. 둘이 아닌 삶이 중도의 삶이다. 이러한 삶에 있어서는 매

우 적극적이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밀교는 중도의 긍정적인 파악이

요, 발전이다.23)

이처럼 향운의 학문에서 밀교는 곧 중도의 발전이며, 공(空)의

자각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실천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이

바로 자비행이다.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심밀(三密)이 이루어졌다는 종교 체험은 인간

을 그 자리에서 이상적인 불세계(佛世界)로 이끌어간다. 삼밀성불은

인간현실에서 이상태(理想態)를 이룩한 것이요, 인간의 가능한 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금강정경에서 … ‘일체의 여래와 같이 나도 그와
같이 있다’라고 한 것이 중생의 모습인 인간이 이대로로서 차원을 달

리한 성불의 이상경이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있어

야 할 인간상이 보여졌으며, 여기서 비로소 나 자신의 참모습을 찾은

것이요, 중생 이대로로서 성불했다는 자각과 더불어 무상지(無上智)에

의해서 각타(覺他)의 자비행만 있게 된다.24)

22) 정태혁(1998) p. 509.

23) 정태혁(1996) p. 84.

24) 정태혁(2000)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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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운은 여기서 자비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교의 실

천 철학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 실천 철학의 원리가

바로 중도임을 다음과 같이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다.

불교의 논리는 추론이거나 변증법의 논리가 아니므로 불교의 부정

은 매개작용이 아니다. 전자로부터 후자로 전변하는 것은 端的이고 동

시적이다. 따라서 진리의 증득은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직관적이다.

대승불교의 논리는 모순율이나 배중율이 지배하는 세속의 논리가 아

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없는 부정이고 긍정하는 것이 없는 긍정

이다. 生도 부정하고 滅도 부정하는 ‘兩非’에서 생을 긍정하고 멸을 긍

정하는 ‘兩是’가 있게 된다. 이 전환의 논리에는 파괴가 없고 오직 구

제만이 있다.25)

이상에서는 비록 단편적인 예시로써 향운의 학문 세계와 실천

정신을 개괄하기는 하였지만, 필자가 아는 바로는 이러한 예시들

이 향운의 정신 세계를 일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향운이 초지일

관하여 강조하는 중도란 ‘공의 자각’을 현실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26) 그리고 이의 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요가와 밀교

의 수행법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향운에게 중도의 삶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확신되었다.

이제 향운의 학문과 삶을 다시 일괄하자면, 그는 중관학을 기점

으로 밀교를 섭렵하면서 불교의 이념을 수행으로 실천하는 학문

과 삶을 견지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도를

25) 불교 사상과 공산주의의 논리적 대비 (<표 3>의 26), 정태혁(1998) p.

666.

26) 이 점에서 향운은 불교를 현실 지향적인 실천 철학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그의 저술 중 도처에서 발견된다. 다음과 같이 완곡한

서술도 그 일례가 된다. “그런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무상하기에

오늘이 소중하다. 금생에 못다하면 내생에 하지 하고 게을러질 수가

없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내생이 오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이 더없이 소중하고 내생보다도 이생이 소중하게 된다.” <표> 1의

34, 정태혁(2001)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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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와 밀교의 수행법으로 실천함으로써 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고

자 노력하였다. 이 같은 향운의 노력은 그의 교육과 학문과 삶에

면면히 배어 있었다. 향운은 80세에 임박한 만년에 이르러 그간

체득한 중도의 경지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수행이요, 내 마음과 몸이 내

마음대로 즐겁게 된 것이 열반이다. 이것이 가장 뛰어난 행복인 것이

다. 지금 나는 즐겁고 편안하다. 나의 나이는 알 바가 아니며, 알 필요

도 없다. 즐겁고 편안한 지금의 이 마음을 관조하면서 저 찬란하고 화

려한 화장 세계에 일체의 불·법·승과 더불어 즐길 뿐이다.27)

향운은 여기서 죽음을 초월한 달관과 관조를 드러낸다. 그에게

는 교육과 학문과 삶이 곧 중도를 체득하는 수행이었기에 즐겁고

편안한 관조가 가능했을 것이다.

Ⅴ. 맺음말

향운의 삶은 종교적 수행으로 얻은 지식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 지식과 행동을 다시 수행으로 정화해 온 과정이었다. 문학도요

교육자로서 출발했던 향운의 인류애적 감성은 학문적 지성과 조

화를 이루어, 지적 탐착에 빠지거나 얽매이는 일이 없이, 유연하

면서도 정(正)과 사(邪)를 준엄하게 적용하여 경책함으로써 각성

을 유도하곤 하였다.28) 이것이 향운에게는 일종의 교육철학이었

을 것이다.

향운은 정년 퇴직 이후 수행과 실천의 지도자로서 각종 단체의

27) 정태혁(2001) p. 321.

28) 정태혁(1998) p. 7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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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대를 받았다. 즉 동방불교대학의 학장을 위시하여 한국요가학

회, 한국정토학회, 한국요가-아유르베다학회 등의 회장을 역임하

고, 한국요가문화협회의 ‘구루’로도 추대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노인문제연구소 소장 등도 역임하였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큰 향운의 역할과 공헌은 수행의 대중

화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1991년에 발표한 논문(<표

3>의 21)에서 “21세기를 지향하며 현대를 살고 있는 불교는 21세

기를 지향하는 교리에 맞추어서 수행도 하고, 실천도 해야 할 것

이다.”29)라고 주장한 것은 일종의 예언과 같은 것이었다. 왜냐하

면 21세기에 들어선 작금에 이르러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웰빙과

힐링을 추구하면서 요가와 명상과 같은 수행의 가치를 충분히 인

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해에 출판한 단행본에서도 다음

과 같이 확신했다.

온갖 사회악이 난무하는 불안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건강과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붓다가 설하신 이

호흡법과 명상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30)

비록 향운이 수행의 대중화에 지대한 역할과 공헌을 했다고 하

더라도, 후학들이 주목하여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그의 불교적

신조와 인생관일 것이다. 향운에게 중관학의 요체인 중도는 실천

철학이었다. 그가 후학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 정진은 어떠한

정진일까?

바라건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나의 후학들은 비틀거리면서 걸어

온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다 굳건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사자

의 걸음으로 정진해 주기를 ……31)

29) 정태혁(1998) pp. 511.

30) <표 1>의 24, 정태혁(1991b) p. 7.

31) 정태혁(1998) p. 3.



향운(香雲) 정태혁 박사의 학문과 실천 ∙ 55

향운이 중도의 실천으로 삶을 일관하고자 노력해 온 점을 고려

하면, 그가 말하는 정진이란 중도를 바르게 체득하고 자비행으로

실천하는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향운이 “배우며 생각하며 수행하

며”를 불교산책의 부제로 붙인 것은 바로 정진의 지침을 제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의 후기를 다음과 같은 독

백으로 마무리했다.

인간의 삶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진리의 길을 따라서 배우고 생

각하며, 가야 할 곳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다.

지금 나는 어디론가 가고 있다. 이 거룩한 순간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숙하랴.

대지를 굳게 딛고, 눈을 똑바로 뜨고, 곧데 뚜벅뚜벅 걸으면서 마지

막 순간을 장식하고 싶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속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있기

에 이 숲은 장엄하다.

불교의 이 숲에는 아침 이슬이 영롱하고, 연못에는 연꽃이 웃고 있

다.

나는 잠시 멈추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중얼거린다. 이 길을

따라오라고 …….32)

여기서 향운이 말하는 ‘불교의 이 숲’에 있는 ‘이 길’이란 다름

아닌 ‘중도’일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후학에게 따라오길

권하는 중도는 단지 학문을 일컫는 것이 아닐 것임도 분명하다.

혹시 그것이 학문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 학문은 실천적

인 학문일 것이며, 수행하는 학문일 것이다. 향운이 주력했던 요

가는 보편적인 수행 수단이며, 밀교는 불교적인 실천 수단이다.

32) 정태혁(2000) p. 476.



56 ∙ 印度哲學 제42집

참고 문헌

정태혁

1968 標準 梵語學. 서울: 寶蓮閣.
1972 月稱造 中論釋 觀聖諦品 譯註 , 佛敎學報, 제9집.
1975 基礎 西藏語. 서울: 寶蓮閣.
1977 불교의 三尊佛과 인도교의 三神 , 韓國佛敎學,

제3집.

1979 無上瑜伽護摩儀軌의 구조와 의의 , 佛敎學報,
제16집.

1980 요가의 복음: 요가 수행법과 요가 수트라. 서울:
까치.

1981 밀교.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1. 불교 사상과 공산주의의 논리적 대비 , 韓國佛敎學,

제6집.

1982 정통 밀교, 서울: 경서원.
1984 印度哲學. 서울: 學硏社.
1985 Bhagavadgītā에 있어서의 Bhakti-yoga의 불교적

수용과 淨土敎 , 佛敎學報, 제22집.
1991a 金剛頂經의 五相成身觀의 大乘的 意義와 實修法 ,

東洋學, 제21집.
1991b 붓다의 호흡과 명상: 불설대안반수의경 卷上 및

대념처경 풀이. 서울: 정신세계사.
1996 밀교의 세계, 서울: 고려원.
1998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 서울: 민족사.
2000 불교산책: 배우며, 생각하며, 수행하며. 서울:

동문선.

2001 멋지게 살고 멋지게 가는 길. 서울: 연꽃마을.
2003 金剛大乘密敎總說. 서울: 정우서적.
2009 법구경과 바가바드 기타: 불교와 요가의 향기로운

만남. 서울: 정신세계사.



향운(香雲) 정태혁 박사의 학문과 실천 ∙ 57

Dasgupta, Shashi Bhushan(1958). An Introduction to Tantric

Buddhism. Calcutta: Calcutta University Press.

Dasgupta, Surendranath(1924). Yoga as Philosophy and Religion.

1st ed.: London, 1924 ;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3.



58 ∙ 印度哲學 제42집

Abstract

The Life and Work of Hyangwoon Jung Tae-Hyuk: 
Pursuit of the truth, cultivation of mind, and 

dedication to training younger scholars

Jung, Seung Suk

Dongguk University

The characteristics of Dr. Jung Tae-Hyuk’s scholastic

achievements for the future use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Dr. Jung (whose literary name is Hyangwoon)

attempted to translate into Korean primary materials in

Buddhist Studies such as Sanskrit and Tibetan texts, which

he believed to be the right way to study Buddhism. He

opened the door to the new way of Buddhist Studies by

publishing the first Buddhist grammar books in Korea such

as Standard Sanskrit and Basic Tibetan. His new way of

study Buddhism as a momentum made lots of Korean

scholars leave the conventional way of studying Buddhism

that depended only on Chinese texts and begin to read texts

in Sanskrit and Tibetan. It is the impact of Hyangwoon’s

pioneering work that young scholars these days consider

learning Sanskrit and Tibetan as a necessary and basic step

of Buddhist Studies.

Secondly, Hyangwoon pioneered the field of Indian phi-

losophy in Korea, especially when he focused on com-

parative studies between Buddhism and Indian philosophy.

Under his substantial leadership, Dongguk University

formed the department of Indian Philosophy in order to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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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e Buddhist Studies with better understanding of

Buddhism in relation to Indian Philosophy that provided cul-

tural soil for Buddhism. Through his comparative studies

Hyangwoon gave a lead in attaining the purpose of the

department.

Lastly, Hyangwoon opened up new horizons in studying

Tantric Buddhism (Vajrayana) with his full understanding

of Indian cultures. Because Tantric Buddhism is integrated

with the elements of Hindu culture, it is a prerequisite for

Tantric studies to fully understand Hinduism. Due to their

lack of sufficient understanding of Hinduism, few scholars

in Korea had been exploring Tantric Buddhism until

Hyangwoon discovered the core of Mahayana Buddhism in

Tantric Buddhism and applied his energy to reveal the orig-

inal significance of Tantric Buddhism in both theory and

practice. Therefore, we can call him the founding father of

Tantric studies in Korea.

To sum up Hyangwoon’s life and work, it can be said

that his scholastic projects started from studying the

Mādhyamika and ranged over an extensive literature of

Tantric Buddhism, so as to carry the principles of

Buddhism into practice. In his lifetime, he endeavored to re-

alize the ideal of Buddhism by following the Middle Way

with his practice of Yoga and Tantric practices. The Middle

Way that Hyangwoon incessantly drew attention to means

the way of life to actually practice one’s recognition of the

Śūnyatā(Emptiness) in order to achieve realization. He be-

lieved Yoga and Tantric practices to provide dynamics for

one’s practice of the Middle Way. In Hyangwoon’s philoso-

phy, therefore, Yoga and Tantric practices were the most

affirmative methods for the path of the Midd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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