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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초창기의 인도철학은 불교학 내지 불교철학의 이름으로 강

좌가 개설되고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불교학으로서 인도철학의 전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하라 탄잔이었다.

최초로 불교강좌를 담당한 이래 인도철학이란 이름으로서 학문적 지

속이 이루어진 것에는 탄잔의 불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

각된다. 그는 조동종의 승려로서 메이지 유신의 폐불훼석의 시련 속에

서도 불교를 위한 열정을 불태우고, 도쿄대학에 최초로 불교학 강사가

된 뒤에도 불교학과 인도철학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도쿄대학에서 거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강의를 담당하고, 대학의

강의를 그만둔 뒤에도 조동종의 승려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그와 같

은 탄잔의 불교에 대한 정열과 열정이 있었기에 일본 근대 폐불훼석의

불교탄압 분위기 속에서도 불교가 새롭게 인식되어 서양의 종교와 우열

을 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탄잔에 의해 정착된 인도철학은 이후 불교학의 색채를 벗어

나 독자적인 인도철학의 전개로 이어져 간다. 이러한 독자적인 인도철

학의 전개로서는 1906년 다카쿠스에 의한 인도철학종교사 강좌의 개설

이 꼽혀지며, 이 강좌의 개설이 실제 일본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인도철

학의 출범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 李泰昇: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tslee@uu.ac.kr



106 ∙ 印度哲學 제42집

I. 서언

일본 근대의 시작으로서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년)은 일본

사회 전체를 개조하여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메이지 유신은 260여년 그 체제를 유지해온 도쿠가와

(德川)의 에도(江戶) 막부(幕府)를 무너트리고 서양의 제국주의로

부터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새로운 정치개혁, 사회개혁이었다. 이

러한 거대한 개혁의 흐름은 당연히 기존의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은 말할 것도 없다. 아니 메이지 시대의 시작은 불교계에게

있어선 사상초유의 불교박해를 몰고 올 가히 공포스러운 전조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박해를 지칭하는 폐불훼석

(廢佛毁釋)의 폭풍우는 메이지의 시작과 함께 불어 닥치기 시작해

거의 10여년에 걸쳐 불교계를 요동시켜 일본 사회속에 불교의 위

상을 에도막부와 비교해 180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불교

에 대한 탄압은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권력층의 정치, 사회 이념으

로서 천황제 사회국가를 만들려는 신도 국교주의에 의거한 탄압

이었지만, 이러한 탄압으로 일본의 불교계는 더 이상 국가적 보호

를 기대할 수 없는 독자적인 위상을 갖추어야할 상황에 부딪친다.

그러한 불교탄압이라는 초유의 현상에 부딪혀 일본의 불교계는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불교는 사회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한편으로 불교학

이라는 학문적 개념이 자리잡혀 결과적으로 도쿄대학(東京大學)에

인도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영역이 성립되기에 이르게 된다.

본고는 메이지 유신이후 도쿄대학에서 인도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성립되는 역사적 계기와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데 절대적

인 역할을 담당한 조동종의 학승 하라 탄잔(原坦山, 1819～1892;

이하 명칭은 하라 탄잔 또는 탄잔으로 표기한다)의 생애와 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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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근대에서의 인도철학이란 말은 국가에 의해 설립된 도쿄

대학에서 최초로 그 명칭이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이후 오랜기간

그 명칭은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신정부의

사상적 이념이 신도에 있었고 불교를 배척하는 풍조가 강한 사회

적 흐름 속에서 실질적으로 불교학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용된

인도철학이 어떻게 국립대학에서 그 자리를 잡게 된 것일까? 그

리고 그러한 학문의 정착은 실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소시키고자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으

로, 특히 인도철학이란 용어의 사용과 그 정착에 실질적으로 크게

역할을 담당한 하라 탄잔의 삶을 조명해 인도철학 성립의 구체적

인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에서 인도철학 성립 50년의 의미를 갖는 시점에서

인도철학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로서 향후 인도철학의

학문적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1)

Ⅱ. 일본 근대 인도철학의 성립과 전개

1. 메이지 유신과 불교계의 동향

일본의 근대를 알리는 메이지 유신은 불교계에 있어서는 악몽

의 시작이었다. 곧 메이지 신정부는 국가의 정책의 방향을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도국교화의 입장을 취하여, 기존의 일본종교의 전

1) 본고는 2014년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거행된

<인도철학회/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한국인도철학

50년의 회고와 전망>의 자리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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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서 소위 신불습합(神佛習合)의 문화를 부정하고 신불분리

(神佛分離)의 원칙에 근거해 종교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신불분리

의 정책에 근거해 실시된 불교탄압의 운동이 일반적으로 폐불훼

석의 운동으로, 이 폐불훼석의 불교탄압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 불교계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6세기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에도막부에 이르기까지 큰

탄압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에도막부 때는 국교(國敎)의 지

위까지 올랐던 불교가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련에 직

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찰과 신사가 공존하던 기존의 전통이 무

너지고 사찰이 신사화되는 것은 물론, 승려들은 환속을 하거나 신

관으로 신분을 바꾸고, 또 사찰에 속한 물건들은 파괴되거나 소각

되는 일이 빈번히 자행되었다. 그리고 신정부의 신불분리의 포고

령은 각 지방의 종교정책에 의거해 사찰을 합병하거나 파괴하는

일도 서슴없이 행해졌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사찰통폐합으로 1870년(明治

3) 도야마번(富山藩)에서 실시된 일종일사령(一宗一寺令)으로, 당

시 번내에 존재하고 있던 정토종 17개 절, 천태종 2개 절, 진언종

42개 절, 임제종 22개 절, 조동종 200개 절, 진종 1320여개 절, 일

련종 32개 절 등 총 1630여개 절이 각 종단별로 하나씩 7개의 절

에 합병시킨 것이다.2) 이러한 극단적인 불교탄압은 각 지역적으

로 차이는 있었다하더라도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불교계는

실제 그 존폐가 의문시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불교탄압의 풍조 속에 불교계도 물론 좌시하고만 있지

않았다. 에도시대이후 장의불교(葬儀佛敎)의 전통 속에 조상의 위

폐를 각 종단의 사찰에 모신 대다수의 불교신자들은 사찰의 통폐

2) 辻(1949) p. 32 [가시와하라(2008) p. 35에도 같은 도야마번의

사찰통폐합이 나타나지만 번역상의 실수가 눈에 띈다. 원문

柏原祐泉(1998)에 의하면 한국어 번역에서 빠진 진종동서양본원사파 232개

절, 선종조동임제양종 40개 절이 포함되어 총 370개의 절이 일종일사령에

따라 8개로 합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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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 파괴 등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고, 지역에 따라 불교신

자인 단가(檀家)들과 사찰을 파괴 접수하려는 신도의 신관(神官)

들이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교신자들의 대항과는 별도로

불교계 역시 신도국교화의 정치사회적 흐름에 대항하여, 에도시대

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불교연합체를 조직해 체계적인 대

응을 시도하였다. 그것이 제종동덕회맹(諸宗同德會盟)이라는 협의

체로, 메이지 초기 신불분리령이 내려지던 해(1868. 12)에 뜻있는

불교가들에 의해 종단적 차원에서 결성된 조직체이었다. 이 단체

에는 각 종단별로 대표적인 불교가가 참여하였고, 특히 메이지 초

기 불교계를 대표한 정토진종의 시마지 모쿠라이(島地默雷)와 후

에 도쿄대학 최초의 불교학 강사이었던 하라 탄잔도 이 회맹에

적극 참여해 불교의 존립을 위해 분투하였다.

[하라 탄잔의 초상]

제종동덕회맹은 이후 거의 5년정도 지속되면서 메이지 초기 폐

불훼석의 광풍을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 회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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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불교탄압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교의 새로운 방향성

에 눈에 뜬 것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회맹에서 논의된 중요한 8개의 과제 가운데는 당시의 불교탄

압에 대항하는 논의가 당연 주였지만, 그것과 더불어 새롭게 학교

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나, 각종단별로 인재를 등용해 키우는 것

도 중요한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3) 새로운 시대를 이끌 조

직체나 인물을 양성하는 것을 전 불교종단이 공동의 목표로 정해

불교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

해 종단 스스로 새로운 사회에 눈을 뜨기 위해 해외시찰을 통해

서구의 문물을 흡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도 나타나게 된 것

이다.

종단차원에서 해외의 문물에 눈을 떠 승려를 해외로 보낸 첫

케이스가 정토진종으로, 정토진종 서본원사파가 1872년(明治 5) 1

월에 시마지 등을 서구에 파견하였고, 동본원사파는 그해 9월 서

구의 종교사정을 알고자 사찰단을 보낸 것이다. 이 정토진종의 해

외사찰단 파견은 당연 다른 종단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각 종단차

원에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

다. 이렇게 종단 차원에서 육성된 인물로서 후에 불교학에 큰 족

적을 남긴 사람이 난조 분유(南條文雄)로서, 그는 1876년(明治 9)

가사하라 겐쥬(笠原硏壽)와 함께 동본원사에서 영국에 파견된 인

물이었다. 난조는 영국에서 산스크리트를 비롯해 서구의 새로운

불교학의 방법론을 배워 후에 도쿄대학에서 산스크리트를 가르친

최초의 인물로 간주된다.

이처럼 각각의 종단에서 파견되어 서구에 유학한 불교가들은

후에 새로운 교육령에 근거해 세워진 각종단의 종립대학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함으로써 일본의 불교학이 종학과 더불어 발전되

3) 제종동덕회맹의 8개의 과제는 ①王法佛法不離之論, ②邪敎硏窮毁斥之論,

③自宗敎書硏覈之論, ④ 三道鼎立練磨之論, ⑤ 自宗舊弊一洗之論,

⑥新規學校營繕之論, ⑦ 宗宗人才登庸之論, ⑧ 諸州民間敎諭之論의

8가지이다. 이 8개 과제와 관련된 논의는 이태승(2013) p. 4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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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초를 닦게 되는 것이다.

불교 각종단의 인재육성이 전 종단적 차원으로 전개되는 과정

에서 메이지 정부는 새로운 교육령에 근거해 1877년(明治 10) 최

초의 관립대학으로서 도쿄대학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 도쿄대학

은 에도막부 말기에 새워진 서양학문교육기관인 개성소(開成所)를

이어받은 동경개성학교(東京開成學校)와 에도막부의 서양의학 교

육기관인 의학소(醫學所)를 이어받은 동경의학교(東京醫學校)가 합

쳐져 생겨난 최초의 관립학교이었던 것이다.4) 이렇게 최초로 설

립된 도쿄대학에 불교학과 동등한 의미를 갖는 학문으로서 인도

철학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 인도철학이 도쿄대학에 정착하

는 과정을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도쿄대학의 인도철학 강좌 개설과 전개

1877년(明治 10) 메이지 정부의 교육령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관립대학인 도쿄대학은 설립당시 법과(法科)·이과(理科)·문과(文

科)·의과(醫科)의 4개학부의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이중 문학부에

해당하는 문과의 조직은 개교당시 제1과에는 사학·철학·정치학이

포함되었고 제2과에는 화한문학과(和漢文學科)가 포함되어 있었

다. 이 개교당시의 조직은 거의 격년으로 그 조직이 바뀌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1885년(明治 18)까지 문과의 조직 변화를 보면 다

음과 같다.5)

1877년(개교당시, 명치10) ― 제1과 : 사학·철학·정치학 ; 제2과 : 화한

문학과

4) 日本史辭典(1989) p. 670.

5) 도쿄대학의 조직변화의 대강은 기본적으로 다음책 참조.

東京大學百年史(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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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명치12) 9월 ― 제1과 : 철학정치학 및 이재학과(理財學科) ; 제

2과 : 화한문학과[화한문학과에 처음으로 ‘불서강의’가 개설됨]

1881년(명치14) 9월 ― 제1과 : 철학 ; 제2과 : 정치학 및 이재과 ; 제3

과 : 화한문학과[철학의 교과목에 <인도및지나철학>의 교과목

이 신설됨]

1882년(명치15) ― 제1과 철학이 서양철학으로 개칭되고 인도철학, 중

국철학, 동양철학의 교과목이 개설 각각 담당교수가 선임됨.

1885년(명치18) 12월 ― 제2과를 법정학부로 옮김. 문학부는 철학과·

화문학과·한문학과의 3개학과로 구성됨.

이와 같이 초기의 도쿄대학은 그 조직체계가 온전히 정비될 때

까지 조직의 변화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러한 변화 속에 불교학

강좌가 개설되기에 이른 것이다. 불교학 강좌는 <불서강의>라는

이름으로 개설되는데 그 최초의 개설이 1879년 조직개편 당시 문

과의 제2과 화한문학과에 그 강좌가 개설된 것이다. 이 <불서강

의>의 강좌를 담당한 사람이 바로 조동종의 승려였던 하라 탄잔

으로, 그는 당시 대학의 총장이었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요

청을 수락해 <불서강의>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대학총장

이었던 가토는 그의 <경력담>에 의거하면, 서구의 학문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으로 “화한의 역사 문학 제도등을 가르

칠 수 있는 교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전통적 학문의

교육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 불교의 교과목을 개

설하고 여기에 하라 탄잔을 강사로 초빙하였던 것이다.6) 이렇게

가토의 요청으로 탄잔의 <불서강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도쿄대

학에서는 최초로 불교강의가 이루어지고 이 때 처음 강의의 교재

로 사용한 것은 대승기신론으로 주2회가 강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7)

6) 木村(2002) p. 9.

7) 上同[뒤의 주(13)에서 알 수 있듯 1881년 교과과정개편에 있어 하라가

사용한 교재는 유마경과 보교편인 것을 알 수 있다][부록 1,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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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한문학과의 <불서강의> 개설이 도쿄대학에서 불교학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며, 그리고 이 불교학의 강좌는 1

881년(明治 14)의 조직 개편 속에 철학과의 과목 중 인도철학의

이름으로 그 강좌가 이어지게 된다. 곧 1881년의 조직 개편으로

철학과의 과목 속에 <인도및지나철학>의 교과목이 신설되고, 이

때 신설된 교과목의 교재로 유마경과 보교편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1882년(明治 15) 철학과의 학과 개편에 임해, 철학은 서

양철학과 인도철학 ·중국철학을 포함한 동양철학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 동양철학은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郞), 중국철학은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인도철학은 하라 탄잔이 담당하게

되며, 인도철학의 과목은 요시타니 가쿠쥬(吉谷覺壽)가 새롭게 강

사로 임명되어 탄잔과 함께 격년으로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인도철학은 동양철학, 중국철학과 대등한 관계로 그

위상을 가지며 전개되는 가운데 1888년(明治 21) 탄잔이 강사직에

서 물러나고 1889년에는 요시타니가 물러난다. 이어서 1890년(明

治 23)에 무라카미 센쇼(村上專精)가 강사직을 잇고 1899년에는

마에다 에운(前田慧雲)이 강사직에 임명된다. 그리고 1904년(明治

37)에는 인도철학은 철학과 속에 전수학과(專修學科)로서 간주되

어, 학과로서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진다.8)

철학과 속에 인도철학의 교과목 강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1901

년(明治 34)에는 문과대학 안에 범어학 강좌가 개설되어 그 담당

에는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朗)가 임명된다. 이 강좌는 1908년

(明治 41)에는 도키와 다이죠(常盤大定), 1909년(明治 42)에는 호리

겐도쿠(堀謙德)가 강사로 임명되어 지속되어간다. 그리고 범어학

8) 인도철학이 철학과 속에 하나의 전수학과가 된 것은 1904년으로

나타난다[東京大學百年史(1986), p. 525; p. 528(여기에서는 하나의

학과<一學科>로 표기). 그렇지만 현재 동경대학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1910년에 전수학과가 되어 하나의 독립된 학과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ttp://www.l.u-tokyo.ac.jp/schema/history.html?page=1

공식웹사이트에 의거하면 1910년 철학과에 전수학과로 인도철학이

분립되고, 문학과에는 범문학과가 전수학과로 분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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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고 있던 다카쿠스에 의해 인도철학의 교과목으로 1906

년(明治 39) 인도철학종교사가 개설되는데, 이 교과목의 개설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도철학의 출발로 간주

된다. 이 강좌는 1912년(大正1) 기무라 타이켄(木村泰賢)이 강의를

이어받게 된다.

이렇게 철학과 속의 한 강좌로서 인도철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인도철학의 강좌가 독자적으로 학과차원으로 독립되어 강좌가 개

설되는 것은 외부의 기부에 의해 이루어 진다. 그 최초가 1917년

(大正6년) 실업가인 야스다 젠지로(安田善次郞)의 기부에 의한 인

도철학강좌가 개설되고 초대교수에는 무라카미 센쇼가 취임하게

된다.9) 이어서 1921년(大正10)에는 임제종의 승려로서 선불교를

해외에 전한 일본불교계의 거목인 샤쿠 소엔(釋宗演)의 기부에 의

해 인도철학 제2강좌가 개설되고, 1926년(昭和1)에는 국비에 의한

인도철학 제3강좌가 개설되기에 이른다. 이어서 1932년(昭和7) 4

월에는 나뉘어져있던 인도철학과와 범문학를 합병하여 인도철학

범문학과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도쿄대학의 인도철학의 성립과 전개의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에 나타나듯 초기의 인도철학은 조동종

의 승려 하라 탄잔이 담당한 <불서강의>가 그 출발을 이루고 있

다. 곧 탄잔이 담당한 <불서강의>가 인도철학이란 이름으로 바뀌

어 철학과의 과목 속에 들어가 이후 인도철학의 이름으로 지속되

고 후에 학과로서 독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라 탄잔은

어떤 인물이기에 초대 관립학교인 도쿄대학에 <불서강의>를 담

당하고 인도철학 성립의 주역인물로서 간주되었던 것일까. 그의

생애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9) 스에키는 도쿄대학의 불교학 전개를 3기로 나누는데 제1기의 끝을 1917년

기부강좌에 의한 독립학과 개설까지, 제2기의 끝은 태평양전쟁 패전,

제3기는 패전이후로 나누고 있다[스에키(2009) pp. 2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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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라 탄잔의 생애와 인도철학 성립의 역할

1. 하라 탄잔의 생애

하라 탄잔은 1819년(文政2년) 동북지방인 반성국(磐城國, 이와키

노쿠니) 평촌(平村, 현재 福島縣 平市)에서 번사(藩士) 아라이 유스

케(新井勇輔)의 장남으로 태어났다.10) 그의 집안은 비교적 유복하

여 10세전후에 에도로 나와 한학을 배웠다. 15세 전후에는 유시마

(湯島)의 창평횡(昌平黌)에 입학하여 유학을 배웠으며, 1836년(일

설 1840년)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 다기 안슈쿠(多紀安叔)의 문하

에 들어가 한방의 의학과 의술을 배웠다고 한다. 젊은 탄잔에게

정신적 충격을 받는 계기가 찾아온 것이 1840년경으로, 당시 그는

조동종대학림인 전단료(栴檀寮)에서 유교의 경서를 강의하고 있었

다. 이때 탄잔은 학승인 다이쭈 교산(大中京璨)과 유불(儒彿)의 우

열에 관한 논쟁을 벌여, 그에게 패하고 그것을 계기로 출가하게

된다. 이후 그는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부를 계속한 뒤 그는

에도로 나아가 그에게 출가의 계기를 만들어준 교산(京璨)의 법을

잇게 된다. 그리고 1856년 천황가와 관련있는 이조가(二條家)의

기원 절인인 산성국(山城國) 백천(白川)에 있는 심성사(心性寺)의

주지가 되고, 이후 그의 이름이 점차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서양

의사인 고모리 소지(小森宗二) 과 논전을 펼친 후 불교의 실증적

인 면이 약함을 통감하고 서양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성과의

일단이 1859년 정리한 그의 저술 심식론(心識論)으로, 여기에서
그는 불교의 식(識) 개념들과 각(覺)과 불각(不覺)의 마음을 뇌와

10) 탄잔의 생애는 기본적으로 木村(2002)와 オリオン(2012)[第1章 日本佛敎

以前 原坦山と佛敎の普遍化]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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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작용과 관련시켜 서술하고 있다.

이후 1863년경에는 그가 주지로 있던 심성사와 관련이 있던 이

조공(二條公)과의 논의중 생긴 불미스런 일로 그는 한때 병원에

유페되기도 하였지만, 후에 다시 에도의 장덕원(長德院)의 주지가

되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는 불교계의

중진으로 폐불훼석에 대응해 활동하였고, 여러 종파가 합동으로

설립한 협의체인 제종동덕회맹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당시

불교의 여러 종파들이 합동으로 설립한 불교전수학교인 총횡(總

黌)에도 강사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총횡이 설립되던 전년 1869년

(明治 2)에는 그간 자신의 저술을 합쳐서 시득초(時得抄)(이 책
은 이미 간행된 무명론, 원판심식론(原板心識論), 재교심식론
(再校心識論), 노파신설(老婆新說), 그리고 새롭게 저술한 뇌척
이체론(腦脊異體論), 혹병동원론(惑病同源論)의 합본)라는 이름

으로 출간하고, 당시 여러 인사들에게 그 증정본을 보냈다.

1872년 메이지 정부는 교부성(敎部省)을 설치하여 불교 각종단

에 교도직(敎導職)을 10명씩 임명하도록 하는 포고를 내렸는데, 탄

잔은 이때 조동종단에서 임명한 10명 중의 1인으로서 교도직을

담당하였다. 그렇지만 교도직의 대강의(大講義)에 임명된 뒤에 뜻

하지 않은 실수가 원인이 되어 그는 교도직을 물러나게 된 것은

물론 조동종의 승적도 박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11) 이후 그

는 1880년 조동종의 승적을 회복하기까지 역술인(易術人)의 신분

으로 지냈고, 이 승적이 없던 시기에 도쿄대학의 <불서강의>의

강사로 임용된다. 그리고 1873년(明治 6)에는 자신이 쓴 불법실
험록을 심성실험록이라 이름을 바꾸어 출간하는데 이 책은 후
년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 간주된다. 그는 이 책에서 내외의 의학

11) 1873년 후반 당시 교부성의 가장 중요한 일인 ‘3조교칙’의 업무에 대해,

탄잔에게 종단의 ‘3조교칙’관련 출판물 신고의 실수에 대해

출판관련법령의 위반죄가 물어졌다. 이것은 탄잔이 종단의 업무에 약간

소홀했던 것으로 비춰지며, 이 법령위반으로 인해 교도직은 물론 승적

박탈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オリオン(2012)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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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을 거론하며, 주로 지각, 감각,
의식, 운동 등을 뇌, 신경, 척수등과 관련시키는 서양의학의 신체

론·정신론을 불교의 3심(不覺心·和合心·淨覺心)과 5식설과 비교해

비평을 가하고 있다.12)

1877년 도쿄대학이 설립된지 2년 뒤 1879년 새로운 학과조직

개편에 임해 당시 총장이었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새롭게

<불서강의> 교과목을 개설토록 하고 그 강사의 역할을 탄잔에게

요청하였다. 탄잔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도쿄대학의 화한문학과

강사가 되었고, 그는 대승기신론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였다. 하
지만 2년뒤 1881년 대학조직의 개편으로 철학과가 제1과로서 독

립하고 <인도및지나철학>이라는 이름의 교과목이 개설되었을 때,

탄잔은 강의교재로서유마경과 보교편을 사용하였고, 이때 이
미 <불서강의>의 이름을 인도철학이란 말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부록 1, 부록 2 참조]. 1882년 학과조직의 개편에 따라 철학과가

서양철학으로 개칭되고, 또 동양철학이 증설되면서 처음으로 인도

철학은 지나철학과 함께 정규의 교과목으로 독립하게 된다. 이때

탄잔과 더불어 새롭게 인도철학의 강사로 임명된 사람이 요시타

니(吉谷覺壽)로, 그와 함께 격년으로 과목을 담당하게 된다.

1883년에는 조동종의 영평사 관수(貫首)를 뽑는 선거가 치루어

지는 데 탄잔도 그 후보자 1인이 되고 투표결과 득표수는 제7위

에 올랐다. 1884년 일본 철학계에 최초의 학회조직인 <철학회>가

결성되고, 초대회장으로서는 도쿄대학 총장인 가토가 선출되고,

다음해 잡지 <철학회잡지>가 발간되었다. 이 철학회의 활동에도

탄잔은 적극 참여하였다. 1885년 영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뒤 정토

진종 대곡교교(大谷敎校)의 교수가 난조 분유(南條文雄)를 강사로

초빙해 도쿄대학에서 최초로 범어학 강의가 시작된다. 강사가 된

난조는 이 때 67세가 된 탄잔에게 자작의 시를 보냈고 이에 대해

탄잔은 그 시에 대한 평을 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시를 보냈다고

12) 木村(200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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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3)

영웅고금유가풍 독파범서입우중 군시후생가뢰자 하수노후찬성공

(英雄古今有家風 獨把梵書立宇中 君是後生可畏者 何須老朽贊成功)

[영웅, 예나 지금이나 가풍을 가지는데, 홀로 범서를 독파해 우주에

섰네. 그대는 실로 후생가외자이니, 어찌 모름지기 늙었다고 성공을

기리지 않겠는가]

탄잔은 이 해 10월 추천을 받아 학사원(學士院) 회원이 되고, 이

후 학사원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연을 한다. 1888년 탄잔은

도쿄대학 강사직을 사임한다. 그리고 이 해에는 일찍이 간행된 자

신의 주저서인 심성실험록(心性實驗錄)에 대해 후쿠다 교카이

(福田行誡)가 비판한 글에 대해 심성실험록비판최후비(心性實驗錄
批判最後屁)라는 비판의 글을 발표하였다. 1891년에 탄잔은 조동
종대학림의 총감에 부임하고 1892년에는 ‘조동종관장사무취급’의

역을 담당하였다. 재임 1개월만에 사임하고, 이해 7월 27일 죽음

에 임해 자신의 제자들에게 ‘즉각임종’의 뜻이 담긴 사망 통지서

를 쓰게 했다고 한다. 죽음에 임해서는 임석한 제자에게 “사후지

사부가위(死後之事復何爲)”라는 말을 쓰게하고 눈을 감았다고 한

다.

2. 인도철학 성립에 있어 하라 탄잔의 역할

도쿄대학이 설립된 후 2년뒤인 1879년 대학조직 개편에 의해

<불서강의>가 이루어져 하라 탄잔이 그 강의를 담당한 것이 실

제 근대일본의 인도철학 출발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 <불서

강의>의 개설에는 당시 초대 총장인 가토 히로유키의 확고한 철

13) 木村(200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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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의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법학박사와 철학박사

의 학위를 가지고 있던 총장 가토는 철학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당시 불교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이해한 사람으로서 탄잔을 대

학의 강사로 요청하였던 것이다. 탄잔은 <불서강의>의 요청을 수

락해 강의에 임하였으며, 그가 최초로 선택한 교재는 대승기신론
이었다. 그렇지만 1881년 학과의 개편에 따라 <인도및지나철학>
의 학과목이 개설됨에 있어 탄잔은 교과목으로 유마경과 보교
편을 선택하여 강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부록 1, 부록 2 참조].
이 교과목 변경과 관련한 개정의 취지문을 보면, 이미 <불서

강의>의 교과목 명칭을 <인도철학>으로 바꾸고 있으며, 여기에

는 뒤에서 보듯 인도철학의 이름으로 불교학 내지 불교철학을 지

칭하고자하는 의도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새로운

교과목으로 체택한 유마경과 보교편(輔敎編) 가운데 보교편
은 송나라 계숭(契崇)이 유불의 조화를 위해 쓴 책이지만,14) 이 
보교편은 당시 학생들이 너무 쉽게 이해한 듯하며, 따라서 탄잔
은 그것을 대승기신론으로 바꾸고, 이후 1885년에는 원각경과
대승기신론으로 교재를 삼았다.
이렇게 초창기의 인도철학이라는 이름이 불교학을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탄잔이 1884년(明治 17) 동경대학철학회에서 <인도철학

의 제학과 그 차이(印度哲學の諸學と徑庭ある說)>[부록 3 참조]라

는 강연의 글에서 “인도철학(즉 불교)의 대략은 교·리·행·과의 4

종으로 나뉘며, 제1의 교는…”15)이라고 하여 인도철학은 불교를

지칭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부록 3 참조]. 그리고 탄잔은 불

교를 실험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중시하여 심성실험 또는 심

성철학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곧 그가 남긴 <인도철학의 요령

(印度哲學の要領)>(1887년)[부록 4 참조]이라는 글에서 그는 다음

14) 보교편은 송나라 계숭이 쓴 책은 확실하지만[가마다(1985) p. 190외],
解說事典(1977)에 의하면 보교편은 전 10권으로 송의 명교가 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全集(198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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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도는 상고(上古)로 문화의 면에서 들을 것이 많은 나라로, 지금

유행하는 종교 가운데 불교 유태교등이 가장 상고에 속한다. 지금 불

교의 성질을 살펴보면 석가씨는 자성의 실리를 발명하여 불교를 만들

어, 심성의 실험을 보리·열반·진여·불성이라고 이름하고 각종으로 교

화하였다.그런데 석가의 출세는 상고 아직 미개한 시대로 사람들 모두

기괴불사의한 것을 받들고, 마침내 그것을 서로 뒤섞게 한 것으로, 진

여·보리 등은 기괴불사의한 것이 아니고, 후세 학과분립에 이르러서는

모두 실험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부터 대체로 종교로서 받아들이게 되

지만, 그렇더라도 불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유명항망(幽冥荒茫)한 믿음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고트씨가 말하는 “ ‘레리지옹(종교)’

이라는 것을 불교에 쓰는 것은 타당치 않고, 불교는 오히려 도의철학

으로 칭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나는 바로 심성철학이라는 것이 적당

하다고 생각하며, 본교에서 인도철학이라고 개칭하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하다고 생각하며, … 16)

이렇게 탄잔은 불교를 심성의 실험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며, 그런 의미에서 불교를 인도철학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

해 지극히 당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탄잔이 불교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따라서 인도철학이란 말로서 이해하

며 아울러 불교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행하는 지

적(智的)인 종교라는 말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인도철

학이라는 학문과 관련해 불교에 대해 1885년의 글 <학교의 이동

불교제교의 이동( 學敎の異同佛敎諸敎の異同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학문이란 실험·사적[사색]·비교의 3법을 정밀하게 사용해 사물의 진

리를 규명하는 것을 말하며, 학문의 목적은 지(智)에 있고 교법의 목

적은 신(信)에 머문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서양의 제교가 모두

천주상제(天主上帝)를 귀의처로 하는데 인간의 견문각지가 미치지않는

16) 全集(1985)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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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면 신에 머무는 것에 해당하지만, 그렇더라도 불교도 그와 동일하

게 신에 머문다고 하긴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불교나 불도(佛道)나

불학(佛學)이라는 것은 모두 고래로 통칭해온 바, … 불씨(佛氏)의 경

론에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차서가 있어 신을 초급이라하고 증을 마지

막이라 하며, (信을 가명 또는 명자라 해도 참된 불자라고는 하기 어

렵고) … 서양제교에서 견문각지(見聞覺知)외에 천주상제를 구하는 것

과 같은 것은 아니며 …, 불학이나 불교 모두 해당하며, 하물며 불씨의

최상 결과를 구경각(究竟覺)이라하며 무상지(無上智)라 하여, 결코 견

문각지 외에 있는 것은 아니며. …17)

곧 여기에서는 불교를 불도 또는 불학이라 표현하며, 불교의 본

질은 신해행증의 증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것은 믿음의 경

계와는 다르고, 그와 더불어 믿음을 강조하는 서양의 제교와도 다

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가 믿음의 경계 이상으로 인간 마음의 지력(智

力)을 중시하는 종교라는 의미는 이후 도쿄대학에서 탄잔의 강의

를 들은 여러 제자들에 의해 불교의 특징으로 간주되어, 메이지

시대 위축된 불교의 위상을 되살리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에 이

른다. 곧 탄잔이후 지력의 불교를 주장하여 메이지 불교계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 또한 탄잔의 강의를

듣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8) 곧 탄잔

은 불교의 철학적 성격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서양의 과학적 방법

17) オリオン(2012) pp. 68-69에서 인용( 第1章 <日本佛敎>以前 ;

原坦山と佛敎の普遍化 )

18) オリオン(2012) p. 70 [최근 필자는 불교의 철학적 성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성불교’라는 말을 붙여 책을 출간하였다. 이태승(2014).

그리고 그 책의 후기에서 일본근대에 불교의 철학적 성격을 중시한

이노우에 엔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향후 이노우에 엔료에 대해

좀 더 살펴볼 생각을 하던 차에 근래 엔료에 대한 논문이 나와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송현주(2014). 따라서 일본 근대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엔료가 불교의 철학적 성격을 중시한 데는 하라 탄잔의 사상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며, 그 가능성을 제기한 오리온 클라우타우의 견해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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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도 맛설수 있는 확실한 교학적 체계를 조직하고자 애를 썼으

며, 이러한 노력은 메이지의 초기 불교학자로서 그 위상을 확실히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교를 인도철학으로 표현하면서 불교를 인간 내면의

심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로 간주한 것은 하라 탄잔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색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불교를 인도철학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당시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일본의 종

교계를 압박한 기독교계의 신교 자유론과도 관계가 있었다고 하

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메이지 유신전까지 공식적으로

신앙상 금지되어있던 기독교가 메이지 유신이후 서양의 여러나라

들과의 관계에서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것에 대해 일본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자로 간주

되는 우이 하쿠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철학’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당시는 기독교와의 관계상

곤란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래서 불교는 인도의 철학인 까닭에 마침내

인도철학이라는 이름이 발명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인도철학이라는

이름은 실로 불교철학을 의미하며, 후에 이것이 강좌의 이름으로 되었

던 것이다.19)

이 우이박사의 말에서도 초기의 인도철학은 불교철학을 지칭하

는 말이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인도철학의 교과목

으로 불교의 경론이 채택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와 같이 불교철학을 대신하는 의미로서 도쿄대학의 개교초기부터

사용되던 인도철학의 이름은 철학과 속에서 독립된 교과목으로서

철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으로 자리잡아 강의가 이루어졌다.

곧 인도철학이란 말은 불교학 내지 불교철학의 의미를 가지며, 이

것이 학문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데 하라 탄잔의 역할은 지극히

컸고, 그에 의해 인도철학의 용어는 더욱 학문적으로 전개되는 계

19) 宇井(1976) p.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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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도철학의 교과목이 철학과의 하나의 교과목

으로서 간주되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학과 차원으로 전개되는 것

은 상당한 세월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곧 인도철학과가 독립된

학과로 전개되는 기틀이 마련된 것은 1904년(明治 37) 인도철학이

철학과 내부에서 전수학과로 간주된 것이었고, 2년뒤인 1906년 다

카쿠스 준지로가 최초로 인도철학종교사를 개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인도철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에는 인도철

학이 불교학이란 의미를 벗어나 인도의 철학과 종교를 다루는 의

미로 본격 사용되기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도 독립된 학과는 아니었고, 독립된 학과가 된 것은 외부

의 기부금에 의해 이루어졌다. 앞에서도 밝혔듯 실업가 야스다 젠

지로의 기부금에 의한 강좌 설립(제1강좌, 1917), 샤쿠 소엔의 기

부에 의한 강좌 설립(제2강좌, 1921), 그리고 국비에 의한 강좌 설

립(제3강좌, 1921)이 이루어져 일본에서는 독자적인 3개 강좌 즉

3인의 교수를 보유한 독립된 학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렇

게 3개의 강좌를 갖는 인도철학과는 1932년 범문학과와 합쳐져

인도철학범문학과로 명명되었고, 1946년에는 인도철학은 철학과

로, 범문학은 문학과로 귀속되었다 1949년 다시 인도철학범문학과

로 편성되고 또 이 인도철학범문학과는 1963년 인도철학·인도문

학전수과정으로 개칭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인도철학의 제3강좌

는 1954년 종교학종교사의 제2강좌로 옮겨가게 되지만, 1971년 인

도철학 내부에 일본불교사강좌가 증설됨에 따라 사라진 인도철학

제3강좌가 부활한 의미를 갖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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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일본 근대 인도철학의 이름으로 출발한 불교학은 도쿄대학에서

하라 탄잔이 <불서강의>를 담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7

7년 설립된 도쿄대학은 2년뒤인 1879년 학제개편에 따른 학과개

편에서 <불서강의>라는 이름으로 강좌가 개설되었고 여기에 하

라 탄잔이 강사로 취임하였던 것이다. 하라 탄잔은 이미 젊은 시

절부터 서양학문이나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거기에

보이는 실험이나 관찰 등의 방법을 불교사상의 이해에도 접목시

켰다. 그러한 태도에 의거해 그는 불교 속에 철학적인 체계가 있

음을 확인하였고 동일한 종교라하더라도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

와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탄잔의 이러한 철학적 탐색의

자세가 아마도 초대 도쿄대학의 총장이었던 가토 히로유키에게도

영향을 주어 탄잔을 도쿄대학 강사로 초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고 생각된다. 이렇게 탄잔에게 보이는 불교의 과학적이고 철학적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이 도쿄대학의 철학과에서 인도철학이란 이

름으로 정착되고, 그것이 후에 학과의 명칭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이다. 인도철학과라는 이름으로 학과가 독립하는 중요한 계기는 1

904년 철학과내에 전수학과가 되어 그 기초가 형성된 뒤에 1917

년 외부의 기부금으로 인해 정식 학과가 출범하는 데 연유한다.

곧 개인에 의한 두차례 기부금에 의한 강좌와 국가에 의한 강좌

개설의 전체 3개의 강좌를 갖는 인도철학과가 본격적으로 출범하

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본에서 초창기의 인도철학은 불교학 내지

불교철학의 이름으로 강좌가 개설되고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불

교학으로서 인도철학의 전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하라 탄잔이었다. 최초로 불교강좌를 담당한 이래 인도철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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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서 학문적 지속이 이루어진 것에는 탄잔의 불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그는 조동종의 승려로서 메이

지 유신의 폐불훼석의 시련속에서도 불교를 위한 열정을 불태우

고, 도쿄대학에 최초로 불교학 강사가 된 뒤에도 불교학과 인도철

학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도쿄대학에서 거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강의를 담당하고, 대학의 강의를 그만둔 뒤에

도 조동종의 승려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그와 같은 탄잔의 불

교에 대한 정열과 열정이 있었기에 일본 근대 폐불훼석의 불교탄

압 분위기 속에서도 불교가 새롭게 인식되어 서양의 종교와 우열

을 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탄잔에 의해 정착된 인도철학은 이후 불교학의 색채를 벗

어나 독자적인 인도철학의 전개로 이어져 간다. 이러한 독자적인

인도철학의 전개로서는 1906년 다카쿠스에 의한 인도철학종교사

강좌의 개설이 꼽혀지며, 이 강좌의 개설이 실제 일본에서 본격적

인 의미의 인도철학의 출범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126 ∙ 印度哲學 제42집

[부록 1]

동경대학인도철학과업서개정취지

明治 14년(1881) 10월 불교를 인도철학이라 칭하고, 본학과의

정규과목으로 추가하는 것에 있어 교과서에 대해 의논한 결과 13

부를 골라 그중 소생이 담당한 교과서는

유마경, 보교편,

이 2부로 정해, 격년으로 그것을 강의해온 바, 16년(1883) 9월 보
교편을 강의하는 데 있어 생도의 요구에 보교편은 평이하여

힘든 바 없어 좀더 고상한 책을 강의하길 바라는 바, 대승기신론
으로 그것을 바꾸니, 이에 생각건대 본학과의 생도는 다른 학문
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그 진보가 신속한 것을 생각해, 총체적으

로 불교는 사람의 근기에 응하는 까닭에, 당학기부터

대방광원각경(32면), 대승기신론(24면),

이 2책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유마경과 보교편은 폐지한다.

대체로 불교의 장점은 일심을 연마연구하여 그 묘처에 도달하는

데 있고, 그 단점은 황당만연으로 인간상의 실리에 위배되는 데

있어, 대체로 그 단점은 전기 역술의 제씨가 그 교를 장식하는 것

으로부터 일어나며, 그 장점은 그것을 수득하는 자가 적어, 그리

하여 위의 2부경론은 일심상의 정리 실예를 넘어 황당한 설이 없

어, 이에 소생 본학과의 부담의 분을 2책으로 개정하는 뜻 여기에

서 밝히는 바이다.

-- 명치18년(1885) 8월(교학논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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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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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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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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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 of the Study of Indian 
Philosophy in Modern Japan and the Role of 

Tanzan Hara

Lee, Tae Seung

Uiduk University

Notwithstanding the hard times of Buddhism in early

modern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study of Buddhism

was made as the name of Indian Philosophy at Tokyo

University in 1889. The person who had an important role

of formation and progression of Indian Philosophy in early

times was Tanzan Hara, a monk of Soto-sect of Japanese

Buddhism. He was the first lecturer of the course of

Buddhism and a person that chose and used the name of

Indian Philosophy firstly instead of the name of Buddhist

philosophy. According to the his works, he took a serious

view of the philosophy of Buddhism than the belief of

Buddhism.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e viewpoint of

philosophy, Tanzan Hara used the name of Indian

Philosophy and since then, the name of Indian Philosophy

was used for a long time in Japan. In early times, the

Indian philosophy was one of the lectures of Departement of

Philosophy in Tokyo University. Going through many

changes with relation to Indian Philosophy, the departement

of Indian Philosophy was estabilished independently in co-

operation with the other contributors, Zenjiro Yasuda and

Shaku Soen etc.. Generally speaking, the beginning of

Indian Philosophy in real meaning was made by Zunj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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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kusu on the formation of the lecture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in India at 1906. During the times

of Meiji Restoration, the formation of the Indian philosophy

was considered as a symbol of the restoration of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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