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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세기 영국에서는 우화극 형식의 도덕극이 종교적 가르침과 윤

리적 善을 함양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인도 희곡문학에서

이것과 유사한 전통의 출발점에 Kṛṣṇamiśra의 Prabodhacandrodaya가
있다. Advaita 철학과 Viṣṇubhakti 신앙 교육을 위해 저술된 희곡은 문

학적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이후 수많은 종교․철학적 우화극이 저

술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反베다학파의 축출 → 내적 불순의 제거

→ Manas의 교화 → 非Vedānta학파에 대한 식별 → Puruṣa의 깨달음’

의 순서로 구성된 희곡은 관객들을 자연스럽게 해탈을 위한 수행 과정

으로 이끈다.

Ⅰ. 서언

중세 영국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어려움 중 하나는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대중에게 성경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

다. 인도의 범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식 언어인 라틴어도 대중

언어가 아니라 지식층 언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직자들은 대

중에게 좀 더 쉽고 인상 깊게 성경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전례 중

에 연극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발전하여 우화극(allegorical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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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도덕극(morality play)이 되었고, 15～16세기에 종교적 가

르침과 윤리적 善을 함양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우화극1)이 범어 희곡문학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기록은 없지만,2) 11세기경 저술된 Kṛṣṇamiśra

의 Prabodhacandrodaya3)가 특정 철학사상을 담고 있는 우화극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4)

Prabodh.는 1811년 Taylor에 의해 英譯된 이후 여러 유럽어로 번

역되었고, 1970년대에는 동 서양의 몇몇 학자들에 의해 논문이 발

표되었지만, 우리나라 학계에는 아직 Prabodh.에 대한 논문이 발

표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종교 철학적 교육을 목적으

로 하는 Prabodh.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중세 영국 도덕극적 고

찰을 통해 종교극으로서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자들은 Rūpaka Nātaka, 또는 Pratīka Nātaka라고 칭한다. Cf.

Aggarwal(1988) p. i, n. 1, 2.

2) Dasgupta(1947) p. 479.

3) Prabodhacandrodaya(이하 Prabodh.로 표기)는 prabodha(깨달음),

candra(달), udaya(떠오름)의 복합어이다. Taylor는 “Rise of the Moon of

Intellect”, Winternitz는 “Erkenntnismondaufgang(知月出)”로, Monier와

Macdonell는 “Rise of the Moon of Knowledge”로, De는 “The Moonrise

of True Knowledge”로, Warder는 “Rise of the Moon of Awakening”로,

Boissevain은 “Maansopgang der Ontwaking(깨달음의 月出)”로, 野部

了衆는 悟りの月の出로 번역하였다. 이 중에서 복합어를 “prabodha eva
candraḥ prabodha-candraḥ tasya udayaḥ(깨달음이 곧 달이고, 이것의

떠오름이 prabodha-candra (깨달음-달)이다.)”로 분석한 Taylor, Monier,

Macdonell, Warder, 野部 了衆의 번역이 보다 타당하다. 이에 따라

Prabodh.는 깨달음-달의 출현으로 번역될 수 있다. Cf. Nambiar(1988)
pp. 2-3.

4) Kṛṣṇamiśra(1893) pp. 3-4.

Prabodhacandrodaya의 중세 영국 도덕극적 고찰 ∙ 231

Ⅱ. 중세 영국 도덕극과 Prabodhacandrodaya

1. 중세 영국 도덕극의 원형

도덕극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5), ①도덕극은 성체 순

환극(Corpus Christi Cycles)6)에서 출발한 신비극(mystery play)

과 기적극(miracle play)의 전통에서 발전했다. ②시간이 흐르면서

신비극은 다른 장르인 도덕적 주제, 고백성사, 죽음에 대한 설교

와 성서에 대한 주석, ③죽음의 피할 수 없는 보편성과 예고 없이

닥치는 긴박성을 다룬 예술인 Danse Macabre(죽음의 춤)7)와
죽음을 앞둔 인간의 회개와 영적인 건강 회복을 주제로 하는 Ars

Moriendi(죽음의 기술)8), ④인간 영혼에 대한 善과 惡의 전투

5) Trudeau(1992) pp. 154-155.

6) 중세 영국에서 ‘그리스도 성체 축일’에 공연되었던 성체 순환극은 ‘원죄

→ 대홍수 → 그리스도의 육화 → 십자가 사건 →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대우주의 구원 역사를 주제로 한다. 도덕극은 순환극에서

극화되었던 대우주의 구원 역사가 개별 인간의 인생 과정(소우주)에서

‘무죄 → 죄에 떨어짐 → 회개’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

구원 사건을 극화한다. Potter(1975) pp. 6-10.

7) 원래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강론에 無言의 춤으로 삽화처럼 들어갔던

공연이다. 교황, 황제, 왕, 왕비 등의 배역을 맡은 무희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을 본 청중은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Everyman에서 의인화

된 죽음이 “萬人!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렇게 될 수 없소. 나는 금,

은, 富를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오. [또한] 교황, 황제, 왕, 영주, 왕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124-126행)라고 공언하는 것은 죽음의 춤을
암시하는 것이다.

8) 죽음의 현존 앞에서 죽기에 합당한 상태로 영적 성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끊고, 믿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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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룬 Psychomachia9)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기원을 지닌 도덕극은 善과 惡의 대결 구도, 죽음의

소환, 영혼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3대 주제로 구성

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7大罪10) 등에 의해 타락한 인간이 궁극적으로 회개를 통해

구원받는 것, ②주인공이 聖人이나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라는 것11), ③등장인물들이 우화적으로 의인화된 추상개념이거나

심리적 요소라는 것, ④인간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善과 惡의 치

열한 대결구도를 갖는 것(dramatized allegory), ⑤주인공에게 죽

음의 소환이 있는 것, ⑥도그마적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목적보다

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의 선택에 중점을 두는 것, ⑦무대

선행에 힘쓰며, 죄에 대한 통회와 고백성사와 함께 종부성사를

받음으로써, 구원받기에 합당한 은총의 상태에서 죽음(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다.

9) Prudentius(기원후 348～405)의 라틴어 서사시로 서양 문학에서 인간

영혼을 차지하려는 그리스도교의 善과 이교도의 惡 사이의 전투를

묘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Psychomachia는 그리스어 ψυχη 

(영혼)와 μαχη(전쟁, 싸움, 논쟁)의 복합어로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혼의 전투로 번역될 수 있다. 이것의 주제는
인간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善과 惡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惡이

승리하지만 종국에는 善의 도움으로 주인공이 하느님에게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Katzenellenbogen(2000) p. 13.

10) 교황 그레고리오 1세(기원후 590～604) 시대부터 일곱 가지 大罪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칠죄종(七罪宗)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교만(Superbia), 인색(Avaritia), 음욕(Luxuria), 탐욕(Gula),

질투(Invidia), 분노(Ira), 나태(Acedia)이다. 대죄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生前에 용서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죄이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2004) pp.
7788-7790.

11) 도덕극의 주인공은 절대적 善人도 절대적 惡人도 아니다. 그는 은총의

선물과 자유의지를 낭비하여 죄의 상태에 떨어지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회개함으로써 은총의 상태로 회복된다. 그와 같은 회개의 길은 도덕극의

관객들에게도 그대로 열려져 있다. 도덕극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죄에 떨어지거나, 회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용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자포자기이다. Potter,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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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여 지는 것보다는 대사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 등이다.12)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도덕극의 일반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

다. 극 시작에 주인공은 악한 천사의 유혹에 넘어가 7大罪를 짓고

타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는 어떤 양심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악한 천사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아간다. 그와 같이 하느

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使者

가 파견되어 죄의 상태로부터 주인공을 구하고자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되는 使者의 노력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이 죄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죄를 통회하고

회개한다. 이어서 죽음을 맞이한 주인공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용

서받고 영원히 하느님 나라로 올라간다.

이와 같이 인간 영혼을 차지하려는 선과 악의 두 세력 다툼 속

에서, 처음에 악이 승리하지만 결국에는 선의 도움으로 주인공이

하느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구성이 도덕극의 원형(morality pattern)

이다. 즉, 아담의 원죄로 죄로 기울여 있는 인간 본성을 그대로 드

러내고 나서, 하느님 은총의 전달자인 善의 중재가 이루어지고,

그 중재에 따라 회개한 주인공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극 중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The Castle

of Perseverance(인내의 성)이고, 대표적 작품은 Everyman(만
인)이다. 1425년에 저술된 인내의 성은 세례수건을 머리에 두
르고 있는 갓난아기 인류(Mankynde, 또는 Humanum Genus)가

오른 편에 선한 천사와 왼편에 악한 천사 사이에 끼어서 등장한

다. 극의 전개는 이 두 천사가 인류의 한 생애 동안 서로 자기편

으로 넣으려는 치열한 전투로 점철된다.

15세기 말에 저술된 만인은 인내의 성과 달리 주인공의 일
생을 다루지 않고, 오직 주인공의 죽음만을 다룬다. 7大罪에 빠져

하느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주인공 萬人에게 분노한 하느님은

죽음(Dethe)에게 그를 소환해 오라고 명령한다. 그 명령을 받들고

12) 이경식(1981) pp.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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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죽음에게 萬人은 “오! 죽음이여! 그대는 내가 전혀 생각지

도 않은 때 오는구려! 당신의 위력에 나의 구원이 달렸구려!”13)라

고 하면서, 느닷없는 죽음의 습격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다.

이제 그는 하느님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 마지막 여정을 떠나야

한다. 이 여행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탐구이면서 성지순례이다. 또한 중세적 신비주의인

부정의 방식(via negativa), 즉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한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이 방식의 기본 원리는 인간이 개별성으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갈라졌지만, 자기 부정을 통해 개별성을 제

거함으로써 하느님과 재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14)

여행의 과정에서 萬人은 두 번에 걸친 버림받음과 두 단계의

영적인 성장을 겪는다. 그는 일차적으로 세속적으로 의지 했던 우

정(Felawshyp), 사촌(Cosyn), 친척(Kyndrede), 재물(Goods)로부

터 버림받는다. 그 고통을 겪고 나서 萬人은 선행(Good-Dedes)과

지혜(Knowledge)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죄에 대한 참회 → 죄 고

백 → 채찍질15) → 보속’으로 이어지는 고백성사(Confessyon)16)

를 받는다. 이렇게 하여 萬人의 인생내역서(a generall rekenynge)

를17) 선명하게 만들 선행이 온전하고 흠 없이(hole and sounde, 6

13) O Deth, thou comest whan I had the leest in mynde!/ In thy power it

lyeth me to saue. 119-120행.

14) Trudeau, pp. 166-167.

15) 萬人을 만난 고백성사는 내적 참회를 요구하고(554-572행), 萬人은

“지혜여! 나에게 내적 참회의 채찍을 주십시오. 나의 육신은 그것으로

[빚을] 탕감 받게 될 것입니다.(Knowlege, gyue me the scourge of

penaunce; My flesshe therwith shall gyue acqueyntaunce.)” 605-606행.

라고 말하고 나서, 슬픔의 망토(a garment of sorowe, 643행)를 걸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한다. 이와 같은 채찍질은 중세 수도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속죄와 고행의 상징적 행위이다.

16) 고백성사는 ①죄에 대한 통회(549행), ②죄의 고백, ③사죄경(568행),

④보속(770행)으로 구성된다.

17) 인생내역서는 죄에 빠져 있을 때 “오염되고 불분명”(419행)하여 알아볼

수 없는 상태(506-508행)에 있지만, 회개하여 善行이 건강을 회복했을 때

“수정처럼 맑아서”(898행) 분명히 알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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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행) 된다.18) 이어서 지혜가 권고한 거룩한 성찬례와 도유로 이

루어진 종부성사(Extreme vnccyon, 709; 725행)를 받음으로써 萬

人은 거룩한 죽음에 합당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차적인 버림받음의 고통을 겪는다. 죽음

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동안 萬人의 영적 성장을 도왔던 내적

속성들, 즉 힘(Strengthe), 분별(Dyscercion), 아름다움(Beaute), 5

감관(V-Wyttes)이 차례대로 떠나고, 萬人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

간 지혜도 떠나가 버린다. 이와 같이 철저히 버림받고 나서야 萬

人은 자신의 의지처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19) 그리고

유일한 동반자인 선행과 함께 무덤 속으로 기쁘게 들어간다.

죽음을 향한 여정에서 각각 두 번의 버림받음과 영적 성장을

겪은 다음 萬人은 천사로부터 “이제 영혼은 몸으로부터 떠날 것입

니다. 당신의 인생 내역서는 수정처럼 맑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

상의 영역으로 가게 될 것”20)이라는 약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극

은 의사(Doctour)가 등장하여 “누구도 죽음 다음에는 되갚을 수

온전하고 흠 없이 되었을 때(916-917행) 천상의 월계관을 쓰게 된다.

18) 萬人은 선행이 온전해지자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나의 두 손으로 내

재물의 반을, 기꺼이 자선 행위에 바치겠어요.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다른 반쪽은 그것이 있어야 할 곳으로 분명하게 되돌려 놓겠어요.(In

almes / halfe my good I wyll gyue with my handes twayne/ In the

way of charyte with good entente,/ And the other halfe styll shall

remayne/ In queth, to be retourned there it ought to be.)” 699-702행.

19) 선행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萬人은 “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저버립니다!(O Iesu, helpe! All hath

forsaken me. 851행)”라고 호소한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주님! 당신의

손에, 저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주님! 그것을 받아 주소서. 그것은 잃지

않은 것입니다.(In to thy handes, Lorde, my soule I commende;/

Receyue it, Lorde, that it be not lost. 880-881행)”라고 청한다. 이것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태복음 27장

46절)”와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복음 23장 46절)

라고 외쳤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마지막 절규를 떠올리게 한다.

20) Now thy soule is taken thy body fro,/ Thy rekenynge is

crystall-clere./ Now shalte thou in to the heuenly spere. 897-89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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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그 때, 자비와 동정도 그를 저버립니다.”21)라는 경고를

통해 거룩한 죽음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관객들에게 각인시키

는 것으로 막이 내린다.

2. Prabodhacandrodaya의 주제

작가 Kṛṣṇamiśra는 Maithila 지역에서 11세기 후반에 생존하였

으며, Śaṅkara의 Advaita Vedānta 학파에 속한다. 희곡 서문에

따르면 Chandella 왕조의 Kīrtivarman 왕의 승리를 경축하고 거

친 전쟁에서 벗어나 적정(śānti)을 경험하려는 왕을 위해 Gopala

장군의 의뢰로 Prabodh.가 저술되었다(I.4-5). 그러나 전승에 따르

면 詩(kāvya)에만 흥미를 갖고 철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제자

에게 Viṣṇubhakti 신앙과 Advaita 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희곡

을 저술했다고 한다.22)

작가는 생생한 전투라고 하는 극적인 형태를 취하여 인간 마음

의 영적 싸움에 대한 독창적인 영상을 주고, 선정적이고, 코믹하

고, 신앙적인 관심거리를 교묘하게 섞음으로써 공연을 보는 관객

들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흥미를 갖게 하였다. 그는 위선적이

고, 거만하며, 현학적인 사람들의 다양한 해학적 장면을 통해 생

동감 있는 풍자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 그렇게 하여 Prabodh.는

실용적 가치를 지닌 흥미로운 역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23)

Prabodh.의 주제는 “Māyā에 의해 속박된 Puruṣa가 어떤 여정

을 거쳐 참된 본성을 되찾게 되는가?”이다. Vidyā와 Prabodha의

출현으로 완성될 그 여정은, 그들의 출현을 돕는 Viveka와 그것

21) For after dethe amendes may no man make,/ For than mercy and

pyte doth hym forsake. 912-913행

22) Datta(1989) p. 2148; Krishnamachariar(1937) p. 676.

23) Dasgupta, p.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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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으려는 Moha의 치열한 전투로 점철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출현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Manas가 평정 상태가 되

고, 그곳에서 Viveka가 Upaniṣad와 결합할 때, Viṣṇubhakti의 은

총(prasāda, V.4下)24)으로 성취된다.

도덕극의 善과 惡에 해당하는 Viveka와 Moha의 전투, 그리고

전투 초반에 승리하였던 Moha가 결국 패하여 도주한다는 구성은

도덕극적 원형과 유사점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등장

인물도 도덕극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이 인물들은 우파니샤드
이래 인도의 종교 철학의 주요한 개념들을 망라한다.

Puruṣa Māyā
(幻)

(Viṣṇu
Parameśvara)

Pravṛtti
(활기)

Manas
(마음)

Nivṛtti
(체념)

Mithyādṛṣṭi
(오류)

Moha
(迷妄)

Mati
(지성)

Viveka
(식별)

Upaniṣad
(奧義)

Ṛtaṃbharā
(지혜의 산파)

Vidyā
(지혜, 딸)

Prabodha
(깨달음, 아들)

24) 본 논문에서는 게송은 숫자로 표기하고, 산문은 게송을 기준으로 나중에

나오는 것을 ‘이하’ 또는 ‘下’로 표기한다.

25) ‘Ahaṁkāra → (Lobha-Tṛṣṇā) → Daṃbha → Anṛta’의 家系 서열은

Manas에서 발생되는 순서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26) ‘Maitrī, Anukampā, Muditā, Upekṣā’는 Manas의 네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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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 진영 Viveka 진영

Cārvāka
(唯物論, 친구)

Viṣṇubhakti

(비슈누에 대한 信愛)

Kāma(욕정)Rati(쾌락) Sarasvatī(학습)

Krodha(분노)Hiṃsā(폭력) Śraddhā(신앙)

Ahaṃkāra(아집) Śānti(적정)/ Gītā

Lobha(탐욕)Tṛṣṇā(욕망) Vastuvicāra(진리 탐구)

Dambha(기만)/Anṛta(거짓)25) Maitrī(우의)/ Anukampā(동정)

Vibhramāvatī(혼동)
Mahābhairavī(Śiva의 별명)

Muditā(기쁨)

Upekṣā(무관심)26)

Pāṣaṇḍa(이교도) Kṣamā(인내)/ Saṁtoṣa(만족)

Digambara(자이나) Karuṇā(연민)/ Anasūyā(호의)

Saugata(불교) Dharma(정의)/ Dama(자제)

Kāpālika(카팔리카) Vairāgya(이욕)

Vyāmoha(대망념) Saṅkapla(결의)

Śoka(비탄) Acintā(無思量)/ Śama(평정)

Māna(자만)/ Saṅga(집착) Yama(禁戒)/Niyama(勸戒)

Mada(오만) Prāṇāyāma(조식)

Mātsarya(질투) Nididhyāsana(명상)

Paiśunyavāk(중상) Naiyāyika(니야야)

Pāruṣya(과격) Mīmāṁsā(미망사)

Dainya(의기소침)

Yogopasarga(요가의 장애)

Parotkarṣasaṁbhāvanā

(타인의 德을 높임)

Mamatāvāsanā

(내 것이라는 인습)

Paraguṇādhikya

(타인의 우월함을 존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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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rabodhacandrodaya의 극 전개

3.1. Māyā의 책략

Māyā는 무대에 직접 모습을 나타내거나 대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기루나 환영과 같은 그녀의 본질을 잘 나타낸다. 무대가

열리면서 읊는 축사(nāndi)는 Māyā에 대해 “가득한 물(Māyā)이

한낮 햇살의 신기루들 속에 있는 것처럼, 無知로부터 空, 風, 火,

水, 地라는 三界가 출현한다.”27)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Kāma에 따

르면, “그녀는 그(Puruṣa)와 접촉하지 않고서도, Manas를 낳고 나

서, 차례로 세계를 낳았다.”28)

반면 Viveka는 왕비 Mati에게 Māyā가 Puruṣa를 현혹시키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인! 무분별한 생각을 이용하여

[목적을] 갈취하는 요염한 창부와 같이 이 Māyā는 실재하지도 않

는 상태들을 드러내어 Parapuruṣa를29) 속인다오.”30) 이와 같이

Māyā가 Puruṣa의 아내(gṛhiṇī, I.19.)이지만, 창부(veśyā, I.25下)처

럼 행동하는 것은 실재도 아니고, 非실재도 아닌 Māyā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Māyā는 왕자와 모의하여 왕을 폐위하고 요새에 감금하려는 책

27) madhyāhnārka-marīcikāsv iva payaḥpūro yad ajñānataḥ/ khaṁ vāyur

jvalano jalaṁ kṣitir iti trailokyam unmīlati// Prabodh. I.1.

28) tenāpy asāv aspṛṣṭāpi manaḥ prasūya tanayaṁ lokān asūta kramāt/

Prabodh. I.19.

29) 여기서 parapuruṣa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Māyā의 남편인

‘최고 我’, 즉 Puruṣa이고, 둘째는 창부들의 유혹 대상인 ‘다른 여인의

남편’이다.

30) priye, avicāra-siddheyaṃ veśyā-vilāsini iva māyā asato 'pi bhāvān

upadarśyantī parapuruṣaṃ vañcayati/ Prabodh. I.25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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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꾸미고, Manas는 그 책략에 따라 자신이 마치 Puruṣa인 것

처럼 행동한다. 이어서 그는 Ahaṁkāra의 도움으로 Puruṣa가 자

신이 만든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깊은 잠, 즉 무지의 잠(avidyā

mayīm nidrām)에 빠져들게 만들고(I.29), Moha와 그 부하들은 그

속박을 강화한다.

3.2. Moha의 전략

Manas에게는 Pravṛtti와 Nivṛtti라는 부인이 있는데, 전자에게

서 태어난 Moha와, 후자에게서 태어난 Viveka는 각 가문의 王이

되었다(I.17下). 그런데 Moha 집안에는 Viveka와 Upaniṣad 사이

에서 Vidyā라는 딸이 태어나 가문 식구 모두를 잡아먹을 것이라

는 풍문이 돌고 있었다(I.19). 그것을 막기 위해 Moha는 Vārāṇasī

로 Dambha와 Anṛta를 보내31), Śama와 Dama가 활동하지 못하도

록 한다.

Dambha와 Anṛta의 승리로 Moha는 Vārāṇasī를 점령하고, 그곳

을 수도로 삼았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지닌 Cārvāka도 어쩔 수

없는 적이 있었으니, 그것은 위대한 요가 수행녀 Viṣṇubhakti이

다. Moha는 그녀의 출현을 막기 위하여 Kāma, Krodha, Lobha,

Mada, Mātsarya 등을 파견한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 Moha는 Śānti를 죽일 다른 방도를 강구한

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Upaniṣad에게서 Śraddhā를 떼어 놓고, 결

국 Śraddhā와 Śānti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녀를 죽게

하는 것이다(II.33下). 그 일을 위해 Moha는 왕비 Mithyādṛṣti를

파견하며, 그녀를 Pāṣaṇḍa에게 맡기라고 한다(II.38).

그의 작전은 성공하여, 제3막이 시작되면 Karuṇā와 함께 등장

한 Śānti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어찌할 바 몰라 그녀에게 “[어

31) Śraddhā와 Śānti 모녀처럼, Dambha와 그의 아들 Anṛta도 떨어져서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Prabodh. II.11.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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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서는 목욕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물

도 마시지 않아요. 나에게서 떨어져서 Śraddhā는 한 순간도 살지

못해요.”32)라고 말하면서, 이미 죽었을 어머니를 따르기 죽기 위

해 장작더미를 준비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Karuṇā는 Śraddhā가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Śānti와 함께 그녀를 찾

아 나선다.

3.3. Viṣṇubhakti의 전략

제4막이 시작되면 Viṣṇubhakti에 의해 Mahābhairavī(쉬바)의

손에서 구출된 Śraddhā가 두려움에 떨면서(sabhayotkampam) 등

장하여, Maitrī에게 그동안 겪었던 고충을 이야기를 해준다. 반면

Maitrī는 Śraddhā에게 다음과 같은 여신의 명령을 전달한다.

Śradhā여! 가라! [가서는] Viveka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그대는

Kāma과 Krodha 등을 제압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하면 Vairāghya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Prāmāṇa 등을 쫓아 생

기를 되찾은 너의 군대로 가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Ṛtambharā를

비롯한 여신들이 Śānti 등이 지닌 현명함과 함께 Upaniṣad 왕비와 결

합한 주인님으로부터 Prabodha의 출현을 도울 것이다.’33)

그녀의 명령에 따라 Viveka가 준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Śraddhā가 여신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곳에 딸

32) mām anālokya na snāti na bhuṅkte na pibaty apaḥ/ na mayā rahitā

śraddhā muhūrtam api jīvati// Prabodh. III.2.

33) gaccha śraddhe, brūhi vivekam/ kāma-krodhādīnāṃ nirjayāyodyogaḥ

kriyatām/ tato vairāgyaṃ prādur bhaviṣyati/ ahaṃ ca yathā samayaṃ

prāṇāyāmādy-anuprāṇanena yuṣmat-sainyam anugrahīṣyāmi/

ṛtaṃbharādayaś ca devyaḥ śānty-ādi-kauśalenopaniṣad-devyā

saṃgatasya bhagavataḥ prabodhodayam anuvidhāsyantīti/ Prabodh.

IV.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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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ānti가 먼저 도착해 있다. 그녀는 딸을 껴안고 나서(V.4下) 안정

을 얻어 여신께 승전보를 전한다. 이어서 “Manas가 자식들을 잃

은 슬픔으로 발작하여 자살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은 여신은

그에게 Sarasvatī를 파견하여 Vairāgya의 출현을 돕고(V.11下),

그를 달래기 위하여 Maitrī와 자매들 Anukampā, Muditā, Upekṣā

를 파견한다(V.32下).

제6막에서 Manas가 평정 상태에 머물고, Viveka와 Upaniṣad

사이에서 Vidyā와 Prabodha가 탄생할 시기가 다가오자, 여신은

Gītā와 Nididhyāsana를 Upaniṣad에게 보내 잉태 사실을 알린다.

여신의 도움으로 Puruṣa는 Māyā가 만들어 낸 현상 세계의 無常

性을 깨달아 해탈을 성취한 그 옆에는 Viṣṇubhakti 여신만 남는

다.

3.4. Viveka의 반격

제4막의 막간극(viṣkambhakaḥ)이 시작되면, Viṣṇubhakti의 전

략을 전해 받은 Viveka가 Vastuvicāra에게 Kāma를, Kṣamā에게

Krodha를, Saṃtoṣa에게 Lobha를 죽일 것을 명령하고 나서, 그도

군대를 이끌고 Vārāṇasī로 출격한다(IV.24下). Vārāṇasī에 도착한

그는 Moha에게 항복을 권유하며 Naiyāyika를 전령으로 파견하지

만(V.4下), Moha는 분노하며 이교도 논리를 보내 싸움을 걸어온

다. 그러나 Naiyāyika와 Mīmāṃsā를 거느린 선봉장수 Sarasvatī

에게 Moha의 동맹군들, 즉 反베다적 논리들은 패배한다. 이렇게

하여 외적인 적은 모두 제거된다. 그런 다음 Kāma를 비롯한 내적

인 적들도 차례대로 제거된다. 전쟁에 패한 Moha는 Yogopasarga

를 대동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버린다(V.10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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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anas의 교화

제5막 간막극이 시작하면 Saṃkalpa를 동반한 Manas는 “아! 아

들들아! 너희들은 어디로 갔느냐? 너희들의 사랑스런 얼굴을 나에

게 보여다오.”34)라고 울먹이면서 등장한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

에 이어, 부인 Pravṛtti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짐은 충

분히 오랫동안 살아왔다. Saṃkalpa여! 당신은 장작더미를 준비해

주세요. 나는 어서 불 속으로 뛰어 들어서, 비판의 불길을 꺼버리

고 싶소.”35)라고 울먹이면서 자살을 결심한다.

이 때, Viṣṇubhakti가 파견한 Sarasvatī가 등장하여 無常性의 진

리와 그것을 보는 자는 슬픔의 동요를 겪지 않는다는 것(V.13下),

“집착이 모든 불행의 원인”36)이라는 것,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최악의 범죄”37)라는 것, 자살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괴로움의 원인이 훈습 된 “[이것은] 나의 것(mamatā)”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V.19下)을 차례로 알려 준다.

이제 Vairāgya가 나타나자, 안정을 찾은 Manas는 Sarasvatī에

게 “[이것은] 나의 것”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수단을 알려달라

고 청한다(V.26). 그녀는 그에게 첫째 “존재들의 無常性을 반복해

서 떠올리는 것(V.26下)”, 둘째 “무시하는 것(V.29)”, 셋째 “적정한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V.30下)”을 제시한다. 이제 Manas는 모든

것이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깨닫는다(V.32).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Sarasvatī는 그 순간 Manas에게 가주

기(家住期)의 의무를 상기시킨다. “아이야! 만일 그렇다고 할지라

도, 가주기에 있는 사람은 한 순간 조차도 [자신의] 시기에 속한

34) hā putrāḥ, kva gatāḥ stha/ datta me priya-darśanam/ Prabodh.

V.11下.

35) alam asmākam ataḥ paraṃ jīvitena/ saṃkalpa, citām āracaya/ yāvad

anala-praveśena śokānalaṃ nirvāpayāmi/ Prabodh. V.13下.

36) snehaḥ sarvānartha-prabhava iti/ Prabodh. V.15下.

37) idaṃ ca param akṛtyaṃ yad ātmahatyā vyavasāya iti/ Prabodh.

V.16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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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Nivṛtti가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38) 이것은 Manas의 자살을 막은 이유이기도

한데, 그는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견디어 내고, 주어진 역할을 다

한 후에야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이다.

3.6. Puruṣa의 깨달음

Moha가 숨어버리고, Vairāgya와 결합된 Manas가 평정에 도달

하고, 5불순(kleśa)들이 파괴되었을 때, Puruṣa는 진리에 대한 각

성(Prabodha)을 얻으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Śānti는 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아들과 딸의 죽고 Moha가 숨어버리고 Vairāgya와 결합된 Manas

가 평정에 도달하고 5불순(kleśa)들이 같은 방식으로 파괴되었을 때,

Puruṣa는 진리에 대한 각성(Prabodha)을 위하여 의지를 펼쳤다.”39)

그리고 제6막의 간막극이 시작하면, Puruṣa는 Viṣṇubhakti의

은총으로 얻게 된 자신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크게 파도치는 불순의 [바다]들을 건넜으며, 무시무시한 ‘[이것은]

나의 것’(mamatva)이라는 혼돈을 피했으며, 친구 부인 친척의 [형태

로 다가온] 상어와 악어에게 묶여 있던 것들을 풀었으며, Krodha로 인

한 深海의 불길을 제거했으며, Tṛṣṇa의 기다란 덩굴손에서 벗어나서

는, 지금은 윤회의 바다의 건너편 해안에 도달하게 되었다.40)

38) vatsa, yady apy evaṃ tathāpi gṛhiṇā muhūrtam apy an-āśrama-

dharmiṇā na bhavitavyam/ tad adya prabhṛti nivṛttir eva te

sadharmacāriṇī/ Prabodh. V.32下.

39) astaṃgateṣu tanayeṣu vilīna-mohe vairāgya-bhāji manasi praśamaṃ

prapanne/ kleśeṣu pañcasu gateṣu samaṃ samīhāṃ tattvāvabodham

abhitaḥ puruṣas tanoti// Prabodh. VI.1.

40) tīrṇāḥ kleśa-mahormayaḥ parihṛtā bhīmā mamatva-bhramāḥ śānt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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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그는 Dharma의 결과를 포기하고, 다양한 非Vedānta 학

파들에서 겪었던 Upaniṣad의 고충을 듣는 동안, 그 학파들의 거짓

을 하나씩 깨닫는다. 그러나 자신이 Parameśvara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41)

결국 Viveka의 도움으로 Upaniṣad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 그

에게 Viṣṇubhakti 여신은 Nididhyāsana를 파견하여 그 안에 머물

게 한다. 곧 이어 Upaniṣad에게서 Vidyā가 태어나서 Manas의 뼈

를 열어 제치고, 안에 숨어 있던 Moha와 수행원(Yogopasarga)들

을 완전히 먹어 삼키고 사라지고 나서, Prabodha가 출현하자(VI.2

8) 그는 解脫知를 얻어 환희의 노래를 한다.

Moha의 어둠을 흔들어 놓고, 허망 분별의 잠을 깨우고, 더 나아가

Bodha의 차가운 광선이 발생한다. 내가 Śraddhā Viveka Mati Śānti

Yama로 시작하는 것들로서, 우주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현현된

바로 그 Viṣṇu이다.42)

그리고 그는 연극을 끝맺는 대사(bharatavākyam)로 여신에게

다음과 같은 청을 한다.

비를 머금은 구름이 이 세상에 충분한 비를 내리도록 하소서. 다양

한 종류의 침략을 퇴치시킨 왕들이 [이] 땅을 보호하게 하소서. 위대

한 사람들이 당신의 은총을 통하여 눈을 크게 뜨고 무지의 어둠을 제

거하고 나서, 윤회의 [바다인] 감각 대상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라는 집착의 진흙탕을 건너게 하소서.43)

mitra-kalatra-bandhu-makara-grāha-graha-granthayaḥ/

krodhaurvāgnir apākṛto vighaṭitās tṛṣṇā-latā-vistarāḥ pāretīram

avāpta-kalpam adhunā saṃsāra-vārāṃnidheḥ// Prabodh. VI.8.

41) katham aham ātmā puruṣaḥ parameśvaraḥ/ Prabodh. VI.24下.

42) mohāndhakāram avadhūya vikalpa-nidrām unmathya ko 'py ajani

bodha-tuṣāra-raśmiḥ/ śraddhā-viveka-mati-śānti-yamādi-kena

viśvātmakaḥ sphurati viṣṇur ahaṃ sa eṣaḥ// Prabodh. VI.30.

43) parjanyo 'smin jagati mahatīṃ vṛṣṭim iṣṭāṃ vidhattāṃ rājān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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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Prabodhacandrodaya의 도덕극적 요소

Prabodh.는 여러 관점에서 도덕극적 요소를 지닌다. 우선 도덕

극이 善과 惡의 전쟁에서 관객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善을 선택

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Prabodh.는 Viveka와

Moha의 전쟁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Viveka를 선택

함으로써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또한 우화적 등장인물, 주

인공 Puruṣa의 보편성, Viveka와 Moha의 대립 구도, 갈등의 주체

인 Manas, 대사를 통한 철학 전달도 도덕극적 요소이다.

4.1. 우화적 등장인물

추상적 개념의 우화적인 표현이 Kṛṣṇamiśra 고유의 것은 아니

다.44) 그러나 그는 우화적인 등장인물들을 어느 극작가보다도 잘

구성하여, 관객들이 Vedānta 철학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관객

kṣmāṃ galita-vividhopaplavāḥ pālayantu/ hatvonmeṣopahata-tamasas

tvat-prasādān mahāntaḥ saṃsārābdhiṃ viṣaya-mamatā-taṅka-paṅkaṃ

tarantu// Prabodh. VI.33.

44) 인도 문학에서 무생물, 동물, 심리적 감정, 추상개념에 대한 우화적

표현은 베다 문학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Ṛg-Veda에서 이미 Moha,

Krodha, Mātsarya, Kāma, Mada, Lobha가 각각 돼지, 늑대, 개, 야생

도마뱀, Garuḍa새, 독수리로 표현된다. 그리고 Kṛṣṇayajur-Veda에서는

Vāk, Manas, Prāṇa, Indriya 사이의 대화가 있으며(II.5.6.4.),

Pancatantra에서는 의인화된 동물들이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달한다.

희곡문학으로는 Aśvaghoṣa(馬鳴, 100～160경)가 처음으로

Śāriputraprakaraṇa에서 Kīrti(명성), Dhṛti(확고함), Buddhi(覺)를

등장인물로 하여 붓다의 탄생 이야기를 전개했다. Aggarwal, pp. vii-x;

Krishnamachariar, pp. 675-676; Dasgupta, p.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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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등장인물들의 공연에 몰입해 가면서, 현상적 우주가 Māyā에

의해 구성된 것이고, Manas를 조정하여 Puruṣa를 고통의 상태로

이끄는 Māyā를 제거할 때, 자신이 겪는 고통도 함께 제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

4.2. 주인공 Puruṣa의 보편성

Puruṣa는 Manas와 Ahaṁkāra 등에 속박된 상태의 Puruṣa(個

我)와 Parameśvara와의 동일성을 깨달은 Puruṣa(普遍我)로 구분

된다. 희곡에서 Puruṣa는 위계질서에서 Viveka와 Moha까지도 능

가하는 최상의 군주(보편아)이지만, 속박된 상태에 머물면서 항상

Viveka와 Moha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평범한 인간이다. 관

객들은 Puruṣa를 통해 자신도 잠의 상태에서 고통 받고 있음을

깨닫고, Manas의 평정을 통해 해탈의 여정으로 나아가려는 시도

를 하게 될 것이다.

4.3. Viveka와 Moha의 대립

Prabodh.는 Vidyā와 Prabodha의 탄생지인 Vārāṇasī를 둘러싼

Viveka와 Moha의 전쟁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도덕극에서 善과

惡이 인간 영혼을 자신의 세력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전투를

벌이는 것과 같다. 그리고 도덕극에서 惡이 처음에 어려움 없이

영혼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Prabodh.에서도 Vārāṇasī를

먼저 점령한 것은 Moha이지만, 그 승리는 영원하지 않다. 그가

전쟁 전에 세운 계략들도 Viṣṇubhakti의 지지를 받는 Viveka의

등장으로 인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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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갈등의 주체인 Manas

Prabodh.에서 극적 반전을 이끄는 갈등의 주체는 Manas이다.

그는 처음에 Māyā의 꼬임에 넘어가 Puruṣa를 속박하지만, 궁극

적으로는 Viṣṇubhakti의 도움으로 Puruṣa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Viveka 진영에 속한다. 결국 Viveka

는 그를 자신의 편에 속하게 함으로써만 최종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Viveka가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Manas가 협조

하지 않고 비탄에 빠져 자살이라도 하면 Viveka와 Upaniṣad의 결

합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5. 실질적인 수행의 과정을 극화함

도덕극, 특히 만인은 주인공이 죽음의 소환을 받고 나서, 자
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선행을 선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7성

사45)들에 대한 언급과 고백성사와 종부성사를 통해 죽음을 준비

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다. 마찬가지로 Prabodh.도 ‘反베다학

파의 축출, 내적 불순의 제거, Manas의 교화, 非Vedānta학파에

대한 식별, Puruṣa의 깨달음’의 순서로 극을 구성함으로써, 해탈을

위한 수행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4.6. 대사를 통한 철학 전달

도덕극은 무대 장치와 같은 보여주는 것보다, 실질적인 가르침

을 담고 있는 대사를 중요시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보는 연극에서

듣고 읽는 연극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이전의 희곡들이 연

45) 가톨릭교회의 기본적 聖事로 세례, 견진, 혼배, 신품, 성체, 고백,

병자성사(종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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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면, 도덕극은 희

곡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충분한 감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면에서 Prabodh.는 탁월하다. 섬세하고 치밀한 종교

철학적 논리는 문학서라는 느낌보다 학술서로서의 느낌이 강하다.

배우들의 대사는 각 학파의 철학적 강요(綱要)를 담고 있고, 각 학

파의 핵심적 교의에 대한 Advaita Vedānta 관점에서의 비판 내용

이 담겨있다. 그것들이 지나치게 함축적이고 해학적으로 처리되면

서, 타 학파의 철학을 잘못 전달하는 과오도 발생하지만 적어도

작가의 사상은 분명히 대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V. 결어

Natya Śastra에 따르면 연극이란 관객들의 無知는 깨우쳐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

을 주어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46) Prabodh.가 이

와 같은 조건에 얼마나 부합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그것

이 올바른 삶의 방향, 철학, 수행방법을 연극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에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작가는 관객들에게 Moha와 Viveka 양자를 따르는 삶을 각각

제시하고 나서, Viveka를 따르는 길만이 Manas가 비탄의 고통에

서 벗어나 평정을 얻고, Viṣṇubhakti의 도움으로 Puruṣa가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그것은 도덕극의 작

가들이 추구하였던 방식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만인에서 힘, 분별, 아름다움, 5감관, 지혜가 주인공의

영적 성장을 돕지만, 구원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인공

46) Bharata(2004)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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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그를 버리고 떠나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Prabodh.에서 非Vedānta학파는 反베다학파의 축출로 시작하는

해탈의 길에 도움이 되지만, 마지막 순간 버려져야 한다. 전자에

서는 선행만이, 후자에서는 Viṣṇubhakti만이 최종적으로 주인공과

함께 할 수 있다.

양자가 이와 같이 형식적인 유사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내용적

인 면에서 그 차이는 분명하다. 예를 들면, 만인에서 영적성장
을 이끄는 동기가 죽음의 소환 등의 외적 자극인 반면, Prabodh.

에서는 전쟁으로 묘사되는 내적 갈등이다. 전자는 영적성장 과정

에서 외적 자극의 강도가 강해지는 반면, 후자는 깨달음에 근접해

가면서 내적 갈등이 미세해진다.

한 편 양자 모두 성장 단계 마다 깨달음이 중요 역할을 하지만

차지하는 위치는 다르다. 전자에서 주인공이 깨달음만으로 구원받

지 못하고, 사제가 거행하는 성사와 자선 행위 등을 실천하고서야

구원받는 반면, 후자에서는 깨달음만으로 해탈을 성취한다. 즉, 전

자에서 깨달음은 성사와 자선행위와 같은 善行의 전제조건이지만,

후자에서는 그 자체로 解脫知이기에 그 이상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희곡의 대상도 차이를 보인다. 전자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반면, 후자는 수행자 또는 적어도 종교 철학적 소양이 있는 지식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영성생활의 깊이 있는

과정을 다루기보다는, 대중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선택

해야 하는 교조적이고 보편적인 길만을 제시할 뿐이다. 하지만 후

자는 마치 수행자들의 지침서를 극화한 것처럼 섬세하게 수행의

과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과 섬세함에 있어서 한층 깊이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종교 철학적 깊이 있는 내용들은

관객들이 극에 집중하고 감흥을 얻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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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glish Morality Dramatical Approach on

Prabodhacandrodaya

Park, Moon Seong

(Dongguk University)

The first English medieval plays seem to have been prompte

d by the liturgy in the church. It is for making its lessons mor

e graphic. Furthermore, since the majority of persons could not

understand Latin(the language of the church), spectacle had lon

g been an important means of vivifying church doctrine.

Around 13th plays began to be performed outside churches.

The genre was Corpus Christi Cycles, mystery or miracle play

s, and morality plays. The last as the allegorical drama was an

important means for teaching church's doctrine and moral in 15

th～16th.

Although one of Aśvagosa fragments contains some personifi

cation of abstract virtues, the allegorical drama like English mo

rality plays was not important part in the early of sanskrit dra

ma. The earliest known allegorical drama is Prabodhacandroda

ya(Rise of the Moon of Knowledge) of Kṛṣṇamiśra(11th). Accor

ding to a tradition, there was one disciple who was interested i

n kāvya but not the study of philosophy. He is said to have wr

itten his drama in order to teach him Advaita doctrine and Viṣ

ṇubhakti worship.

The theme of Prabodh. is “How can Puruṣa, who boun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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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s assisted by Aahaṃkāra and deluded by Māyā, be broug

ht back his real nature?” Just one solution is the rise of Prabod

ha and Vidyā. It is possible only when Manas is quit and Vive

ka unite with Upaniṣad. This can be achieved with the assistan

ce of Viṣṇubahkti. On the other hand, the struggle between the

forces of the two sons of the Manas namely Moha and Viveka

continues throughout the play.

Prabodh. has somewhat nature as morality plays in these poi

nts. ①the allegorical character, ②Puruṣa as the general protago

nist, ③the struggle between Viveka and Moha, ④Manas as the

subject of conflict, ⑤the dramatize on practical course, ⑥the e

mphasis spoken word than sight.

Key words : Prabodhacandrodaya, Drama, Morality plays,

Allegory, Awakening,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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