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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C of BUNRAKU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약하면서 단기대학의 객원교수로도 출강하고 있는 프리 

아나운서 야기 사키 씨가, 극의 이야기 전개를 담당하는 다유, 샤미센을 연주하는 

샤미센히키, 인형을 조종하는 인형사의 역할과 더불어 각각에 숨겨진 작은 비밀 등을 

소개하면서 분라쿠의 매력을 설명합니다. 

 

스가와라 덴주 데나라이 가가미 

 데라이리(서당 입문)의 단 / 데라코야(서당)의 단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의 세료노사토 마을에서 간 쇼조의 옛 가신 다케베 

겐조가 서당을 열었습니다. 간 쇼조의 외아들 간 슈사이를 맡아 기르게 된 겐조는 아내 

도나미와 함께 간 슈사이를 친자식이라 속이며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겐조가 없는 사이에 서당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들 고타로를 서당에 맡기고 어머니는 그대로 서당을 떠납니다. 그 때, 

파랗게 질린 얼굴로 겐조가 돌아옵니다. 간 슈사이를 숨겨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간 슈사이의 목을 바치라는 어려운 하명을 받은 것입니다. 서당 아이들 

가운데 간 슈사이를 대신할 아이를 찾아보지만 모두가 시골 출신이라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나미가 새로 서당에 들어온 고타로를 데리고 오자,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듯한 얼굴을 보고 겐조는 이 아이를 간 슈사이 대신 희생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머지않아 간 쇼조의 정적인 후지와라노 시헤이의 가신 슌도 겐바와 마쓰오 마루가 

찾아옵니다. 간 슈사이의 얼굴을 알고 있는 마쓰오 마루는 넘겨받을 간 슈사이의 

머리가 간 슈사이의 것이 맞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함께 온 것입니다. 간 슈사이의 목을 

칠 것을 재촉받은 겐조는 어쩔 수 없이 고타로의 목을 칩니다. 건네받은 머리를 본 

마쓰오 마루는 ‘간 슈사이의 머리가 틀림없다’고 말하고, 일행은 간 슈사이의 머리를 

가지고 서당을 떠납니다. 

 겐조와 도나미가 안도하고 있는 사이에, 고타로의 어머니 지요가 아이를 데리러 

옵니다. 입막음을 위해 아이의 어머니도 죽이기로 결심한 겐조는 칼을 내려쳤는데, 

지요는 그 칼을 피하면서 “간 슈사이의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하고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그때 마쓰오 마루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고타로는 

마쓰오 마루와 지요의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쓰오 마루는 정적인 시헤이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대부이자 갚아야 할 은혜가 있는 간 쇼조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쓰오 마루가 적에게서 구해 낸 간 슈사이는 어머니인 미다이도코로와 

재회하게 됩니다. 소복을 입은 마쓰오 마루 부부는 고타로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