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닌 산바소 

  분라쿠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노의 격식 높은 작품인 『오키나』 를 분라쿠로 연출한 

『고토부키시키 산바소』 에서 후반에 2 명이 함께 춤을 추는 산바소 부분을 다룬 것이다 . 

『오키나』 는 축제적이고 의식적인 무대로 『고토부키시키 산바소』 도 극장이 개장했을 때나 기념할 만한 해 또는 정월 등에 

상연되는 경우가 많다 . 

  정해진 스토리는 없고 , 주문과 같은 말이나 세상의 번영 및 평화를 기원하는 가사가 읊어진다 . 박력있고 약동감 넘치는 

다유의 이야기와 샤미센 연주는 역동적이며 , 그것과 일체가 되어 두명의 산바소 연기자가 때로는 평온하게 때 로는 익살스럽게 

춤을 춘다 . 

 
 
The ABC of BUNRAKU 

라쿠고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영어 라쿠고 활동을 20 년 이상 지속하며 해외에서도 수많은 공연을 

개최하여 중학교에서 영어 교과서에도 그 활동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라쿠고 전문가 가쓰라 가이시가 

분라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야기를 담당하는 다이유, 샤미센을 연주하는 샤미센히키, 인형을 

조종하는 닌교쓰카이의 역할과 각자의 작은 비밀 등을 소개합니다. 

 

라쿠고…공연장에서 연기되는 예능 가운데 이야기 예술을 대표하는 전통예능입니다. 부채나 수건 등을 

사용하여 해학적∙정서적인 이야기를 혼자서 연기합니다. 

 

 

에혼 다이코키 

유가오다나 편 / 아마가사키 편 

 

많은 무장이 전란에 휩쓸린 16 세기 말 일본의 패권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작품 속에서는 마시바 

히사요시)와 그를 적대하는 아케치 미쓰히데(작품 속에서는 다케치 미쓰히데)를 중심으로 무장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교토의 혼노지 절에서 주군 오다 노부나가(작품 속에서는 오다 하루나가)를 친 아케치 

미쓰히데의 모반 결의부터 최후까지의 13 일간을 그렸습니다. 

주군 오다 하루나가를 친 다케치 미쓰히데. 그 행동을 용납할 수 없는 미쓰히데의 모친 사쓰키. 아마가사키에 

은거하고 있는 사쓰키의 집을 미쓰히데의 아내 미사오와 미쓰히데의 아들 주지로의 약혼자 하쓰기쿠가 

방문합니다. 이어서 떠돌이 스님 한 명이 찾아와 하룻밤 머무르게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곳에 주지로가 

나타나 사쓰키에게 부친 미쓰히데를 따라 출진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지만 사쓰키는 일단 하쓰기쿠와 

부부의 연을 맺으라고 합니다. 

주지로는 하쓰기쿠와 부부의 연을 맺는 술잔을 나눈 뒤 출진합니다. 집 근처의 대나무 덤불에서 나타난 

미쓰히데는 떠돌이 스님이야말로 자신의 적인 히사요시라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창 대신 대나무를 들고 욕조에 

있는 떠돌이 스님을 향해 찔러 넣지만 상처를 입은 것은 사쓰키였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미쓰히데에게 

모반을 그만두라고 간청하지만 미쓰히데는 듣지 않습니다. 이 때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은 주지로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중상을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걱정하는 주지로의 모습에 미쓰히데도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져 미쓰히데가 나무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히사요시의 대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스님으로 둔갑했던 히사요시도 대장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쓰키는 아들의 죄를 대신 

받겠다는 결의를 히사요시에게 고하고 주지로와 함께 죽어 버립니다. 미쓰히데와 히사요시는 후일 전쟁터에서 

승부를 가리기로 맹세합니다. 자웅을 겨루는 운명의 결전을 향해 두 무장은 투쟁심을 불태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