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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라타 햐쿠조(倉田百三)1)는 일본 근 의 다이쇼(大正)시 와 쇼와(昭和)시  기에 활약

한 일본의 근 문학자로 극작가이면서도 평론가이기도 하다. 그는 일본 히로시마 (広島県) 

쇼바라시(庄原市)의 유복한 집안의 장남으로 1891년(明治 24)에 태어났다. 히로시마 립(広島

県立) 미요시(三次) 학교( 재 히로시마 립 미요시고등학교)을 거쳐 제일(第一)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21세가 되었을 때 폐결핵에 걸려 퇴하게 된다. 병약한 육체, 실연, 육친의 사망 

등의 타격이 겹침에 따라 인간은 본능 인 사랑만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1915년(大正 4년) 24세에 니시다 텐코(西田天香)2)의 잇토엔(一灯園)3)에 들어가 탁발 

생활을 하며 깊은 신앙심을 쌓게 된다. 이후 40여세까지 투병생활을 계속하면서 신경 계병 

  * 본 논문은 산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산 학교 외국어 학 일어학과 교수. 일본근 문학 공.

 1) 倉田百三(1891(明治 24)~1943(昭和 18)) �출가와 그 제자(出家とその弟子)�이외에 � 화(大化)의 개신

(改新)��사랑과 인식의 출발�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평론으로는 1921년(大正 10년) 발표한 평론집이 

있으며 그의 평론은 당시의 학생들에게 커다란 향을 끼쳤다. 문학작품집은 ｢倉田百三選集｣, 東京大東

出版社(1946-1951), 東成出版社(1951), 春秋社(1963)등에서 간행되었다. 

 2) 西田天香(1872~1968) 메이지(明治)시 의 종교가, 잇토엔(一燈園)의 창시자.

 3) 一燈園，西田天香에 의해서 메이지(明治) 말기에 설립된 신종교 단체이다. 교토(京都府 山科区)에 자리

잡고 있으며 종교법인은 아니고 재단법인이다. 정식명칭은 재단법인 참회 사 천림(財団法人 懺悔奉

仕光泉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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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합병증도 함께 치료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아름다움(美)과 능(官能)

에 한 지향을 완 히 버리지 못하고 ‘성(性)’과 ‘성(聖)’ 사이에서 괴로워하여 그것을 월하

려고 하는 갈등과 노력에서 구라타 햐쿠조는 독자 인 문학을 펼쳐나간다. 그는 투병생활 

에도 집필활동을 계속하여 25세(大正 5년)가 되던 해 번민 속에서 본격 으로 쓰게 된 희곡 

�출가와 그 제자(出家とその弟子)�를 처음 발표하게 된다. 이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일약 명성을 얻게 되면서 �출가와 그 제자�에 이어 �사랑과 인식의 출발�4) 등, 불교와 

목하여 청년시 의 생명력 넘치는 청춘문학을 세상에 발표하게 된다. 

이후 백화(白樺)  사람들과 교류가 시작되고 경제 으로 안정되고 건강도 회복함에 따라 

약자(弱者)의 사상은 없어지고 었을 때와 같이 원시  욕망도 되살리게 된다. 한, 인 인 

자질을 지향하는 노력주의  경향도 나타내면서 불교의 참선(參禪) 등의 수행에도 힘을 쏟게 

된다. 42세가 되어(1933년) 일본주의의 단체 결성에 참가하여 그 기 지인 ｢신일본(新日本)｣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작품 활동도 하다가 1943년(昭和 18년) 2월 12일 51세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다.

그의 표  작품 �출가와 그 제자�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일본의 근 에 있어서 다이쇼기

(大正期) 종교문학의 성행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그의 사상을 형성시킨 요소로서 오랜 

기간 동안 치른 투병생활, 깊은 애욕의 업(業), 독서체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불치(不治)를 

선고받은 폐결핵과 더불어 결핵성치루(痔瘻), 결핵성 염 등등의 발병으로 생사의 불안이 

그에게 구원의 의미를 모색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성향에 있어서 기 으로 건강

을 회복한 만년(晩年)에는 오히려 평범한 작품을 많이 남기고 있다.  부모의 편애와 실연의 

아픔에 한 경험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연애는 이기 인 것이고, 성서(聖書)에

서 말하는 이웃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참선

(參禪)수행 등, 동서양의 종교를 포용하면서 그의 신앙심과 세계 을 높여 갔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일본근 문학에서 불교문학이라고 하기 에 종교문학의 표 인 작품이라고 꼽히

는 �출가와 그 제자�를 남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구라타 햐쿠조가 문학에 불교

인 여러 요소를 투 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의 문학사회의 배경은 서양문화가 유입

되고 기독교의 향이 나타남에 따라 일본 고 문학에서부터 맥을 잇고 있던 불교문학의 

특성이 사뭇 달라져서 근 문학 속에 있어서 형태나 내용면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는 작품이 형성된 배경과 작품에 나타나 있는 작가의 작의와 그 

내용을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4) �사랑과 인식의 출발(愛と認識との出発)� 1921년 간행. 청춘의 사색서로서 애독된 평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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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의 배경

서구화라는 근  분 기 속에서 불교와 문학을 목시킨 작품  �출가와 그 제자�는 정토

진종(淨土眞宗)의 창시자 신란(親鸞)5)의 사상을 표 한 것으로, 다이쇼(大正)시  불교문학의 

유행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다. 일본의 근 문학 속의 불교 즉, 메이지(明治) 이후의 근 문학

과 불교와의 계도 시 에 따라 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근 라고 하는 시 가 이성(理性)의 

시 이고 합리(合理)와 과학이 지배 인 시 라고 말하고 있는 스기자키 토시오(杉崎俊夫)는 

‘문학의 기조(基調)도 그것에 즉응해서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주의 사상과 리얼리즘

을 모태로 해서 실주의와 객 주의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어진 것이다’6)라고 지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 인 개화와 함께 문학에도 강렬한 자아확립의 정신에 을 두고 

각 문학자들의 활동이 개됨에 따라 일본근  이후의 문학과 불교의 계에 있어서도 근  

자아(自我)의 확립과 부정을 계기로 하는 문학, 립, 상극, 그리다’ 율배반 인 계에 있어

서 양햐는 합치 을 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 의 시  배경과 함께 

불교  향을 받은 문학작품의 형성과정에서도 여러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해서 이토 

세이(伊藤整)는 구도  실천자의 입장과 인간  인식자 두 종류의 입장으로 분류하고 있는7) 

에서 생각해 볼 때 구라타 햐쿠조는 이 두 종류의 양상을 모두 띠고 있는 작가로 인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의 발생 경향이나 입장 등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시  배경과 그에 따른 작가의 성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구라타 햐쿠조의 작품에 한 평을 쓴 가메이 카쓰이치로(亀井勝一郎)8)는 우치무라 칸조

 5) 親鸞(1173~1262) 일본불교의 한 종 인 정토진종(淨土眞宗)의 개조(開祖). 가마쿠라시 (鎌倉時代) 기

의 일본의 승려이며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종조(宗祖)이다. 신란은 호넨(法然)을 스승으로 하여 일생을 

보냈으며 ｢진정한 종교인 정토종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발 시키는데 력을 다하 다. 스스로 개조(開

祖)로 할 의지는 없었다고 해지고 있다. 독자 인 사원을 가지지 않고 각지에 염불도량을 설치하여 

교화하는 형태를 취하 다. 신란의 염불집단의 융성이 기성의 불교교단과 정토종의 다른 로부터의 

공격을 받으면서 종 (宗派)로서의 교의의 상이(相異)함이 명확하게 되어 신란의 사망 후에 종지(宗旨)

로서 확립되게 된다. 정토진종의 입교개종(立教開宗)의 해는 � 정토진실교행증문류(顕浄土真実教行

証文類)�(�教行信証�)가 완성된 1247년이 되지만 정립이 된 것은 신란의 사후(死後)이다.

 6) 杉崎俊夫(1991) �近代文學と宗敎�双文社出版 p.10

 7) 伊藤整(1995) �日本文學と佛敎�岩波書店 p.36

 8) 亀井勝一郎(1907~1966) 문 평론가. 홋카이도(北海道 函館市) 출생. 1926년 도쿄제국 학 문학부 미학과

에 입학, 1928년에 퇴. �인간교육�으로 기쿠치 칸(菊池寛)으로부터 池谷賞(池谷信三郎賞(이 타니 

신사부로 상) : 소설, 희곡 등으로 두각을 나타낸,33세로 요 한 이 타니 신사부로의 이름을 붙여 

문 춘추사에 의해 설립된 신인을 한 문학상)을 수상한다. 불교에 심을 가지게 되고 신란(親鸞)의 

교의를 신앙으로 하여 종교론, 미술론, 인생론, 문명론, 문학론 등 인간원리에 뿌리를 둔 작을 연재. 

1964년 日本芸術院賞 수상. 1965년 �일본인의 정신사연구�등으로 기쿠치 칸 상(菊池寛賞)을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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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村鑑三)9)와 구라타 햐쿠조를 근 일본에 있어서 종교  인간의 벽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구라타 햐쿠조의 연구에 있어서도 종교와 련한 것으로 다나카 미노루(田中實)의 

｢�출가와 그 제자�의 염불사상 (�出家とその弟子�の念仏思想)｣(�國文學解釋と鑑賞�, 平成2

年 12月号),  조기호(曺起虎)의 ｢�출가와 그 제자�의 사상  고찰(�出家とその弟子�의 思想的 

考察) Ⅰ, Ⅱ, Ⅲ｣(�日本文化學報�, 제16집, 제18집, 28집) 등 국내외 으로 그의 사상에 한 

연구에 을 두고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본론에서는 문학 인 념에서 구라타 햐쿠조가 작품 속에 개시키는 불교에 한 

내용과 더불어 일본 근 문학에 있어서 불교문학의 통  개념에서 맥을 달리한 작가 자신의 

재해석과 작가 자신의 개인 인 심분야를 작품 속에 형성시켜 나가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작가의 작품이 근 라는 시 를 맞이하여 문학 속에 불교  요소를 시 인 변화와 

더불어 종교 인 치에서 새로운 형태가 요구되면서 행보를 같이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마루 노리요시(田丸德善)는 근  이후의 일본에 있어서 불교에 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거론된다고 하여, 통 인 제종  내지 교단과 그 주변에 나타난 새로운 종교사상 운동, 

그리고 불교에 심을 가진 비교  독립 인 개인10)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근  일본의 

문학자나 사상가들이 일반 으로 불교에 해서 발언할 경우 그것은 부분이 통 인 교단

의 일원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 다마루 

노리요시는 ‘그들은 각각의 개인 인 심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 하고 그 로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11)는 선(禪)에 해서,  구라타 햐쿠조는 신란

(親鸞)에 해서이다.’12)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언 하고 있듯이 근 문학자들은 세 번째의 

유형으로 개인 인 심에 따라 불교를 자신들의 문장에 반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구라타 

햐쿠조 역시 그 표 인 자로서 근  불교 인 문학을 거론할 때 그 선두에 치하는 문학자 

 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불교는 근  기 1867년(明治 기)에 있어서 최 의 기에 직면한 후, 뇨13)주의(蓮如

主義), 선(禅), 신란주의(親鸞主義) 등으로 문학에 그 모습들을 나타내게 된다. 그 에서도 

1969년부터 문 평론의 상으로서 가메이 카쓰이치로 상이 재정되었지만 14회로 그침.

 9) 内村鑑三(1861~1930) 일본인의 기독교 사상가, 문학자, 도사, 성서(聖書)학자.

    복음주의신앙과 시사사회비 에 바탕을 둔 독자 인 일본의 무교회주의를 제창했다.

10) 田丸德善(1995) �日本文學と佛敎�岩波書店 p.23

11) 鈴木大拙(1870~1966) 일본 불교학자. 도쿄제국 학 문학박사.�大乗起信論� 역(1900), �大乗仏教概論�

문 작 등, 선(禪)에 한 작을 어로 하여 선문화  불교문화를 해외에 리 알림. 

12) 田丸德善(1995) �日本文學と佛敎� 岩波書店 p.23

13) 中村元 外(1989) �仏教辞典�岩波書店 p.587 蓮如(1415~1499) 일본 무로마치(室町)시 의 정토진종의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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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 으로 많은 것으로는 신란(親鸞)을 소재로 한 것으로 신란주의(親鸞主義)에 경도된 문학

자들은 신란의 정신을 계승하여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작품에 그려내

기도 한다.　

니와 후미오(丹羽文雄)는 신란(親鸞)의 사상인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인간의 업(業)과 죄악감(罪惡感)에 해 자신의 작품인 �보리수

(菩提樹)�, �일로(一路)� 등에 투 하고 있으며14) 마쓰오카 유즈루(松岡譲)15)는 �법성(法城)

을 수호하는 사람들�(1917)에서 정토계의 사상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근  불교문학에서 

정토계의 문학은 그 치를 굳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그  표 인 작품으로 �출가와 그 제자�가 그 치를 굳히고 있다. �출가와 그 제자�는 

소설의 형태가 아닌 희곡(戱曲)형태를 취하고 있는 작품으로 신란(親鸞)이라고 하는 통 인 

교단의 종조(宗祖)를 문학작품에 등장시켜 일반인의 감상에 맞추어 흥미와 심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각 방면에서 연구심와 심을 불러일으킨 에서 그 공 은 크게 평가받고 있

다.17) 하지만 신란(親鸞)이 제자(弟子)의 사랑과 아들의 방탕이나 불신감을 용서하고 왕생(往

生)한다고 하는 신앙(信仰)의 모순(矛盾)과 조화(調和)라는 에서 작품의 내용을 개시킨 

에 해서는 진종(眞宗)교단으로부터 교의(敎義)상의 오해가 있다고 지 되어 불교학자들

로부터 기독교화한 신란이라고 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자극과 향을 크게 끼친 것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자유와 평등이나 기독교의 사랑과 죄라고 

하는 풍조 속에서 나온 종교 인 것에 한 동경(憧憬)이라고 하는 배경을 작품 속에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일반 이다. 이러한 에서 재조명의 한 방법으로 구라타 햐쿠조의 

작의(作意)와 작품에서 시사(示唆)하고자 하는 문제 등에 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순수함과 물의 의미 

�출가와 그 제자�의 내용은 가마쿠라(鎌倉時代)에 정토진종(浄土真宗)18)을 창시한 신란(親

14) 杉崎俊夫(1991) �近代文學と宗敎�双文社出版 p.52

15) 松岡譲(1891~1969) 일본의 소설가. 니이카타 (新潟県) 출신. 부친은 정토진종 오타니(大谷)  정정원(定

正院)의 승려. 부친 뒤를 이어 승려가 되는 것을 거부. 1918년 도쿄제국 학문학부 졸업후 나쓰메 소세키

의 장녀와 결혼. �법성을 수호하는 사람들�은 당시 베스트셀러가 됨.

16) 大久保良順編(1986) �佛敎文學を読む�講談社 p.169

17) 見理文周(1995) �近代日本の文學と佛敎�岩波書店 p.37

18) 浄土真宗(Shin-Buddhism, Pure Land Buddhism) 일본의 블교 종지(宗旨)의 하나로, 가마쿠라시  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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鸞)과 그 제자 유이엔(唯円)19)과의 일화를 그린 희곡(戱曲)으로 메이지(明治)시  이후 최 의 

종교문학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불교(佛敎) 서  �단니쇼(歎異抄�20)를 바탕으로 함과 동시에 

기독교의 향도 강하게 나타내이라고 나 단순히 종교문학의 틀에 맞추지 않고 자기 내면(內

面탕으로깊이 도출해내어 모순과 나약함을 꾸 없이 묘사하고 있다고 일반 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구라타 햐쿠조단니쇼� 속에서 본 신란의 모습을 재해석하여 시 와 인물의 묘사에 

있어서 역사 인 사실과 다른 설정으로 를 그린지 않고 승화시켜 그려낸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이해를 해 역사 인 구도에 비추어 보면어 보인물의 이름은 같 나 시 와 성햩의 

다르다 을 언 해두고자 한다. 그러나 단니쇼�에 한 감상은 작품에 반문학이라고모순과 

나약함을 꾸 그것은 ｢호넨과 신란의 신앙 독교의34)에서 니치 의 문장과 비교하여 서술하

고 있는 내용에서 그의 작품에 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니치 (日蓮)의 문장도 품  있고 력도 있어서 명문(名文)이지만, 단니쇼의 문장에 비교하

면 외면 이고 번잡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그 지향이 외계  성취에 있기 

때문에 주로 원심 (遠心的)이고 구심 (求心的)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니쇼라고 하는 작은 

이것에 반해서 그 지향이 내계  완성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구심 인 것이다. 그 방면에

서 형 인 것으로서 세계 제일의 서이다. 신앙의 본질 문제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않고 

인간심리의 실상을 응시하고 털끝만큼도 허 를 용서하지 않고 생사의 일 사와 정면으로 

맞서서 오직 구제(救濟)의 심증으로 규명하고 있다.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뒤돌아서 남을 

말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성실하게 오직 한길로만  생명을 다하고  길 하지 않는다. 

꾸 도 없고, 속임도 없고, 겉만 번지르르하지 않고, 공덕을 열거하지도 않고, 불교경 의 

결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엄의 과잉도 없이 어디까지나 겸허(謙虛)하고 순수(純粹)한, 게다

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는 문장이다.

호넨(法然)의 제자인 신란(親鸞)이, 호넨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신란이 타계한 후에 그 제자들이 교단으

로서 발 시킨다. 종지명(宗旨名)의 성립 역사  경 로부터 메이지(明治) 기에 정해진 종교단체법(宗

教団体法 : 大日本帝国憲法発布로부터 50년이 지나 시 태세 강화  1939년에 종교단체의 법인화를 

인정한 ｢宗教団体法｣이 제정되어 다음 해 194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교단체의 설립에는 ‘문부

신 는 지방장 의 인가’ 가 필요하여 문부 신은 종교단체에 하여 감독, 조사, 인가 취소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정해져 있다)의 규정( 재는 종교법인법의 규칙에 의한 ｢종교법인의 명칭｣)에 의해 

동종지(同宗旨)에 속하는 종 의 부분이 종 의 정식명칭을 ｢진종○○ ｣로 하고 법률이 여하지 

않는 종지명을 ｢浄土真宗｣으로 한다. 과거에는 ｢一向宗｣, ｢門徒宗｣이라고도 통칭되었다.

19) 唯円(1222~1289) 가마쿠라 시 (鎌倉時代)의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승려. 河和田の唯円(가와와다노 유

이엔)  

20) �歎異抄�가마쿠라 시  후기에 쓰여진 불교서. 작자는 신란에게 사사받은 유이엔으로 해짐. �歎異鈔�

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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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라타 햐쿠조는 자신의 작품 �출가와 그 제자�속에 �단니쇼�에서의 느낌을 

재조명하여 겸허하고 순수한 인간의 마음, 외면보다 인간 내면을 지향하는 신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희곡은 1916년(大正 5년)에 이 카이 타 루(犬養健)21)등과 함께 창간한 동인

지 �생명의 강(生命の川)�에 연재하고 다음 해인 1917년 이와나미서 (岩波書店)에서 출 되

었다. 발표와 동시에 당시의 청년들에게 열 인 지지를 받아 단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었는데 그  랑스의 문호(文豪)인 로망 롤랑이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고 극찬한 작품으로서도 유명하다.22) 

이 작품에 하여 구라타 햐쿠조는 다른 작품과는 달리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자신이 

쓴 ｢�출가와 그 제자�의 추억｣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희곡은 나의 청춘시 의 기념탑이다. 여러 의미에서 많은 추억을 담고 있다. 나의 청춘은 

분명 순수(純粹)하고 열정 이었다. 나는 후회를 하지 않는다. 인생에 해서, 진리(眞理)에 

해서, 연애(戀愛)에 해서, 내가 부여받은 생명과,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는, 충분히 력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23세에 일고(一高)를 퇴하고 병 요양으로 바다로 산으로 시골로 하기도 하고 입원하

기도 하면서 나는 충만한 감정(感情)과 사색(思索)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27세 때 이 

작품을 썼다.

  나의 청춘의 번민(煩悶)과 동경(憧憬)과 종교 (宗敎的) 정서(情緖)가 가득 그 속에 담겨 

있다. 정감(情感)과 감상(感想)이 풍부한 에서 나에게 있어서는 드문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

한다.23)

작품 �출가와 그 제자�가 청춘시 의 기념탑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구라타 햐쿠조는 순수하

고 열정 인 청년시 을 보낸 추억을 작품 속에서도 피력하고 있다. 순수한 청년시 의 소

함, 이것에 한 것으로 3막 2장에서 가을을 맞이하며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하는 유이엔(唯圓)

과 신란(親鸞)의 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유이엔:  세상이란 은 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겠지요.

신란:  ‘ 음’이 만들어내는 잘못이 많지. 그것이 차츰 이 밝아지고 트여가면서 인생의 

21) 犬養 健(1896~1960) 일본의 정치가, 소설가. 도쿄제국 학 철학과 퇴 후 백화 (白樺派)의 작가로서 

활동한 후, 정계에 입문하여 법무 신 제2  제3 를 하기도 했다.

22) �出家とその弟子� 랑스어역(1932)에서 로망 롤랑의 서문

23) 倉田百三(1936) ｢극장(劇場)｣제 2권 제 1호 소재. 1936. 12. 7



62  日本近代學硏究……第 35 輯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라네. 하지만 었을 때는 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걸세. 음을 내세워 운명과 맞서는 거지. 순수한 청년시 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깊이 있는 노년기도 가질 수가 없다네.24) 

이처럼 청춘의 번민과 동경 그리고 종교  정서를 품었던 순수한 청년시 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깊이 있는 노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할 만큼 청년시 의 순수함을 소 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신란을 통한 구라타 햐쿠조의 의도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작가는 작품 

체에 이와 같은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구라타 햐쿠조가 말하고자 하는 순수함은 어떠한 것일까. 그의 생애에서 끊임없이 

애욕에 한 번민과 그것에 련된 업(業)을 수행처로 삼고 있었던 에서 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라타 햐쿠조 자신이 추억하고 있는 청년시 가 순수했다고 회고하

고 순수한 청년시 를 보낼 수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에서 논자는 그의 문학에서의 

주요한 시사 으로 순수함에 을 두고자 한다. 작품 속에서 의도하고 있는 순수함의 양상

은 순수함과 순결(純潔)함, 깨끗함(淸, 聖), 성스러움(聖) 등으로 표 되고 있다. 단어 의미상으

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뜻은 거의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 제 1막에서 제자 료칸(良寛)과 지엔과 함께 하룻밤 묵을 것을 청한 신란은 사에몬(左衛

門)으로부터 이 내리는 혹독한 추  속으로 내쫓긴다. 내쫓기는 신란에게 부인 오카네(お兼)

는 남편을 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신란은 “안심하세요, 나는 도리어 그분을 마음이 

순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25)라는 말을 남긴다. 신란은 자신을 추  속으로 몰아낸 

몹쓸 사에몬을 주하기에 앞서 순수함을 먼  간 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며 

오히려 안심시킨다. 사에몬은 뒤늦게 주받을 것이라는 불안으로 후회하며 부인인 오카네에

게 물지으며 “제발 좀 불러다 주오. 사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라고 하며 다시 모셔 

와서 그 주를 풀어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른 죄를 뉘우치며 물을 흘린다.

추운 문밖에서 웅크리고 있는 신란과 그 제자들을 집안으로 다시 불러와서 용서를 비는 

사에몬은  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구하고 그 모습을 본 신란의 제자 지엔(慈圓)도 

같이 물짓는다. 자신도 모르게 억 르지 못한 힘에 항할 수 없어 몹쓸 짓을 하고 말았다는 

사에몬에게 신란은 “그것을 업(業)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모두 

그 힘에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구도 항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 나는 당신을 비열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순수를 

24) �스님과 그 제자�(1987) 김장호역 불교신서 p.142

25) 게서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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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한다. 그리고 신란은 그날 밤 사에몬에게 선(善)과 악(惡)에 해 설법하면서 “여러 가지 

더럽 진 마음 작용 이라도 우리들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 때의 

감사와 물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모처럼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다시 물짓는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출가(出家)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에몬에 하여 신란은 “당신의 마음

은 이해합니다. 나로서는 물겹습니다.”라고 물어린 답을 한다. 사에몬의 출가(出家)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러한 인연으로 그의 아들은 신란의 제자로서 출가하게 된다. 그가 

유이엔이다.    

이처럼 작품 속에는 1막 시작부터 순수함과 함께 물에 충만해 있다. 이 희곡의 등장인물들

은 물을 썽이며 잘 운다. 그것은 등장인물들이 어떤 단원에 국한하여 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제1막 제1장의 하룻밤 묵기를 청하는 신란 일행을  속으로 내쫓는 장면에서 

신란의 제자들과 오카네가 물 흘리고 나 에 사에몬이 제 2장에서 자신이 행한 행동을 

후회하고 신란 일행을 맞아들이면서  운다. 이 작품에서 물 흘리는 장면은 계속되는데 

제2막에서 유이엔, 제3막에서 젠란(善鸞), 제4막에서 가에데(がえで)와 아사카(浅香), 제5막에

서는 승려들도 운다. 그리고 마지막 6막에서는 죽어가는 신란도 포함하여 등장인물 원이 

물을 흘린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라서 물을 흘리는 것일까. 여기서 이 작품의 첫머리

인 제 1막부터 제시하고 있는 ‘순수한’ 마음과 ‘ 물’을 흘리는 등장인물의 설정에 주의하고자 

한다.  

이 작품의 물에 하여 ‘이 희곡에 있어서 과도한 물에 후(戰後)의 객이 공감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해학 인 것이 원인이 아닐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슬픔을 

표 한 이 희곡의 과도한 물에 사람들의 슬픔이 함께 하지 못하고 만 것’26) 이라고 가도와키 

(門脇建)은 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희곡이 발표된 다이쇼 기의 일본사회에서 과도하다

고도 생각할 수 있는 물은 인간의 슬픔을 해방시키는 새로운 표  방법이었을 것이다. 

구 할 것 없이 공공 인 면 에서 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억 르고 표 하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던 분 기에서부터 해방된 완 히 새로운 발상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신란이 말하고 있는 순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분을 떠나 내면에 충실하여 통과 

윤리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울 수 있음을 표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26) 門脇建(1995) �倉田百三と亀井勝一郎� 岩波書店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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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보와 사랑의 진의(眞意)

 

  작품이 무 에 공연되고 작품에 나타나 있는 과도한 물에 후(戰後)의 객이 공감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해학 인 것이 원인이라고 가도와키 이 말한 것에 하여 �출가와 

그 제자�의 작품 해설자의 입장에서 가메이 카쓰이치로(亀井勝一郎)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희곡의 상연을 보았지만, 무  에서는 반드시 성공하지 못한다. 풍속이나 습 상

에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장면도 있다. 머리를 빡빡 깍은 승복 차림의 청년이, 신시 의 

감각으로 연애를 이야기하는 장면 등이 해학 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읽는 희곡이다. 구라

타씨의 모순, 고민하는 마음의 화로서 읽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27)

그리고 가메이 카쓰이치로는 가마쿠라시 와  감각의 차이가 이 비통한 희곡에 웃음을 

래해 버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 희곡의 발표 당시부터 지 된 이다. 게다가 

처음 발표 당시는 극으로서 다소 부족함은 있었지만 일단은 성공한 셈이다.  이 희곡을 

읽는 희곡이라고 단정해도 역시 사랑(愛)을 이야기하는 신란이나 유이엔이 승려라는 신분이

기에 희곡을 읽고 극을 감상하는 들에게 화감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당시의 시  

분 기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랑에 한 이야기는 제 2막에서 바로 개된다. 유이엔은 

신란에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죄의 일종입니까? 라고 사랑에 해 질문한다. 이에 

해 신란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사랑은 신심(信心)으로 들어가는 통로지. 인간의 순수한 한 가닥 염원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든 종교  의식과 일치하게 된다네. 사랑을 할 때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순수해지는 

걸세. 인생의 슬픔을 알게 되거든. 지상(地上)의 운명에 닿게 되는 거지. 신심은 그 가까이에 

있어. ( 략)

사랑을 하겠다면 해도 좋아. 다만 성실하게 올곧게 하게.28)

신란은 사랑을 하면 마음이 순수해진다고 말하고 신란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틀에 박  있는 산 (山中) 수행(修行)이라는 사실이 엄청난 선임을 느끼고 산에서 

내려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강구했다고 덧붙여 말한다.

27) �現代日本文學全集�(1956) 筑摩書房 p.407

28) �스님과 그 제자�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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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란 자신은 순수한 사랑이 부족한 탓인지 자신의 아들 젠란(善鸞)에 한 고민을 

풀지 못하고 있다. 제3막 2장에서 신란의 아들에 해 유이엔이 용서하고 만나주기를 청하는 

장면에서 신란은 아들이 행한 나쁜 행동은 응보(應報)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도 그 응보(應報)를 받고 있는 게야. 세상의 부조화는 그처럼 인간이 피차에 상처를 

입고 입히고 하여 응보를 받게 되는 데서 생겨나는 게야. 그런 것이 멀고 먼 옛날부터 ‘악업(惡

業)’으로 뒤엉켜서 쌓여온 거지. 그 뒤엉킴 속에 어쩌다 하나의 생명을 얻게 된 게 우리들이니

까, 부조화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있는 셈이지. 나아가 우리들이 짓는 죄나 과실의 

응보가 소멸되지 않고 자손으로까지 그 로 이어져 가는 게야.29)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쉽사리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 한 

응보일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인 신란은 “나는 그 아이의 순수한 성격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다. 나는 그 아이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여 아들의 순수함을 잊지 않고 있지만 

아들 젠란(善鸞)은 유이엔을 보고 순결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역시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라서 죄 많은 몸으로 만나는 것은 깨끗한 아버지와 그 주  사람들에게 를 끼치는 

일이 되므로 만날 수 없다고 한다. 

이 게 악업의 응보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온갖 얽힌 업(業)을 풀 수 있는 

것은 염불(念佛) 즉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설하고 사랑 역시 염불로 이어져야 하며 “염불만이 

참사랑에 이르는 길”30)이라고 신란은 말하고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승려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생과 사랑을 하는 유이엔은 사랑은 올곧게 

해야 한다는 스승 신란의 가르침 로 4막 1장에서 유이엔은 어린 기생 가에데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승려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종(真宗)의 신심(信心)은 아닙니다.  기생이

니까 경멸(軽蔑)한다는 것은 스승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설령 기생이라도 순수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무구(無垢)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천하고 불결한 사랑을 하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기생으로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를 손님으

로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조  에 말했습니다. 실제 당신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29) 게서 p.148

30) 게서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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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인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31)

기생이지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에데를 사랑하는 유이엔에 하여 걱정과 빈정거

림으로 기생과의 사랑을 천박하다고 비난하면서 연애를 당장 단할 것을 요구하는 다른 

승려들의 비웃음에 해 유이엔은 어떠한 사람인 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쁘게 단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반박하면서 가에데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주장한다. 5막 1장의 한 장면이다. 

  그 여자가 자신은 더럽 져 있다고 물을 흘리며 손을 모아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빌었을 때에는 깨끗한 느낌이 어리었습니다. 요즈음 그 여자는 참으로 신심(信心)이 깊어졌습

니다. 는 때때로 그 여자로부터 순수한 종교 인 섬 을 보곤 하여 고마움마  느끼고 

있습니다. ( 략)

  한 소녀의 마음을 무 짓밟고 계십니다. 승려니까 훌륭하고 기생이라고 해서 천하다는 

사고방식은 무 념 이지 않습니까. 승려의 마음에도 더러움은 있고 기생의 마음에도 

깨끗함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32)

몸을 더럽힌 기생이기 때문에 마음마  깨끗하지 못할 것이라는 념 인 생각은 무나 

통속 임을 표 하고 있다. “기생이지만 마음은 순결한 여자”라고 말하고는 결혼까지 하겠다

는 뜻을 밝히며 비록 기생과의 사랑이지만 순수한 사랑이라고 거듭하여 유이엔은 다른 승려들

에게 설득과 항변도 해보지만 결국 자신의 순수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견딜 수 없는 서 픔

에 물짓고 만다. 

이러한 유이엔의 모습을 보고 승려들은 유이엔과 기생 가에데의 연애에 해 승려로서 

부당하다고 하며 신란에게 유이엔을 처벌하라고 항의를 하지만 신란은 유이엔을 처벌하기에 

앞서 승려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 결국 승려들도 스승 신란의 설득에 따라 유이엔을 

그럽게 용서하게 된다. “종교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도 좋은 소원(所願)을 어떠한 실  

장애에 부딪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니는, 그래서 그 소원을 무덤 쪽 세상에서 완성시키

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33)이라는 신란의 말 로 가에데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원

으로 하고 있는 유이엔은 “인간의 소원과 운명(運命)과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무 계한 

것인가요? 폭군과 희생자의 사이처럼 잔혹한 계인가요?”라고 신란에게 질문한다. 이에 해 

신란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31) 게서 p.163

32) 게서 p.211

33) 게서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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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所願)과 정해진 운명(運命)과를 내면 으로 잇게 하는 건 기도일세. 깨끗한 사랑이란 

불자에게 허용된 사랑을 이름이지. 일체의 것에 주를 보내지 않는 사랑, 부처님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략)

  인내(忍耐)와 희생(犧牲)에 의해 자기들의 사랑이 보다 귀하게 된다고 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해 기도한다면 깨끗한 사랑이랄 수 있지. ( 략)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의 혼의 

품 를 지키지 않고는 깨끗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라네.34)

이와 같이 유이엔에게 혼의 품 를 지키는 깨끗한 사랑에 한 참뜻을 말하고,  신란은 

죽이고 죽음을 강요하고 상 의 운명을 흥미로 삼는 사랑과 연애는 결코 상 의 운명을 행복

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강조한다. 깨끗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웃으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자비(慈悲)로 감싸야 하는 것이며 부처님이 생(衆生)을 보살피듯 사랑하는 

사람을 해야 하며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의 불자로서 완 한 남으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설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승 신란의 임종(臨終) 앞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나 는 마지막 

화에서 제자 센신(專信)은 편안히 왕생(往生)하실 것을 말하고는 “스승님의 은혜는 원토

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제(師弟)의 인연만큼 깊고도 순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한다. 

그리고 신란은 이에 한 답으로 “두 번 다시 헤어지는 일이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한다. 제자들은 모두 스승의 곁으로 따라 가겠노라고 운다. 신란은 정토(淨土)에서 만날 것을 

한 번 더 말하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비는 아들 젠란(善鸞))을 맞아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 불자라고 부르며 조용히 평화롭게 아름다운 얼굴로 을 감는다.

이 작품의 마지막까지 철하고 있는 순수함, 그것은 이 세상의 많은 인연 에서 불교에 

귀의한 스승과 그 스승에게 출가하여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간의 인연이 가장 깨끗하고 순수

한 것임을 설하고 등장인물 원 물을 흘리며 작품의 단원을 내리고 있다.    

즉 인간들이 자신의 참된 내면을 성찰할 수 있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진정한 물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인연이야말로 참된 

인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라타 햐쿠조는 등장인물을 통하여 이 희곡의 첫머리부터 순수함과 깨끗한 

마음에 을 두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하고 사랑을 할 것을 표 하고 있다. 사람이 

처해진 외면  상황이나 이해타산에 의한 고정 념 인 견해보다 인간 내면의 진심과 깨끗하

34) 게서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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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순수함을 더 소 히 할  아는 태도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출가와 그 제자�는 구니에다 칸지(邦枝完二)35)의 감독으로 무라타 미노루(村田実)36) 등에 

의해 유라쿠좌(有楽座)에서 상연된 것이 최 의 상연(上演)이었다. 그리고는 무라타 미노루 

자신이 감독하고 아오야마 스기사쿠(青山杉作)37)에게 연기하게 하여 교토(京都)에서 상연되

었다. 당시의 회상에서 구라타 햐쿠조는 ‘ 객은 만원이었지만 연극 그 자체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무 회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순정 (純情的)인 사람들뿐

이어서 나도 정신 인 교감을 느 다. 사람들이 읽고, 특히 은 사람들이 읽고 나서 항상 

나쁜 일 없이, 꼭 그 마음을 순수(純粹)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당장이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출가와 그 제자�의 추억｣에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작가 구라타 햐쿠조는 희곡 첫 부분인 1막에서부터 

순수함을 제시하고 있다. 서곡에서 먼  이 사바세계에 한 집착과 애욕과 그에 한 번민, 

그리고 병든 육체의 시달림, 죽음에 한 두려움 등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사랑의 본의와 

순수함을 마지막까지 강하지도 않게 약하지도 않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 자신의 삶을 

그 로 반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일생동안 폐결핵으로 시작된 병마와 죽음, 애욕과 

번민에 괴로워하면서도 청년시 의 순수함을 잊지 않고 되새기며 그 소 함을 자신의 작품에 

투 한 것일 것이다. 

그는 �출가와 그 제자� 발표 이후, 이와 같은 작품을 쓰는 것을 주문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이후의 그의 생활은 세진(世塵)에 물들고 빈곤 속에 살면서 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출가와 그 제자�의 추억｣에서 ‘일생동안 순정(純情)과 

이상주의(理想主義)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듯이 그가 작품 속에서 추구하고,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순정 인 내용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 것이다. 

순수한 청년시 를 경험하지 않으면 순수한 노년기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출가와 그 제자�의 등장인물에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부여한 것은 이 작품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읽고 나서 꼭 그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당장이

35) 邦枝完二(1892~1956) 도쿄(東京) 출신. 일본의 소설가. 희곡작가.

36) 村田實(1894~1937) 大正, 昭和 기의 화감독, 각본가, 배우. 일본 화감독 회 이사장

37) 青山杉作(1889~1956) 일본의 배우, 연출가, 화감독. 신극(新劇)의 극단 ｢답로사(踏路社)｣를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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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감정을 가지게 하는데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존재하길 기 한 것이다. 

단지 그 마음이 성실하게, 올곧게  생명을 다하여 어떠한 꾸 도 없이, 속임도 없이, 외견이 

아닌 내면의 힘으로 참되게 인간의 내면을 응시하는 역할자로서 신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라타 햐쿠조는 자신이 추구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작품에서 일본의 통과 

함께 고  속에 있는 인물이기에 앞서 그 틀을 벗어나서 근 라는 시 에 부응시켜 근 의 

한 일원으로서 외면보다 인간 내면을 지향하는 신란, 복잡한 실에서 번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설하는 근 인 신란상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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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구라타 햐쿠조(倉田百三)의 �출가와 그 제자�에 하여

�출가와 그 제자�는 가마쿠라시 (鎌倉時代)에 정토진종(浄土真宗)을 창시한 신란(親鸞)과 그 제자 유이엔(唯圓)과의 
일화를 그린 희곡(戱曲)으로 통 인 교단의 종조(宗祖)를 문학작품에 등장시켜 일반인의 감상에 맞추어 흥미와 심을 
이끌어 낸 에서 메이지(明治)시  이후 최 의 종교문학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작가는 서곡에서 먼  이 사바세계에 

한 집착과 애욕과 그에 한 번민, 그리고 병든 육체의 시달림, 죽음에 한 두려움 등을 제시하고 나서 사랑의 본의와 
순수함을 마지막까지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작가 자신의 삶을 그 로 반 한 것으로 일생동안 폐결핵으로 시작된 병마와 
죽음, 애욕과 번민에 괴로워하면서도 청년시 의 순수함을 잊지 않고 그 소 함을 자신의 작품에 투 한 것이다. ｢�출가와 
그 제자�의 추억｣에서 ‘일생동안 순정(純情)과 이상주의(理想主義)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듯이 순수한 청년시 를 
경험하지 않으면 순수한 노년기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작품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그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당장이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감정을 가지게 하는데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작가는 자신이 
추구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작품에서 일본의 통과 함께 고  속에 있는 신란이기에 앞서 근 라는 시 의 한 일원으로서 
복잡한 실에서 번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면보다 인간 내면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는 역할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A study on Kurata hyakuzo's "The Priest and his disciples"

"The Priest and his disciples" Kamakura in the Pure Land jinjong the founder sinran and his disciples yuyien plays with 

the story great uncle of the traditional church by appearing in the literature according to the interests and concerns of the public 

viewing points, which led to the Meiji  days after the assessment has been called the largest religious literature. First, the writers 

in the prelude to the world of obsession and aeyok Sabah and fret about it, and the flesh of diseased sidalrim, present fear 

of death, and then love and innocence to the end of the bones are depicted. This is the life of the artist as his lungs started 

to reflect the life-long sickness and death, yet troubled young age aeyok and fret not forget the purity of its importance in 

the projection of his own work would be. ""The Priest and his disciples "Memories" to "a lifetime genuine and idealism want 

to lose her is," said as a pure young age experience, if not pure old age can not send that expresses and works sure that 

everyone that reads your mind pure, and to enrich and to pursue it at a moment's notice to have the feelings you think are 

the author's intentions. The writer in his pursuit of a pure heart, in this work in classical Japanese tradition with the modern 

era in the sinranyigie earlier as part of a complex reality, and people living in the agony a human on the inside than the outside 

serves to emphasize that strive towards think that is represen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