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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지 내에서 언급된 작품이나 사람의 이름은 외래어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현지 발음

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기록하 습니다. 단, 국내에서 창작·발표된 작품 안의 외래어는 

작품 안의 표기를 따랐습니다.

2. 각 원고 안에서 언급된 사람의 이름이나 고유명사는 처음 등장할 때만 괄호( ) 안에 원

문을 표기하 으며, 이후 원문 표기는 생략하 습니다. 단, 원고의 상이 된 작품을 소

개할 때에는 원문 표기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3. 이 회지 안에서 소개하는 작품의 ISBN(국제도서등록번호) 표기는 2007년부터 적용된 

13자리 방식(ISBN13)을 따랐습니다. 또한 기존에 10자리 방식(ISBN10)으로 표기된 

ISBN도 13자리로 변환하 음을 밝힙니다. 검색시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4. 이 회지에 포함된 원고들은 2007년 하반기부터 집필이 시작되어 2008년 1월 30일에 초

판 2쇄 편집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정 작업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반 하려 노력

하 으나, 일부 내용이 출판 이후의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해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5. 이 회지에 포함된 모든 도판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이 회지에서는 연구 목적

을 위해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언니가 필요해요 Vol. 1 (Winter 2008)

- 1 -

시작하면서

 어째서일까요, 저는 이런 회지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어요, 운명이 

결정해 버렸지만…….1)

 “제 로 시작하라고!2)”

 네, 제 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합연구소장 로사 카츠라입니다. 이렇게 지면상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07년 여름과 겨울, 도쿄 오다이바(お台場)의 전시장인 빅사이트에서 열린 지구상 

최 의 동인지 판매 행사인 코믹마켓72(C72)와 코믹마켓73(C73)에 참전(?)할 기회가 있었

습니다. 주로 C72에서는 첫째 날, C73에서는 둘째 날에 여성향(女性向) 서클들이 거 몰

려들었고, 회장 곳곳에서 백합 회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장르의 동인지가 널려 있어 

심히 보기 좋았습니다. 결국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와 <스트로베리 패

닉!(ストロベリ·パニック!)> 등, 백합에 관련된 동인지라면 보이는 로 사서 챙겨 나오며 

내심 씁쓸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국내의 유일한 동인지 판매 행사인 ‘코믹월드’ 는 양식 있는 동인들의 푸념 로 사실상 ‘팬

시월드’ 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진지한 고민을 담은 회지는 찾기 힘들고, 그 때 그 때 잘 팔

릴만한 작품을 재빨리 팬시로 제작하여 치고 빠지는 장사꾼들만 넘쳐납니다. 이처럼 제 로 

된 회지조차 가뭄에 콩 나듯 하니, 비교적 마이너한 백합 회지의 상황이야 명약관화(明若觀

火)라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백합을 주제로 한 동인지 판매 행사조차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인 E子씨(가명)를 통해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각종 백합 작품이나 현상

을 연구·비평하는 창작집단인 백합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지는 백합연구소의 

첫 번째 결과물로, 이미 백합 애호가 사이에 널리 알려진 작품을 중심으로 한 평론과 비공

식 가이드, 객원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간추려 담았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바라는 점, 앞으로 

분석을 바라는 작품 등 이번 회지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다면 백합연구소의 표메일인 

yuri@yuriinst.org나, 각 필자들의 메일 주소 중 편하신 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본 백합연구소는 한백합학회(The Korean Bakhap Society)의 일원으로서, ‘백합’ 에 

한 다방면의 연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번 행

사가 앞으로도 백합 애호가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길 기 하며 이만 줄

이고자 합니다.

2008년 1월 19일

집필실 한 구석에 쌓인, C73에서 건져온 백합 회지들을 바라보며

백합연구소 소장 로사 카츠라

1)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凉宮ハルヒの憂鬱)> 오프닝에서.

2) <러키☆스타(らき☆すた)> 오프닝에서.

mailto:yuri@yuriinst.org


J'ai besoin d'une gentille soeur plus âgée Vol.1 (Hiver 2008)

- 2 -

PDF판 공개에 덧붙여

 안녕하세요, 백합연구소장 로사 카츠라입니다.

 예전에도 마이너했고 지금도 마이너하며 앞으로도 마이너할(?) 금단의 장르, ‘백합’을 주제

로 한 온리전인 ‘백합제’가 지난 2008년에 첫 발을 내디딘 뒤로, 2010년에 들어와 세 번째 

행사를 맞았습니다. 원하는 장르의 콘텐츠를 매번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쁘기 그지없는 사건입니다.

 '백합'의 원산지(?)인 일본에서도 여러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치진샤(一迅社)

는 그동안 <유리히메(百合姫)>와 <유리히메S(百合姫S)>로 분할하여 연 4회 발간하던 시스

템에서 벗어나, 이제는 <유리히메> 단일 브랜드로 격월간화에 나섰습니다. 호분샤(芳文社)

도 2009년에 <츠보미(つぼみ)>라는 계간 백합 만화 잡지를 창간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는 계간(연 4회)에서 격월간(연 6회) 발간 체제에 들어섰습니다. 양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단

행본 또한, 지면상에서 연재되었던 양질의 원작을 바탕으로 풍성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

습니다. <유리히메 코믹스>는 이제 양 손으로 세 번 세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하게 출간되

었으며, 호분샤 역시 이 뒤를 따르리라 예상됩니다.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제공

되는 각종 만화 작품을 거의 시차 없이 입수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신용카드나 

기프트 카드(Gift Card) 등, 결제할 수 있는 수단만 있다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콘텐츠

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넓은 해상도와 큰 화면으로 동 상, 전자책, 만화, 소

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태블릿 PC(Tablet PC)인 아이패드(iPad), 갤

럭시 탭(Galaxy Tab)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진 셈

입니다.

 하지만 이 '백합'이라는 장르가 발상지인 일본에서조차 마이너로 취급받는 탓에, 그 장르를 

수입하여 즐기는 한국에서는 순수히 한국어로 구성된 백합 관련 콘텐츠가 여전히 적습니다. 

이러던 차에, 백합연구소에서 2008년에 발간된 첫 회지인 <언니가 필요해요 Vol.1 (Winter 

2008)>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인쇄하여 필요

로 하는 분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누구나 간단한 뷰어 프로

그램만 설치하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인 PDF 전자출판을 이용해서 이 회지

를 다시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회지가 처음 만들어진 뒤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 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내용

을 되짚어 보니, 어느 부분은 너무 시간이 흘러 현실과 맞지 않기도 하며, 어느 부분은 미

숙했던 부분이 그 로 드러나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합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여전히 도움이 될 내용 또한 존재합니다. 그 때 그 시절을 아시는 분들은 "그땐 그랬지"하

고 너그러이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회지를 내놓고 기  반, 불안감 반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던 그 때 그 시절로 다

시 돌아가 이 회지를 공개합니다. PC 앞에 앉아서 느긋하게 읽으셔도 좋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쇄 기능만은 

제한하게 되어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이 회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19일

"역시 히다마리는 사에×히로가 진리지!" 라고 생각하는

백합연구소 소장 로사 카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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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1회 백합제 참가 보고서

 글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사진 엔토류아 gothlos@hotmail.com (백합연구소 비상임고문)

1. 시작하면서

 제1회 백합제(이하 ‘백합제’)1)가 지난 2008년 1월 27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

내 최초의 백합 온리전이라 할 수 있는 이 행사는 주최측은 물론이고 서클 참가자, 일반 참

가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필자는 백합연구소를 표하는 소장으로서 부스 판매 및 동인지 구

입을 위해 백합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백합제에 출품된 동인지나, 부스를 운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아쉬운 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비록 마감의 공

포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2), 최 한 편안한 마음으로 쓰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가볍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점점 그럴듯한 사람들이 보인다?

 제본 업체에서 백합제 전날에 간신히 회지를 찾아왔지만, 제본 상태가 엉망인 탓에 일일이 

파본을 골라내야 했습니다.3) 더구나 가장 중요한(?) 서클 체크도 못한 상태라 이런 저런 마

무리를 마치고, 백합제 당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잘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날이 밝았

고, 백합제 행사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까닭에 조금 이른 8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코믹마켓73(C73)에서 구입한 쇼핑백과 가방에 회지를 나누어 담고 길을 나섰습니다.

 10시 13분에 목적지인 쌍문역에 도착했습니다. 백합제 웹 사이트의 설명 로라면 직진하

기만 하면 행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도중에 삼각형 지형이 나와서 상당히 혼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럴듯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서’4) 속는 셈 치고 그 분들을 따라간 결과 무

사히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3. 서클 입장

 미리 준비해 둔 명찰을 달고5) 행사장인 2층의 회의실로 올라가니,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믹마켓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에 내심 놀라면서 백합연구

소에 지정된 D-04로 향했습니다. 회지가 텍스트 중심이고, 한 부스당 배정된 공간도 적어

서 전날에 미리 준비해 둔 받침 와 샘플용 회지를 올려놓고 디스플레이 배치를 마쳤습니

다.

 원래는 이 날 일러스트레이터인 CHEN(ii)씨가 합류하기로 했지만, CHEN(ii)씨가 개인 사

정으로 참석 못하게 되면서 표지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에디씨가 신 오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봐도 도무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책을 혼자서 팔아야 하는

데 괜찮으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H성우 커뮤니

1) ‘제1회’ 라는 호칭에 해 몇몇 분들이 질색하시는데, 최초로 열린 행사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또한 행사 

배너에도 ‘제1회’ 라는 언급이 있어 이를 빌려 쓴 것뿐이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힌다.

2) 이 글의 집필은 제본 업체에 원본을 넘겨야 하는 2008년 1월 30일을 5시간 앞둔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3) 가장 중요한 목차 페이지에 검은색 줄이 가 있거나, 빈 페이지가 들어가 있거나, 제본 상태가 조악해서 낱장

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 다. 이러한 사태에 해 해당 제본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 으나,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시점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물론 1판 2쇄는 다른 업체에서 제작하 다.

4) <러키☆스타(らき☆すた)> 제12화에서 츤데레 캐릭터인 히이라기 카가미(柊かがみ)의 사를 인용하 다.

5) 하지만 이렇게 백합연구소 명의의 명찰을 달고 있어도, 본인임을 알아보는 분들이 적었다. ‘百合硏究所’ 라고 

한자 표기를 해 놓은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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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기다리는 일반 참가자들(11:45분)

티에서부터 8년째 알고 지내는 L씨 습니다.

 L씨에게 회지를 한 권 강매한 뒤(?), 돈을 준비해서 서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서클이 몇 개 있었는데, 일반 참가자들이 입장하기 전에 회지를 구입하는 것은 조금 규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권 정도를 사고는 그만 뒀습니다.6) 하지만 이런 선택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서자 백합제 스태프들이 먼저 동인지를 사러 돌아다녔습니다. 일반 참가자라면 

모를까, 무보수로 행사를 진행하는데다 하루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스태프 여러분

들이라면 미리 원하는 회지를 골라서 살 만한 자격이 있지요. 하지만 스태프 여러분들은 백

합연구소를 신속하게 지나치셨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책이 고스란히 재고로 남는 거 아

냐?” 라는 불안감이 다시 한 번 증폭되는 순간이었습니다.

4. 일반 입장 - “어, 이게 아닌데?”

 이윽고 11시 30분. 망

의 일반 참가자 입장이 시

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0

분 정도가 지나도 백합연

구소 부스는 개점휴업 상

태. 이미 다른 서클에 다

섯 권 정도를 판매했지만 

여전히 회지는 책상 위에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

고의 악몽이 고개를 들 무

렵 한 분께서 부스로 찾아

와 회지를 사 가셨습니다. 

거스름돈으로 준비한 천 

원짜리 지폐를 정리하려던 

찰나, 드디어 비극 아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부스 앞으로 사람들이 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방위에서 참가자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회지가 몇 권이나 팔렸는지 체크하는 일은 이미 우

선 목록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회지와 특전, 이를 담을 봉투를 미리미리 결합시

켜 놓지 않은 탓에 일손이 두 배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스에는 필자 이외에 아무도 오

지 않은 상태. 게다가 너무나 진지하게 회지를 검토해 주신 어느 분이 계셔서 판매가 네 배

로 힘들었습니다.7)

 회지가 예상 외로 빨리 줄어드는 현상을 보면서 “어, 이게 아닌데?” 라는 불안감을 느낀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백합연구소가 당일에 준비한 회지는 일

반 입장이 시작된 지 40분을 조금 넘긴 12시 15분에 완전히 매진되었습니다.8) 부스를 찾

아주신 분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하기도 했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 매진이란 결

코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6) 실제로 코믹마켓에서는 서클 참가자들이 미리 입장했을 때, 돈을 주고받으며 회지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서클 간의 동인지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까지는 막지 않는다.

7) 이에 한 이야기는 필자의 ‘[단상] 잊을 수 없는 그 분’ 을 참고한다.

8) 필자의 휴 전화 통화 기록을 보면, 당일 오전 10시 30분 이후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이 시각이므로 거의 확

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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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지 판매, 제 2라운드 시작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에디씨가 등장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서클 입장 소속을 거친 뒤, 

에디씨가 준비한 동방 프로젝트 관련 카피본(16p)과 팬시(책갈피)를 진열하고 판매하기 시

작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팬시를 붙여 놓을 테이프가 없어서 애를 먹었지만, 마침 옆의 서

클인 ‘Apple Candy(haibane22.egloos.com)’ 에서 테이프를 빌려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카피본과 팬시를 놓고 두 번째 판매 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부스마다 김밥을 

나눠주시던, 새하님을 비롯한 스태프 여러분들이 “어! 아까 이거 못 봤는데?” 라면서 한꺼

번에 세 권이나 사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피본조차 적은 부수를 가져온 탓에 한 

시간 만에 매진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씨가 코믹월드에서 미처 다 팔지 못한 팬

시 용품조차 단 세 개를 남기고 모조리 매진되고 말았습니다. 백합연구소에 들러주신 여러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6. 이제는 돌 수 있다…하지만?

 오후 1시 30분을 넘어 회장도 조용해지고, 부스를 찾는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미리 천 원

짜리 70장을 준비했던 필자는 그제야 쇼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털릴 로 

털린 부스들 중에 온전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회지를 100부 정도로 준비했던 서

클들 중 일부 인기 서클들은 일찌감치 완매를 선언했고, 그나마 남은 서클들 중 필자가 개

인적으로 노리고 있었던 서클들도 회지가 다 팔리는 바람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필자

가 <동방 프로젝트>와 <마법소녀 리리칼 나노하(魔法少女リリカルなのは, 이하 ‘나노하’)>

를 제 로 접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수 (?) 속에서도 발굴을 감행해서, 아래처럼 몇 개를 건져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참

고로 아래 목록은 순전히 필자의 취향에 따른 것이며,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 7X2X아살 - 지구소녀  (창작)

 · Apple Candy - MAX★HEARTS (일러스트)

 · Beriah World - L'amore -LUCA- (창작)

 · bittersweet - neverwhere (창작)

 · DOUBLE L - Le Chevalier A La Rose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 Endeless Life─★ - Message (창작)

 · 꼬리를 먹는 뱀 - charming pet (창작)

 · Persona-L -지극히 개인적인 그녀들의 이야기- (소설본)

 · 뜬구름 - PIANO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 아스트랄마리미떼 - Triple Color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 자의식과잉 - Cross-Border (동방 프로젝트)

 · 초속 23m 헥토파스칼킥 - 하쿠레이 맘마  (동방 프로젝트)

 여러 부스를 둘러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동방 프로젝트(東方Project)>와 <나노하>를 다룬 

회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백합 작품 중 입문서 급으로 평가받는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 이하 ‘마리미테’)>를 다룬 서클이 의외로 적었던 것은 펜네임조차 

‘로사 카츠라’ 인 저에게는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창작회지 중 의외로 수

준 높은 회지가 많았던 것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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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자들이 남긴 메시지 중 일부.

7. 백합제 종료,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백합제 종료 시간

인 오후 4시가 다가왔습니다. 이미 많

은 서클들이 택배로 보낼 재고들을 정

리하고 떠난 상태 지만, 백합제 스태프 

여러분들이나 필자를 위시한 많은 참가

자들은 행사장 정리를 도왔습니다. 책상

을 접고, 의자를 원래 로 돌리고…. 그 

와중에 필자는 “코믹마켓의 전통9)을 백

합제에서!” 등등 실없는 농담을 하며 킬

킬댔습니다.

 정리가 모두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행

사장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행사장 

벽에 붙어 있던 전지에 장난스런 메시

지를 남기거나, 행사장 앞에 모여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이에 즐

거운 시간은 지나가고, 결국 필자를 비롯한 일행들은 20분이나 늦게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8. 기뻤던 점들, 아쉬웠던 점들

 지금부터는 백합제에서 기뻤던 점들이나, 아쉬웠던 점들을 생각나는 로 적어 보겠습니

다. 뭐니 뭐니 해도, 백합에 관련된 동인지만 다루는 행사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열렸다

는 사실이 가장 기뻤습니다. 이외에도 ‘도무지 책이 서지 않는’ 우리나라 어떤 행사의 참

가자들과 달리, 스태프들의 지시에 철저히 따르고 지킬 것은 지키는 참가자들의 높은 질서

의식도 놀라웠습니다.10)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 그것은 바로 ‘다양성의 부족’ 입니다. 물론 이것은 백합제에 참

여한 부스가 극히 소수이고, 개최 2~3일을 앞두고 일부 서클이 참여를 포기한 탓도 큽니

다. 뿐만 아니라 백합제의 특수성11) 때문에 일부 인기 있는 몇몇 작품으로 소재가 편중된 

경향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백합제에 한 공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이글루스

(www.egloos.com)에 개설된 블로그와 공식 사이트로 이원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공

식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사항이 블로그에는 없는 등 업데이트가 제 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무엇보다 처음 열린 행사인 만큼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간 행사12)가 이

처럼 큰 탈 없이 무사히 끝났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의 백합제

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 코믹마켓 최종일에 행사가 종료되면, 일반 참가자나 서클 참가자를 막론하고 부스 설치에 쓰인 책상이나 의자

를 접어서 정리하는 것을 돕는 매우 바람직한 전통을 말한다. 물론 이런 정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어떤 유형·

무형의 이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는 ‘모두가 참가자’ 라는 코믹마켓의 정신에 실로 부합한다.

10) 물론 이벤트 시간에 갑자기 단상으로 우르르 달려가던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실내에서 달려가는 행위는 위험

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겠다.

11) 백합제 스태프들의 말을 빌자면, 백합제는 “열린 것 자체가 기적” 인 행사이다. 또한 이 글을 집필하는 시점

에서 다음 행사의 개최 여부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1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행사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팔릴만한) 작품을 소재로 택할 수밖에 없다.

12) 백합제 당일 스태프들의 증언을 통해 추정한 수치임. 공식 통계가 아니므로 유의 바란다.



언니가 필요해요 Vol. 1 (Winter 2008)

- 7 -

[단상] 잊을 수 없는 그 분

 글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이 글은 백합제때 실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한 실화이며 특정 인물과 관계가 있지만 그 특

정 인물은 아직도 왜 자신의 행동이 이런 글에 오르내리는지 모를 듯하다.

1. 잊을 수 없는 그 분의 당당한 모습

 일반 참가자 입장이 시작된 뒤로 15분 정도가 흘 을까요? 5분 정도 잠깐 바쁘더니 그 이

후로는 도무지 책이 안 팔려서 “이거 이번에 찍은 거 모조리 재고로 남는 거 아냐?” 라고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분은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일반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샘플도 아니고 판매해야 할 

책을 냅다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 꽤 오래 

계시네요? 그것도 부스 한 가운데에. 그렇게 서 계시면 정작 책을 사고 싶어서 찾아오신 다

른 분들한테 피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워낙 행사장이 좁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불편할 

텐데요. 아무튼 잠시 한산한 시간 여서, 필자는 어지럽게 널린 천 원짜리와 만 원짜리 지

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질러진 부스도 정리해야 했구요.

 지폐를 정리해 놓은 보람이 있었는지(?), 잠시 후 부스로 참가자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

했습니다. 그때 저는 왼쪽, 정면, 오른쪽에서 몰려드는 참가자들을 감당해 내느라 정신이 없

었습니다. “어떻게 물 건너 코믹마켓보다 더 심하냐?”1) 하고 속으로 비명을 질러댔지요. 돈 

받고 특전 챙겨서 같이 드리고 거스름돈 확인해서 드리고, 혼자서 다 하려니 정말 눈이 돌

아갈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분은 부스 앞에 버티고 서서, 회지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느긋하게 음미하

고 계셨습니다. 물론 성격이 너무 신중하신 탓인지, 아직 차마 회지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

신 모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슬 집중력에서 한계가 드러나,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

지조차 제 로 기억 못할 지경이 된 저에게 기분 전환의 기회를 주실 요량인지 이렇게 친절

하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 이야기가 자주 나오네요.” → 그것은 코토노하씨의 취향입니다.

 “어제 ○○○ 선수 사건 보셨나요? 아, 정말…(혼자서 분노 중)” → 저 축구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답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정신머리를 쪼개고 쪼개

서, 건성이나마 답을 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그 분의 사려 깊은 행동에 분노하다

 일반 참가자 입장 뒤로 한 시간이 지나자 다시 한산해 졌습니다. 이제 남은 책은 그 분이 

들고 계신 판매용 책(!) 1권, 그리고 샘플 1권입니다. 그 분은 여전히 신중하게 회지를 확인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참다 참다 못해서 그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은 샘플용 책이 아

니라 판매해야 하는 책이니까, 보시려면 샘플용 책을 보시라구요. 그러자 그 분은 너무나 

신중한 고민 끝에 드디어 결정을 내리셨는지, 거금 4,000원을 꺼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광스러워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책이 다 팔렸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데레데레 미레네’ 에서 ‘루○즈2)를 닮은 미레

1) 코믹마켓 행사장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라 일반 참가자들을 줄을 세워 기시킬 수 있으며, 일반 참가자

들도 부스 앞에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원하는 서클의 동인지를 구매한다. 하지만 이번에 백합제가 열린 

장소는 줄은커녕, 인구 도가 높아지면 지나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좁았다. 때문에 일반 참가자들이 집중적으

로 몰린 11:40분경, 거의 모든 부스가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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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로 교체하고, 어지럽게 난무하는 천 원짜리와 만 원짜리 지폐를 정리하고 있을 무렵, 그 

분이 광스럽게도 백합연구소 부스를 다시 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 이거 산거 집에서 알면 안 좋아할 거 같은데… 환불 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환불을 요구하시는 그 용감한 모습! 아아, 개탄스럽다는 한 마디면 족

할 것입니다…….3) 못난 저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크게 싸움을 벌일 뻔 했지

만, 마침 부스에 와 계시던 다른 분께서 그 책을 그 로 인수해 주시는 바람에 다행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그 분은 저희 백합연구소 부스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 주셨습

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차피 책 떨어진 부스에서 볼게 없으니 다른 분들은 빨리 지나가는 

게 시간 절약하는 길이라는, 그 분 나름 로의 따뜻한 배려 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

려 깊은 의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참가자들은 부스 앞에 왔다가, 그 분이 샘플 회지

를 사수해 주시는 바람에 그 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분에게 딱 부러지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회지가 매진되어서 통신판매를 희망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도 회지를 보셔야 하니까 그만 보고 나중에 오시라구요. 하지

만 그 분은 제 목소리가 그렇게도 다시 듣고 싶으셨는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분에게 화를 내고 말았는데, 그 분의 답을 듣고서는 다시금 인격 수양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여전히 회지만 바라보며) 아, 잠깐만요. 거의 다 읽어 가니까요….”

 그리고 그 분은 유유히 사라지셨고, 저는 치미는 화 때문에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3. Only전, 혹은 즉매회의 의미란….

 해마다 두 번씩 열리는 물 건너 코믹마켓이든, 최근 막장 운 (?)으로 말이 많은 우리나라

의 어느 행사든, 혹은 백합제처럼 소규모로 열리는 Only전이든, 기본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

니다. 파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책을 팔고, 사는 사람은 그 책을 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장르를 다루었거나, 오래 전부터 노렸던 서클에서 나오는 책이

라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서클이거나, 괜찮아 보이긴 하

지만 미심쩍은 서클이라면 선뜻 손을 뻗기가 망설여지죠. 게다가 서클에서도 남의 손때 탄 

책 안 팔리는 건 잘 알고 있으니, 최 한 깨끗한 책을 팔고 싶은 마음에 샘플로 책을 한 권

씩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샘플로 책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샘플로 나온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다 확인해 보고, 정 마음에 안 든다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부분의 서클 참가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하지

만 행사가 끝난 뒤에 남는 책들은 골칫덩어리이며, 따라서 행사장 입장이 시작된 순간부터 

행사가 끝나 돌아가는 순간까지 최 한 많은 책을 팔아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부분의 서클 참가자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남는 시간을 쪼개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단 몇 명이라도 돈을 치르고 사 준다면, 그들은 기꺼이 창

작 활동을 계속하겠지요.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서클의 작품을 

다음에도 또 보고 싶다면, 사람 많고 시끄러운 행사장에서 다리 아프게 서서 읽는 것 보다

는 한 권쯤 사 들고 돌아와서 차라도 마시면서 느긋하게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부디 다른 행사에는 그 분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줄입니다.

2) <제로의 사역마(ゼロの使い魔)>에 등장하는 주인공, 루이즈 프랑소와즈 르 브랑 드 라 발리에르(ルイズ・フラ

ンソワーズ・ル・ブラン・ド・ラ・ヴァリエール). 츤츤거리는 성격이 특징이다. 여담이지만 이 캐릭터의 성우

인 쿠기미야 리에(釘宮理恵)는 “일본 제일의 여동생 성우” 를 지망한 바 있다.

3) 필자가 지하 번역한 <스트로베리 패닉!(ストロベリ·パニック!)> 1권에서 일부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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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믹마켓 행사장인 오다이바의 빅사이트.

[해외] 코믹마켓73 참가 보고서

 글·사진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1. 코믹마켓이란?

 ‘시작하면서’ 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운 좋게도(?) 코믹마켓72·73(이하 ‘C72’, ‘C73’)에 모

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연말에는 한 IT 매체의 주선으로, 현지 취재 

안내 및 통역을 맡아 일본에 출장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2007년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렸던 C73에 우연찮게 참가하게 되어, 이에 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믹마켓(‘코미케’로 불리기도 함)은 한 해에 두 번, 도쿄 남서

쪽에 위치한 인공 섬 오다이바(お台場)에 세워진 거 한 전시장, 빅사이트(BigSight)의 동관

과 서관에서 열리는 동인지 판매행사입니다. 참가 서클 3만 5천개, 참가 인원 55만 명1) 등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 남성향, 여성향, 특촬, 취미, 코스프레, 아이돌 등 다양한 분야의 동

인지를 모두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히 세계 최 의 동인지 판매 행사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믹마켓에는 일반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F&C, 타입문(Type-moon), 아니메이트

(Animate), 토라노아나(虎の穴), 쿄토 애니메이션 등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 

법한 게임 제작사나 애니메이션 제작사, 애니메이션 상품점까지 ‘기업 부스’ 라는 공간에 참

여해서 회장 한정 물품을 팔아댑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 부스를 노리는 참가자들까지 몰려

들어, 코믹마켓의 참가인원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코믹마켓은 참가 서클의 성향이 워낙 다양한지라, 날마다 참가하는 부스들이 달라집니

다. 이번 C73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C73 카탈로그에 게재된 C72의 통계 수치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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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를 넘어선 기업 부스. 이미 지옥이다….

 · 1일차(12/29) :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예능

 · 2일차(12/30) : 팬클럽(만화, 슈에이샤 점프, 소설), 창작, 그 외 (주로 여성향)

 · 3일차(12/31) : 창작, 미소녀 게임, 동인 소프트, 그 외 (주로 남성향)

 마침 행사 개최 전에 미리 판매되는 카탈로그로 확인을 해 보니 1일차에는 그다지 건질 

만한 서클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2월 29일에는 예정 로 도쿄 최 의 관광지(?), 아키하

바라(秋葉原) 취재를 돌고 둘째 날인 12월 30일부터 C73 공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 이하 ‘마리미테’)> 관련 회지를 내는 

서클이 거 참여하기 때문에 절  놓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부스에서 프론티어 웍스(Frontier Works)가 판매하는 <마리미테> 

DJCD 2007년판도 놓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 DJCD를 사면 후쿠자와 유미(福沢祐巳, 이

하 ‘유미’)와 마츠다이라 토오코(松平瞳子, 이하 ‘토오코’)의 일러스트가 그려진 피자헛 박

스2)를 현장 특전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사람이 

적게 몰리는 둘째 날이라지만 기

업 부스를 노리려다 보니 아무래

도 책이 서지 않는 것이었습니

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서

관에 마련된 기업 부스는 말 그

로 지옥입니다. 하도 참가자들

이 려들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기업 부스에서 오전 한 나절을 

다 까먹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한 나절을 

까먹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

고 있던 몇몇 서클의 동인지가 

동날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책

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C73 공략을 위해 저보다 먼저 일본에 도착해 있던 지인 E子(가명)와 연락이 닿아서, 

E子가 가담하고 있는 현지의 C73 공략팀, ‘여동생 보호회(가칭)’ 와 행동을 같이 하게 되었

습니다. 이 여동생 보호회는 빅사이트 입구 근처에 철야조를 세워 두고, 좀 더 일찍 입장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잡아 뒀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12월 29일 아키하바라 취재를 마치

고, C73 참전에 필요한 카탈로그와 공략 지도를 모두 준비하여 여동생 보호회의 근거지인 

오다이바의 모처로 향했습니다.

2. <마리미테>로 달린 2일차, 남성향의 3일차

 숙소인 미나미센쥬(南千住)에서 목적지인 오다이바의 모처에 도착하니 이미 시간은 오후 

11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했던 E子 일행과 인사를 나눈 다음, 여동생 보호회

의 회원들과 각자 공략할 서클에 한 논의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시 수면을 취

한 다음 12월 30일 새벽 3:30분에 일어섰습니다. 일어나서는 삼각 김밥과 컵라면으로 간단

2) 게다가 이 일러스트를 그린 일러스트레이터는 <마리미테>의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마츠시마 아키라(松島晃)

으므로 필자는 이를 놓칠 수 없었다. 피자헛 피자박스에 한 사항은 <마리미테>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www.gokigen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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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칼로리를 보급하고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빅사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자, 빅사이트에 도착.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일행들과 교 하고 나서는 입장시간이 될 때

까지 끊임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행사장 입장이 시작되는 것은 오전 10시 정각, 그리고 입

장을 위한 줄 이동이 시작되는 것은 8시 30분. 여름에는 더워서 큰일이었지만 겨울은 겨울

로 추워서 큰일입니다. 게다가 전날에 눈 신 비가 내려서 꽤나 쌀쌀했습니다. 추위와 

졸음과 싸우면서 8시 30분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오전 10시, 입장이 시작됩니다. 일단 기업 부스로 입장해서 프론티어 웍스의 <마리

미테 DJCD 2007년 크리스마스 스페셜>을 손에 넣었습니다(가격 2,500엔). 덤으로 유미와 

토오코가 그려진 피자헛 피자박스도 얻었습니다. 자, 이제는 <마리미테> 부스가 줄을 지어

선 동(東) 123관으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행사장 안에서 뛰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므로, 마

음은 조급하지만 속보로 이동했습니다.

 동 123관에서는 일단 벽가에 늘어선 형 서클(大手) 들을 먼저 공략했습니다.

 · 미술부(美術部) : 호소카와 카나코(細川可南子, 이하 ‘카나코’)양을 메인으로 미는 서클

 · PrincessAYA :

   토오도 시마코(藤堂志摩子, 이하 ‘시마코’), 시마즈 요시노(島津由乃, 이하 ‘요시노’) 관련

 · 비사이드(美彩'd) : <마리미테> 관련

 일찍 입장한 탓인지 위 세 서클의 책 모두 빠른 시간 안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동 123

관의 공략이 끝났다면, 다음은 동 456관으로 이동해서 역시 형 서클을 공략해야 합니다. 

책을 내놓은 서클들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서클을 발굴하는 것도 코믹 마켓의 재미 중 하

나지만, 일단 필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노리는 형 서클을 먼저 공략한 다음 발굴에 나

서야 자신이 원하는 형 서클의 회지를 보다 안전하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 456관에서 노린 형 서클은 단 하나입니다.

 · 야마네코박스(山猫BOX) : 

   <스트로베리 패닉!(ストロベリ·パニック!)> - <Le dernier miracle>,

   <러키☆스타(らき☆すた)> - <거울 안에 비친 또 하나의 나>

 위 서클은 지난 2006년 겨울에 열린 C71에서 E子가 사온 책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특이

하게도 <스트로베리 패닉!>을 주제로 한 동인지를 끊임없이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스트로베리 패닉!> 관련 동인지 한 권, 그리고 <러키☆스타> 동인지 한 권을 내

놓았습니다. 이 서클 역시 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책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형 서클의 공략이 끝난 다음부터는 비교적 느긋하게(?) 각 서클의 발굴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마리미테> 관련 부스가 집한 동 123관으로 다시 이동해서 각 부스를 돌아다녔

습니다. <마리미테>의 인기가 어느 정도 사그라진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말 다양한 소재, 

다양한 커플링의 회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미를 너구리3)로, 시마코를 토끼로 만든 회지 (서클 : Honey Pink)

 · 졸업한 사토 세이(佐藤聖, 이하 ‘세이’)×유미 커플링 (서클 : クリティカルSG)

 · 유미와 토오코의 관계를 연작으로 다룬 회지 (서클 : Bittersweets)

3) <마리미테> 본문 안에서 ‘유미의 얼굴이 너구리를 닮았다’ 는 언급을 자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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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서 건진(?) 쇼오코본(本).

(출품 서클 : 鐵棒少年)

 · 토오코의 내면 심리를 도 있게 다룬 회지 (서클 : chico)

 · 세이와 미즈노 요오코(水野 蓉子)를 엮은(!) 회지 (서클 : す茶らか本舗)

 · 시마코에 한 노리코의 연정을 심도 있게 다룬 회지 (서클 : CRUSH)

 · 서클 초기부터 백장미 계열만 전문적으로 다룬 회지 (서클 : Skirthike)

 · 백장미 여러분들을 메이드로(!) 만들어 버린 합동 회지 (서클 : ぱわふるここあ)

 · 고론타(ゴロンタ)4)를 의인화한 합동 회지 (서클 : 美術部 외)

 · 타케시마 츠타코(武嶋蔦子)와 쇼오코의 관계를 다룬 회지 (서클 : 鐵棒少年)

 이처럼 다양한 회지들이 있다 보니, 

적당히 살 것만 골라내는 것도 큰일이

었습니다. <마리미테> 부스들을 돌면

서 표지가 괜찮아 보이는 서클들을 표

시해놨다가 책을 강 둘러본 다음 구

입하고, 다시 다른 서클로 이동해서 

책을 살펴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서클5)은 연작 회지를 세 

권 나란히 늘어놓아서 안사고는 못 배

기게 만드는 만행 아닌 만행(?)을 저

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거금(?) 

1,100엔을 주고 회지를 싹쓸이 구매

했습니다. 결국 이 날 구입한 <마리미

테> 동인지만 20권에 달합니다. 총 소

요 금액은 9,600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 셋째 날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남성향 동

인지들이 많았고, 개중에는 幼女强制

猥褻行爲6)를 다룬 동인지까지 있어서 

머리가 상당히 아팠습니다. 3일차에 

구입한 동인지들 중, 백합과 조금이라도 관계있는 회지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마리미테>의 일러스트레이터인 히비키 레이네(ひびき玲音)의 개인 회지, true colors

 · 산백합회 멤버들에게 학교 수 복을 입혀버린 개그 회지 (서클 : 飛行第50戰隊)

 · 두 여학생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다룬 회지 (19금) (서클 : ゆりりんの素)

3. 돌아와서 드는 생각들

 이제부터는 C73에 참여하고 나서 느꼈던 점이나, 동향들을 짚고 넘어가며 글을 마무리하

려 합니다. 일단 지난 2007년 가을에 유미와 토오코의 자매 관계가 성립된 탓인지 이에 관

련된 회지를 내놓은 서클들이 많았습니다. 요시노가 공을 들이고 있는 차세  유망주(?)인 

아리마 나나(有馬菜々), 그리고 츠타코를 쫓아다니는 나이토 쇼오코(内藤笙子)에 관련된 동

4) 리리안 여학원(リリアン女学園) 안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 까마귀에게 공격당하던 것을 세이가 구해 주었다. 

유미는 ‘런치(ランチ)’, 시마코는 ‘고론타(ゴロンタ)’ 라 부른다. 최근 <마리미테> 웹라디오에서는 드디어 ‘마법

소녀 시마코’ 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성우는 사이토 치와(斎藤千和).

5) 위에서 언급한 서클인 Bittersweets. 토오코가 예상 외로 귀엽게 그려진 탓에 도저히 안 살 방법이 없었다.

6) 그렇지 않아도 서클컷을 보는 순간부터 두통이 몰려오는 서클이 즐비했다. 이 한자 여덟 자의 독음이 굳이 궁

금하다면 필자 앞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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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많았습니다.

 반면 2006년 내내 실사 엔딩, 변태 시인(?) 등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던 <스트로베리 패

닉!>은 1년 사이에 완전히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필자가 이번 C73에서 건진 <스트로베

리 패닉!> 관련 동인지는 딱 한 권, 그것도 근성 있게(?) 해당 작품의 동인지를 내놓았던 서

클에서 나온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스트로베리 패닉!>이 어째서 이렇게 몰락했는지에 해

서는 연구해볼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7).

 3일간의 행사 기간 중 단 이틀 동안 코믹마켓을 둘러보았지만, 참가하는 내내 우리나라에

서 열리는 모 행사가 자꾸 떠올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단 코믹마켓에서는 일반 참가

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지도 않고8), 스태프들도 돈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습니다9). 뿐만 아니

라 하루에 20만이 넘는 사람이 몰리는데도 비교적 질서가 잘 지켜집니다. 행사장을 벗어난 

곳에서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도 없고10), 구석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도 없었습니

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합니다. 남성향, 여성향, 특촬, 취미, 코스프레, 

아이돌 등 장르도 다양하고 부분 내용들도 충실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탓도 있을지 모

르지만, 요란한 디스플레이로 서클을 선전하는 사람들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체 회지에 

더 정성을 쏟은 건지, 디스플레이에 더 정성을 쏟은 건지 알 수 없는 서클들, 혹은 팬시 용

품들만 들고 와서는 열심히 팔아 던 국내 일부 서클과는 조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환경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교만 하는 것은 어쩌면 억지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모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언제쯤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에

서 백합 회지를 싹쓸이 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열리는 C74에 취재를 

겸해서 참가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만약 참가하게 된다면 관련된 글을 백합

연구소 공식 블로그나 회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 회지의 ‘[소개] <스트로베리 패닉!> 소설 다이제스트·평론’ 을 참고하기 바란다.

8) 신 코믹마켓의 카탈로그(2,400엔)와 코스프레 참가자들의 등록료(1일당 800엔), 서클 참가자들의 서클 신청

서(1,500엔)를 통해 각종 비용을 충당한다. 단, 반드시 카탈로그를 사야 코믹마켓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9) 코믹마켓의 스태프들은 전원 무보수로 일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어느 행사의 스태프들은 하루에 몇 

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다.

10) 이런 행위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동인 문화

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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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오다이바에서 생긴 일

 원안·글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그림 CHEN(ii) yamujin@onesama.net (백합연구소 일러스트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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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한국 동성애물의 현주소

 글 Heeyachan heeyachan@hotmail.com (백합연구소 객원 연구원)

1. 못 보던 책들이 보인다?

 요즘 서점에 가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야오이 소설·만화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야오이에 관련된 서적이 예전에 아예 유통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

지만 작은 출판사에서 펴낸 책들이 일부의 계층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던 몇 년 전과 달

리, 요즘은 형 출판사들이 아예 야오이를 위한 브랜드까지 만들어 양지에서 출판하고 있

습니다.1)

 이처럼 형 출판사들이 시장에 진출했다는 사실은 야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

났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더그라운드에서 소수만이 즐기던 문화가 양지에

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으며, 야오이도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소설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전반에서 은유적으로 야오이 코드를 사용하는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활동 중인 남성 아이돌 그룹들은 그룹 안에서 ‘공(攻)’, ‘수(受)’

의 역할을 정해 소비자인 10  여성들에게 어필하기도 합니다.2)

 그리고 야오이에 비해서 그 규모는 작을지언정, 우리의 관심사인 백합 또한 양지로 진출하

기 시작했습니다. 놓고(?) 백합을 표방하지는 않더라도, 백합 코드가 주가 되는 작품들이 

형 출판사를 통해 하나 둘씩 정식 발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들로는 <마리아

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3), <칸나즈키의 무녀(神無月の巫女)>4), <카시마시~Girl 

meets girl~(かしまし 〜ガール・ミーツ・ガール〜)>5)을 들 수 있습니다.

2. 야오이=포르노?

 하지만 이처럼 동성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양지에서 유통된다 해도, 정작 그것을 소비하

는 사람들은 아직도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회의 인식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

니다. 일례로 최근 SBS의 8시 뉴스 보도6)에서는, 야오이물7)의 선정성이 지나치다는 이유

로 이를 ‘음란물’ 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오이라는 소재 자체가 여성들의 성적 환상

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인용 화가 음란한 화가 아니듯, 야오이라

면 덮어 놓고 남자×남자 간의 성행위 장면을 연결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야오이=포르노’ 라는 등식을 성립시킨 데에는 일부 출판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드코어한 작품들이 유통된다는 사실은, 그런 작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형성된 시

장의 소비자들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수적으로 열세인 소비자층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작품만 들여오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수는 결국 사회적인 인식을 악화시키며, 전체적인 파이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에 야오이나 백합 

작품을 들여와 유통시키는 출판사도, 출판할 작품을 선정할 때 사회적 인식이나 암묵적인 

1) 표적인 예로 원씨아이의 <B愛 Novel> 시리즈가 있다.

2) 편집자 주)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 그룹의 멤버들을 커플링하려는 시도는 10여 년 전부

터 꾸준히 존재했다. 그러나 소속사 자체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3) 서울문화사의 <Wink Novel>에서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라는 제목으로 2004년 8월부터 출간되기 시작했다.

4) 학산문화사에서 2007년 9월부터 <신무월의 무녀>라는 제목으로 출간해 전 2권이 완간되었다.

5) 학산문화사에서 2006년 2월부터 <카시마시>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시작해 전 5권이 완간되었다.

6) 2008년 1월 19일 20:37, <[기동취재] 19금 안붙은 19금…낯뜨거운 ‘BL만화’ 열풍>

7) 편집자 주) 보도 내에서는 ‘BL 만화’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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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비록 <왕의 남자> 등과 같은 화를 통해 동성애 코드를 담은 문화 상품이 양지로 

나오고는 있다 해도, 이러한 상품들을 ‘문화’ 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걸림돌입니

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비록 보도 논지에 많은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지만8), 이번 

SBS의 뉴스 보도는 어찌 보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동성애 문화, 혹은 그러

한 코드를 담고 있는 작품을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적어도 그러한 

작품을 하나의 상품 내지는 작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위기일수도 있으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중문

화에서 동성애물이 갖는 입지는 이러한 시도가 반복될수록 더욱 더 굳어질 것입니다.

3. 소비자들의 인식은?

 그렇다면 직접 이러한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필자는 이를 알아보

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필자가 조사 상으로 정한 사람들은 ‘야오

이 혹은 백합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접촉한 적이 있으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입니다. 이러

한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명이 설문에 응답하 습니다(여성 

15명 / 남성 20명). 이 결과를 토 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백합, 혹은 야오이 중 어느 쪽을 보시는가요? 혹은 둘 다 보시는 가요?

 · 백합만 본다 - 16명

 · 둘 다 본다 - 14명

 · 야오이만 본다 - 4명 (총 34명, 무응답 1명)

 첫 번째 문항에서는 백합만 본다고 답변한 사람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

어 둘 다 본다고 답변한 사람이 14명, 마지막으로 야오이만 본다고 답변한 사람이 4명이었

습니다.

 이 결과에서 재미있는 점은, 남성 응답자 20명 중 15명이 백합만 본다고 답변한 반면, 여

성 답변자 15명 중 야오이만 본다고 답변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

한 작품을 즐기는 데 있어 성별에 따라 엄연히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 줍니다.

 등장인물들이 예쁘거나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은 남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남성과 여성의 시각차가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남성 독자들은 예쁜 여성을 보는 것을 

즐기고 싶어 하지, 예쁘거나 멋진 남성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여성 독자들은 

멋진 남성이 나오는 것도 좋아하며, 예쁜 여성이 등장하는 것 또한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만 있는 것을 좋아 하지 않고9) 심지어 그 장소를 꺼리기까지 합니다. 하

지만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있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들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최초로 접한 백합, 혹은 야오이 작품이 어떤 것인가요?

 이 질문에 한 답변은 백합이나 야오이에서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합물의 경

우 부분의 답변이 동인지나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혹은 <칸나즈키의 무녀>로 수렴되

8) 편집자 주) 문제의 핵심은 ‘미성년자가 보아서는 안 되는 야오이 작품들을 청소년들이 보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은 야오이 작품의 선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시청자들에게 ‘동성애물=유해물’ 

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9) 편집자 주)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凉宮ハルヒの憂鬱)>에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있다. 주인공 쿈(キョン)은 

같은 SOS단의 단원인 코이즈미(小泉)가 얼굴을 가까이 하거나 자신에게 웃으며 다가올 때마다 질색한다. 문

고본 본문이나 TV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런 묘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언니가 필요해요 Vol. 1 (Winter 2008)

- 17 -

었습니다. 반면 야오이 작품에서는 <절애(絶愛)>10), <돈이 없어!(お金がないっ!)>, <그래비

테이션(グラビテーション)>, <얼음 요괴 이야기(氷の魔物の物語)> 등 10여 종이 넘는 다양

한 작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동인지 포함).

 또한 백합과 야오이 양 역에서 이를 접한 매체로 동인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한국

의 코믹월드에서 얼마나 많은 동인지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혹은 코믹월드라는 행사의 입지

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예라 하겠습니다.

 3) 백합, 혹은 야오이물을 계속하여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해 ‘금기에 한 도전’ 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예쁜이가 둘이 나오면 즐거움도 두 배” 라는 원초적인(?) 답변11)이나, “풋풋하고 달콤한 

분위기가 좋다” 는 답변도 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분의 답변은 위에서 밝힌 ‘금기에 

한 도전’ 에 포함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의 서브컬처(Sub Culture)를 즐기는

데 있어서, 자극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목입니다.

 4) 창작물이 아닌 실제 촬 의 백합, 혹은 야오이물을 보고 계시거나 혹은 볼 의향이 있으

신지요?

 5) 백합, 혹은 야오이물의 관계를 동경하여 실제로 그런 관계에 처하면 응하실 수 있으신

지요?

 앞서 소개한 문항들에 한 답변이 부분 긍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이 두 문항에 한 답

변들은 부분이 “절  아니오” 습니다. 이는 부분의 독자나 시청자들이 백합이나 야오

이 작품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직접 겪기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답변과 3)번 문향을 연결 지어 이야기해 보자면, 동성애 작품들을 

즐기는 계층은 단순히 재미있어서, 혹은 보다 높은 수준의 자극을 찾기 위해 그것들을 즐기

지만, 자신에게 동성애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거부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로맨스 작품들을 읽을 때 독자가 가지게 되는, “나도 그런 사랑을 해 봤으

면…” 과 같은 환상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로맨스 작품들을 수용할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나, 혹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지만, 동성애물은 작품 그 

자체를 즐길 뿐입니다. 동성애물은 어디까지나 환상이며, 여기에 현실이 개입된다면 그 환

상은 깨지기 때문입니다.  로맨스 작품들과 동성애물은 같은 ‘사랑’ 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

만, 현실과 환상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잘 보여주는 목이라 하겠습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백합이나 야오이로 표되는 동성애 작품들의 한국 내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을 직접 소비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동성애 작품들은 

사회적으로는 아직 비주류에 속하며, 그러한 작품들이 가진 성격상 주류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필자는 그러한 작품을 소비하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동성애 작품들이 조금씩 

양지에 그 모습을 드러내려 시도하는 현상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거듭될수록, 동성애물에 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부각되지 않

을까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잠시 다루었지만, 현재 출판되는 작품 중에도 말초

적인 재미만 추구한 선정적인 작품이 적지 않습니다.

10) 편집자 주) 오자키 미나미(尾崎南)가 <마가렛 코믹스>를 통해 출판한 만화. 야오이 만화의 고전적인 작품이

다. 원작 만화의 폭발적인 인기를 기반으로 1992년 OVA가 출시되었다. -<아니메가 보고 싶다(박인하 외, 

1999년, 교보문고)> 148쪽에서 일부 인용-

11) 백합물만 즐기는 상자의 답변을 그 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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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조금이라도 돈이 되면 무작정 출판에 뛰어드는 일부 양식 없는(?) 출판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즐길 거리가 많아 좋을지 몰라도, 이런 현상은 머지않은 미래에 

악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이런 선정적인 작품들만 시장에 소개된다

면 동성애 작품들이 가진 역기능만 부각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윤리적 기준으로 볼때 

비판의 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2) 뿐만 아니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뒤 다시 지

하로 숨어 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작품을 소개하는 출판사들과 이를 구매하

는 소비자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백합과 야오이는 비록 마이너한 

장르이지만,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12) 편집자 주) 특히 부패·수구 세력과 결탁한 기독교가 사실상 국교가 되다시피 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어떤 

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국기독교총연합은, 차별법안에 포함된 동성애 조항을 두

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동성애 허용법’ 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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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백합 잡지, 확실히 구매하자

 글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 백합 만화 잡지나 여성향 소설지를 발간하는 출판사는 아직 없습니다.1) 하다

못해 백합 관련 회지만 판매하는 이 백합제가 열리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니 말 다했죠. 결

국 이런 쪽의 책을 읽고 싶다면 일본에서 출판되는 것을 구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잡지들을 살라치면, 무슨 경로로 어떻게 구해서 읽어야 할지 막막해지기 

십상입니다. 일본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수라도 받을 수 있으면 모를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분들이 태반이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합 잡지를 확실히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출판되는 백합 관련 잡지 중,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

은 잡지들은 다음 세 종류일 것입니다2). 이 세 종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설명하고

자 합니다.

 · 슈에이샤(集英社) <Cobalt>

 · 이치진샤(一迅社) <유리히메(百合姫)>

 · 이치진샤(一迅社) <유리히메S(百合姫S)>

2. 슈에이샤 <Cobalt>

 이 잡지는 슈에이샤에서 매년 1·3·5·7·9·11월 17일경에 발매하는 격월간 소설지입니다. 콘

노 오유키(今野緒雪)가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의 원형이 되는 단편을 

처음 기고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매년 독자 전원 참여 행사를 통해 각종 관련 상품을 판매

합니다.3)

 <Cobalt>는 다행히 교보문고 광화문점·강남점의 일본서적 코너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

습니다. 교보문고 플래티넘 회원인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4), 발행일로부터 1주일 뒤에 들어

오는 경우가 많으니 구입하러 가기 전에 전화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치진샤 <유리히메>, <유리히메S>

 위의 두 잡지 모두 이치진샤에서 출판하는 계간 만화잡지입니다. 이 두 잡지는 아예 이름

에 ‘백합(百合)’ 이 들어간 만큼 백합 만화 이외에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시노노메 미즈오(東雲水生)의 <하츠코이시마이(初恋姉妹)>나, 후지에

다 미야비(藤枝雅)의 <이색홍차관환담(飴色紅茶館歓談)> 등 유명 작품이 실립니다.

 이 두 잡지는 가끔 자잘한 액세서리를 부록으로 끼워주어, 구매 시기를 놓친 독자들이 땅

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 2007년 가을호에는 후지에다 미야비의 일

러스트가 들어간 B5 크기의 클리어 파일을 부록으로 주기도 했습니다5).

1) 일부 마이너 출판사에서 백합 소설을 출판하고 있지만 그 퀄리티가 조악해 추천하기 심히 난감하다.

2) 킬링 타임 커뮤니케이션(Killing Time Communication)에서 출판하는 남성향 소설인 ‘2차원 드림 노벨’ 에도 

일부 백합적 요소가 포함된 작품이 있지만 성적 묘사가 난잡한 작품들이 많아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3) 지난 2006년에는 드라마 CD를, 2007년에는 일러스트가 그려진 도서권을 증정했었다.

4)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다시 회원 카드를 찾아 확인해 보니 가입월이 2001년 5월이었는데, 특히 K 에 2004

년부터 2년 넘게 다니던 동안 매상고를 많이 올려준 것이 회원 승급에 많은 향을 미친 모양이다.

5) 게다가 일본 아키하바라(秋葉原)에 본점을 두고 있는 애니메이션 상품점인 토라노아나(虎の穴)에서는, <유리히

메>가 발간될 때마다 작가들의 오리지널 일러스트와 사인이 들어간 종이를 한 장씩 끼워주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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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여러 의미에서 놓칠 수 없는(?) 잡지인 <유리히메>와 <유리히메S>를 어떻게 구입

해야 할까요? 이 잡지는 다행히도 예스24(www.yes24.com)가 정기적으로 들여오고 있습니

다. 지하철에서 펼쳐서 보다 보면 식은땀이 흐르는 장면이 한 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껏 안 잘리고 들어오니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문방법도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유리히메>는 1·4·7·10월 18일경에 발매되며, <유리

히메S>는 3·6·9·12월 18일경에 발매됩니다. 따라서 이 발매일 한 달 전에 yes24에서 ‘百合

姫’ 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百合姫’ 로 시작하는 목록이 뜨는데, 이치진샤

의 웹사이트에서 발행 호수를 확인하고 예약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유리히메> 다음호가 예약도서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서등록 신청을 하면 예약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의 ‘1:1 상담’ 에서 ‘상품 문의’ 

를 클릭하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입력한 다음 ‘등록’ 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제가 사용한 문장을 예문으로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도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내용 : 

 도서명 : コミック百合姬 Vol.11 출판사명 : 一迅社

 이치진샤(一迅社)에서 1, 4, 7, 10월에 발매하는 계간 만화잡지입니다. Vol.11호의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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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월 19일인데 예약구매를 위해 도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주문 신청을 넣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 뒤에 해당 도서가 등록되므로 예

약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발행일이 지난 다음에는 살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외 도서를 들

여오는데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교보문고와 달리, 예스24는 DHL 항공택배로 책을 들

여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며 꽤 늦게 주문을 했는데도 

한 달 뒤에 무사히 주문한 책을 받은 경험이 있군요. 하지만 되도록 미리미리 주문해서 가

슴 졸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 요즘에는 형 서점에서 간혹 들여놓기도 하

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치진샤의 <유리히메>와 <유리히메S> 웹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리히메> : http://www.ichijinsha.co.jp/yurihime/

<유리히메S> : http://www.ichijinsha.co.jp/special/yurihimes/

4. ISBN 안 나오는 책들은 어떻게 하나요?

 모든 책에는 ISBN(국제도서분류번호)이라는 고유번호가 주어집니다. 일본 아마존이나 일본 

서점 네트워크인 e-hon(www.e-hon.ne.jp)에서 일본 서적을 검색하면 ISBN 번호가 나오

고, 이 ISBN 번호로 형 서점에 주문을 하면 이변이 없는 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을 뒤져봐도 도무지 ISBN 번호를 찾아볼 수 없는 책들이 가끔씩 등장합니

다. 주로 월간지에서 ‘별책(別冊)’ 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 특별호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

다. 이런 책들은 과연 어떻게 주문해야 할까요? 슈에이샤에서 지난 2007년 상반기에 내놓

은 ‘별책 Cobalt(別冊 Cobalt)’ 를 통해 주문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JBOOK(www.jbook.co.jp)’ 에서 해당 특별호의 제목을 넣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각종 정보가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雑誌コード(잡지 코드)’ 라는 항목이 나오는지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잡지 코드는 각 잡지마다 주어진 고유 분류 기호이며, ‘[다섯자리]-[두자리]’ 

형식으로 구성된 숫자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 테두리가 쳐진 것이 바로 잡지 코드입

니다.

 이 숫자(위의 경우 03930-08)를 적거나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 이제는 e-hon에 접속합

니다. ‘잡지(雑誌)’ 를 클릭한 다음 ‘잡지 상세 검색으로(雑誌のこだわり検索へ)’ 를 클릭하

고, ‘잡지 코드(雑誌コード)’ 에 위에서 찾았던 잡지 코드를 입력하고 검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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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아래 화면처럼 검색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은 교보문고를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교보문고 광화문점이나 강남점의 일본서적 코너에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문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할 책의 정확한 제목

 · 주문할 책을 출판한 출판사 이름

 · 검색을 통해 찾은 일곱 자리 잡지 코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주문이 가능한 것을 직접 확인하 습니다. 다만 현지 재고 상황에 

따라 주문해도 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잡지의 발매일을 확인했다 

늦지 않게 주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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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하츠코이시마이> 비공식 가이드

 글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 상 작품 :

 1. 계간 만화잡지

 <百合姫> : 출판사 이치진샤(一迅社), 매년 1·4·7·10월 18일 발매

 2. 만화 단행본

 <初恋姉妹> 1 (ISBN 978-4-7580-7002-7)

 <初恋姉妹> 2 (ISBN 978-4-7580-7013-3)

 만화 시노노메 미즈오(東雲水生), 각본 코마오 마코(駒尾真子), 캐릭터 원안 히비키 레이네

(ひびき玲音) / 출판사 이치진샤, 국내 발매 미정

 3. 드라마CD

 <恋姉妹 第1巻> (FCCN-0001)

 <恋姉妹 第2巻> (FCCN-0002)

 출연 나카하라 마이(中原麻衣), 치바 사에코(千葉紗子), 노나카 아이(野中藍), 박로미(朴璐
美) 외 / 발매·판매 프론티어 웍스(Frontier Works)

 <初恋姉妹 ドラマCD 第一巻～天使のプレゼント～> (BWC-3001)

 출연 나카하라 마이, 치바 사에코, 노나카 아이, 사토 리나, 박로미(朴璐美), 오오하라 사야

카(大原さやか) 외

 발매 BitWings·어뮤즈소프트 엔터테인먼트(アミューズソフトエンタテインメント)

○ 개요 :

 이 비공식 가이드에서는 2004년부터 전개된 미디어 믹스 작품인 <하츠코이시마이>와, 이

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함께 소개한다.

○ 스포일러 여부 :

 <하츠코이시마이>의 연재는 완결되었으나 집필 시점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

라서 초반의 내용을 최 한 개략적으로 소개하 다. 제품 자체의 비평보다는, 다양한 방향

으로 전개된 미디어 믹스와 관련 상품들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 <하츠코이시마이>란?

 <하츠코이시마이(初恋姉妹)>는 현재 이치진샤의 계간 백합 만화잡지인 <유리히메(百合姫)>

를 통해 연재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첫사랑의 상인 키자키 하루나(木咲榛菜)를 동경한 탓

에 열심히 공부해 명문 여학교인 츠노카미자카여학원(津ノ守坂女学院)에 입학한 주인공 마

츠자토 치카(松里千夏), 그리고 키자키 하루나의 동생이며 마츠자토 치카와 같은 반인 키자

키 아키호(木咲明穂) 사이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유리히메> 2007년 가을호(Vol.10)까지 총 12회가 연재되었으며, 지난 2008년 1월 

18일에 발매된 <유리히메> 2008년 겨울호(Vol.11)에 최종회가 연재되었습니다.

2. <하츠코이시마이>를 둘러싼 흑역사(?)

 그런데 위의 문장들을 읽으신 분들 중,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밑줄 쳐진 문장에서 이상

한 점을 발견하고 이런 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왜 Vol.10까지 연재를 했는데 총 12회 연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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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마이> Vol.1의 표지

ⓒひびき玲音 ⓒサン出版 2004

 그렇습니다. 벌써 12회라니 좀 이상하지요.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하츠코이시마이>는 만화 연재로 출발

한 기획이 아니며, 드라마 CD인 <코이시마이(恋姉妹)>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 CD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화가 등장했는데, 만화 제목도 지금의 <하츠코이시마이>가 아니라 <코

이시마이> 습니다.

 게다가 이 만화가 연재된 잡지도 <유리히메>가 아니라, 좀 더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이

름인 <유리시마이(百合姉妹)>1) 습니다. 즉, 정리한다면 <유리시마이>의 기획으로 만들어

진 작품이 <코이시마이>라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당시 <유리시마이>의 표지 일러스트도 

히비키 레이네가 맡고 있었던 탓에, 주요 등장

인물인 키자키 하루나와 마츠자토 치카가 등장

한 <유리시마이> Vol.1의 표지를 보면 별명이 

너구리인 어느 작품의 무슨 캐릭터(?)가 절로 

생각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유리시마이>를 출판하던 선 출판(サ

ン出版)은 2004년 12월에 발간된 <유리시마

이> Vol.5 이후로 <유리시마이>를 휴간시켜버

렸습니다2). 때문에 <유리시마이> Vol.4부터 연

재되기 시작한 <코이시마이>도 두 번째 연재까

지 진행된 상태로 갈 곳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표류하던 <코이시마이>는 다시 제 자

리를 찾았습니다. 뜻있는(?) 출판사인 이치진샤

가 기존 <유리시마이>의 작가들과 기본 틀, 연

재 작품들을 거의 이어받는 형태로 계간 만화

잡지인 <유리히메>를 창간한 것입니다. 이 과

정에서 <코이시마이> 또한 이름이 <하츠코이시

마이>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후 첫 연재가 시작

된 지 2년이 지난 2006년에야 첫 단행본이 나

왔고3), 2007년에는 두 번째 단행본이 나왔습니

다.

3. 줄거리 소개

 평범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마츠자토 치카(이하 ‘치카’)는 입시철을 맞아 주변의 학교를 

견학하다가, 주위에서 명문 여학교로 꼽히는 츠노카미자카여학원(통칭 ‘츠노죠(津ノ女)’)을 

견학하게 됩니다. 그녀의 안내를 맡은 사람은 츠노카미자카의 1학년인 키자키 하루나(이하 

‘하루나’).

 치카는 하루나의 안내를 받아 츠노카미자카를 견학하다 그만 들뜬 나머지 발을 헛디뎌 넘

어지고 맙니다. 매우 흔한 일이겠지만 하루나는 그런 치카의 무릎에 난 상처에 자신의 손수

건을  주고4),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 의 장소’ 로 치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치카는 그

1) 일본어에서 ‘히메(姫)’ 는 공주님, ‘시마이(姉妹)’ 는 자매라는 뜻을 갖는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츤츤거리는(?) 

느낌이 강한 ‘유리히메(백합공주님)’ 보다 조금 더 따스한(?) ‘유리시마이(백합자매)’ 가 더 마음에 든다.

2) 이후 선 출판에서 간행되는 모든 만화 잡지와 단행본들은 완전 성인용(남성향)으로 탈바꿈했다.

3) 시노노메 미즈오가 쓴 <하츠코이시마이> 1권 후기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

4) 하지만 실제로 손수건에는 세균이 많은 탓에, 상처에 손수건을 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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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여기 들어와서 손수건 돌려 드릴게요!”

ⓒ東雲水生 ⓒ津ノ守坂ソロリティ/一迅社 2006

런 상냥한 하루나에게 반한 나머지, 

“손수건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츠

노카미자카에 입학하겠어요!” 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입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하루나는 이런 치카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치카는 그날 이후 험난한 수험 생활

을 거쳐, 마침내 다음 해에 츠노카미

자카에 입학합니다. 입학 첫 날, 치

카는 아키호5)를 만나 친구가 되고, 

게다가 동경하던 하루나 선배도 만납

니다. 하지만 하루나 선배는 마치 치

카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마냥 차갑

게 지나쳐버리고, 치카는 혼란에 빠

집니다.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했던 

하루나 선배는 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것이 <하츠코이시마이> 1권이며, 2권에는 출산 휴가를 받은 어 

선생님 신 츠노카미자카에 온 교육 실습생인 히이라기 토오코(柊透子, 이하 ‘토오코 선생

님’)6)가 일으키는 파문 아닌 파문(?), 그리고 토오코 선생님과 아키호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4. 드라마 CD, <코이시마이> 1·2권

 드라마 CD판 <코이시마이>는 위와 같은 줄거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CD의 1권이 단행본 1권, 드라마 CD의 2권이 단행본 2권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이 드라마 CD에 출연한 성우들 중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마츠자토 치카 : 나카하라 마이(中原麻衣)

 · 키자키 하루나 : 치바 사에코(千葉紗子)

 · 키자키 아키호 : 노나카 아이(野中藍)

 · 히이라기 토오코 : 박로미(朴璐美)7)

 아마도 성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꽤나 신경 썼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중급 

이상의 캐스팅입니다. 특히 ‘아키하바라계 아이돌(?)’ 로 유명한 나카하라 마이가 등장했다

는 것도 재밌지만, 치바 사에코와 노나카 아이가 자매로 출연한다는 사실8)도 조금 의외입

니다.

5) 치카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아키호가 하루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6) 이 작품 역시 남자라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히이라기 토오코는 학원 안에서 여학생들에게 거

의 ‘왕자님’ 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스트로베리 패닉!>의 오오토리 아마네나,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의 하

세쿠라 레이가 생각나는 목이다.

7) 실제로 히이라기 토오코가 등장하는 것은 <코이시마이> 2권부터이며, 1권에서는 예고편에만 출연했다.

8) <이리야의 하늘, UFO의 여름(イリヤの空、UFOの夏)> OVA에서 노나카 아이는 여주인공인 이리야 카나(伊里

野加奈) 역을 맡았고, 치바 사에코는 주인공의 소꿉친구격인 스도오 아키호(須藤 晶穂)역을 맡았다. 재미있게

도 작품 초반에, 두 캐릭터는 서로를 굉장히 적 적으로 하다가 후반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서로 화해한다. 

그런데 <코이시마이>에서는 무려 화기애애한 자매로 출연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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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자토상!”

ⓒ東雲水生 ⓒ津ノ守坂ソロリティ/一迅社 2006

 작품 안에서 치카가 상당히 활발한 캐릭터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나카하라 마이의 목소리

는 잘 어울립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츤츤거리는9) 역을 자주 연기하던 치바 사에코가 

어딘가 조금 맹해 보이는(?) 성격의 캐릭터를 맡은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10). 노나카 아이

의 상당히(!) 앳된 목소리는 언니를 잘 따르고 ‘언니, 언니.’ 하면서 잘 쫓아다니는 아키호의 

성격과 절묘한 조합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백합 작품 가이드가 아니라 성우론(聲優論)이 될 것 같아서 이만 

줄이지만, 만화 단행본을 옆에 함께 펼쳐놓고 <코이시마이>를 들으시면 더욱 더 재미있습

니다. 특히 각 권 마지막에 들어간 캐스트 크레디트에서는 모든 성우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제에 한 자신의 경험을 털어 놓는데, 가끔 듣다 보면 백합 망상(?)을 부채질하는 내용

들이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5. 연재만화, <하츠코이시마이>

 <하츠코이시마이>가 원래 드라마 CD에서 시작된 작품이라 어쩔 수 없이 드라마 CD를 먼

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재만화인 <하츠코이시마이>를 살펴 볼 차례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츠코이시마이>는 드라마 CD <코이시마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히

비키 레이네가 캐릭터 원안을, 코마오 마코11)가 글을, 시노노메 미즈오가 그림을 맡아 만들

어진 만화 작품입니다. 이 때문에 <코이시마이>가 연재되던 시절의 <유리시마이>를 살펴보

면, 만화판 <코이시마이>와 별개로 진행되던 소설판 <코이시마이>(뒤에서 설명)에 히비키 

레이네의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는 시노노메 미즈오가 맡아서 그린 탓에 그림체가 많이 다릅니다. 히비키 레이

네의 그림이 조각 같은(?) 느낌이 든다면, 시노노메 미즈오의 그림은 조금 더 다가가기 쉽

고 친숙하며 애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 중간 중간에 캐릭터들을 

SD(Super Deformeed)화하거나 망가뜨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히비키 레이네의 그

림이라면 이것이 힘들겠지요.

 뿐만 아니라 만화에는 드라마 CD에

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캐릭터

가 등장합니다. 다름 아니라 치카와 

아키호네 반의 반장, 테시가와라 치오

리(勅使川原知織) 입니다. 이 캐릭터는 

척 보면 전형적인 모범생이라 할 만한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치카에게는 시

험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며 

따져 묻는 등 전반적으로 쉽게 접근하

기 힘든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좋은 점을 

칭찬하면 부끄러워하고, 최근의 잡지 

연재분을 보면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 때문에 데레데레한(?) 면을 보

여 주는 등 여러 모로 기 되는 캐릭

터입니다.

9) ‘츤데레(ツンデレ)’ 의 바로 그 ‘츤’ 이다.

10) 실제로 치바 사에코도 드라마 CD 1권 마지막의 캐스트 크레디트에서, 너무 차가운 인상을 주지 않으려 노력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11) <카시마시(かしまし~Girl meets girl~)>의 소설판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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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라마 CD, <하츠코이시마이> 1권

 드라마 CD판 <하츠코이시마이>는 <코이시마이>가 <유리히메>로 자리를 옮긴 뒤에 나온 

드라마 CD이며, 연재만화의 내용 전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전격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나카하라 마이, 치바 사에코, 노나카 아이, 박로미 등의 성

우가 등장합니다. 추가로 등장하는 성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오노 키리카(東野桐香) : 사토 리나(佐藤利奈)

 · 시라카와 미유(白河美夕) : 오오하라 사야카(大原さやか)

 이 작품의 이야기 역시 치카가 사고를 치면서(?) 시작됩니다. 하루나와 복도를 같이 걸어

가던 치카는 한눈을 팔다 그만 하루나의 동급생인 토오노 키리카(이하 ‘키리카’)와 부딪히고 

맙니다. 키리카는 들고 있던 유리 장식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천사 모양의 장식품에는 금

이 가고 맙니다.

 그런데 키리카는 난데없이 하루나와 치카에게, 그 장식품을 1주일 안에 원래 로 되돌려 

놓으라며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루나가 몇 번이고 사과를 하고, 다른 장

식품을 신 들고 가도 키리카는 요지부동. 오직 똑같은 모양의 장식품만 요구합니다. 게다

가 그 장식품은 한정생산된 물건이라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체 키리카는 하루나와 

치카에게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라카와 미유와 키리카는 체 무

슨 관계일까요?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에서 ‘사진부의 에이스’ 타케시마 츠타코(武嶋蔦

子), <마법선생 네기마!(魔法先生ネギま!)>의 네기 스프링필드(Negi Springfield)로 우리에게 

친숙한 산뜻한 목소리의 소유자, 사토 리나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단, <코이시마

이>와 달리 이번 작품의 캐스트 크레디트는 백합 망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7. 번외편 소설, <코이시마이>

 계간 만화잡지의 연재만화부터 드라마 CD는 물론 단행본까지. <하츠코이시마이>의 미디어 

믹스는 상당히 방 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안 다룬 분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소설입니다. 네, 소설…. 회지 제작 진행을 맡은 필자는 글 쓸 분량이 늘어나서 페이지 

배분이 쉬워져(?) 다행이지만, 정작 글을 쓰는 사람은 필자라서 결국 불행해지고 맙니다. 일

단 이런 기획을 진행한 분들을 원망하며 번외편 소설을 소개합니다.

 이 번외편 소설은 <유리시마이> Vol.4와 Vol.5에만 2부작으로 연재되었으며, <유리히메>

에는 전혀 연재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행본도 나오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아는(?)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안은 츠노카미자카 여학생회12)(津ノ守坂ソロリティ), 소설은 만

화와 마찬가지로 코마오 마코, 일러스트는 히비키 레이네가 맡았습니다.

 이 번외편 소설에서는 주로, 하루나와 같은 반이며 궁도부(弓道部) 소속인 키리카, 그리고 

마치 공주님 같은 외모의 소유자이며 연극부에 든 미유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키리카

는 미유를 아끼며, 미유의 ‘기사13)’ 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키리카의 마음을 키리카의 

시점에서 그려낸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워낙 분량도 짧고, 마이너한데다 몰락해버린 잡지(?)에 연재된 탓에 아

12) 카타카나의 어 원문은 Sorority. 미국이나 국 등지의 고전적인 여학생 학생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13) 거듭 밝히지만, 이 작품에는 남자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에서, 시종 시마즈 

요시노(島津由乃)를 지켜주려던 하세쿠라 레이(支倉令)를 연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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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적으며, 무엇보다 국내에 번역된 적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

다.

8. 이 작품의 볼거리는?

 앞서 언급한 로 키자키 하루나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안고 있으며, 다

른 사람에게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루나가 천진난만한 마츠자

토 치카를 만나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두 사람이 작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는 과

정14)이 이 작품의 주된 볼거리라 하겠습니다.

 허나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나뿐만이 아닙니다. 하루나의 동생인 아키호

조차도 하루나에게 기묘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데15), 이런 아키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교육 실습생인 토오코 선생님과 화를 나누며 점차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츤츤거리기만 하던(?) 테시가와라 치오리는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를 수수께끼의 여학생

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해합니다. 공주님 같은 외모 때문에 오히려 남모를 고통

을 겪는 미유는, 그런 괴로움을 자신을 이해해 주는 한 사람, 키리카에게만 털어 놓습니다.

 이처럼 <하츠코이시마이>는 츠노카미자카 여학원을 무 로 한 인간 드라마입니다. 등장인

물도 다양해서, 활달한 타입부터 연상이지만 맹한 타입, 귀여운 여동생 타입 등 실로 다양

한 패턴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백합적인 관계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등장인물의 미묘한 역학 관계를 따져 

보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그저 귀여우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

이 권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이 회지를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백합이 좋아 백합제

까지 찾아오신 분들일 테니, 혹시라도 이 작품을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다면 신용카드든 체

크카드든 꺼내 들고 잠자코 주문 넣으시라고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 <하츠코이시마이>는 연재 제 12회의 마지막에 누구도 생각 못했던 의외의 인물을 등장

시키며 독자를 긴장시킨바 있습니다(관련된 글을 써야 하는 필자만 긴장했는지도 모르지

만). 지난 2008년 1월 18일에 일본 현지에 발매된 <유리히메> 2008년 겨울호(Vol.11)

에는 최종회가 실려 있지만, 회지가 발매된 뒤에야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현실이 슬플 

뿐입니다.

14) 두 사람은 처음에 연인들끼리 흔히 하는 행동(?)만으로도 상당히 부끄러워하지만, 회를 거듭하면 키스가 그

저 인사일 뿐이다.

15) 그렇다고 해서 요즘 자주 회자되는 ‘얀데레(ヤンデレ)’ 는 절  아니다. 으으, 코토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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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 가희들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 <로지엘>

 글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일러스트 CHEN(ii) yamujin@onesama.net (백합연구소 일러스트레이터)

○ 상 작품 :

 1. 격월간 소설지 연재분

 제1화 외톨이 여왕님 (第一話 ひとりぼっちの女王樣) (2006년 2월호)

 제2화 환상의 꽃다발 (第二話 幻の花束) (2006년 4월호)

 제3화 하느님의 말 (第三話 神様の言葉) (2006년 6월호)

 저자 모모이 앙(桃井あん), 일러스트 아소오 마유(麻生真由)

 <Cobalt> / 출판사 슈에이샤(集英社)

○ 개요 :

 이 글에서는 2005년부터 슈에이샤 코발트 문고를 통해 출간되기 시작한 라이트 노벨인 

<로지엘>을 소개하며, 작품의 등장인물 사이에 맺어지는 파트너 관계인 ‘반신’에 해 다

룬다.

○ 스포일러 여부 : 

 해당 작품은 슈에이샤 코발트 문고를 통해 발매중이나, 국내 정식 발매는 불투명한 상태이

다. 그러나 월간 <Cobalt>에 연재된 상 작품을 필자가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한 바 있다. 

따라서 중심 내용은 작품의 설명을 돕는 범위 안에서 최 한 제한적으로 인용하 다.

1. 들어가면서

 보통 백합 관련 작품의 커플링은 ‘야무진 연상×맹한 연하’ 가 많습니다. 물론 시마코×노리

코처럼 둘 다 야무지고 똑똑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 충 충 연상×맹한 연하’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다가 연상 쪽의 정신연령이 거의 연하인 쪽과 비슷하다거나, 정말 사

소한 일 때문에 둘이 다툰다면? 그것도 둘 다 여성 성직자라면 어떨까요? 이런 커플링을 실

제로 구현한(!) 작품이 바로 <로지엘(歌姬-ロジエル-, 이하 ‘로지엘’)>입니다.

2. <로지엘>의 세계관-네 명의 신, 그리고 로지엘-

  태초에 봄의 신인 에파 노아(エファ·ノア), 여름의 신인 리안 노아(リアン·ノア), 가을의 

신인 나탈 노아(ナタル·ノア), 겨울의 신인 뷰 노아(ビュ·ノア)가 있었고, 이들이 노래를 불

러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성서에 전해져 내려오는 세계. 이 세계에서는 에파 노

아가 있어서 봄에 꽃이 피고, 리안 노아가 있어서 여름이 더우며, 에파 노아 때문에 가을에 

낙엽이 지고, 뷰 노아로 인해 겨울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이 네 노아들이 부른 노래는 오

늘날에도 큰 원이 되어 하늘을 떠돌고 있습니다.

 네 노아들은 자신들의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 줄 신의 자식인 노아스(ノアス)로

서 노래를 부르는 여성 성직자인 로지엘(ロジエル, 가희)을 세상에 보냈다고 합니다. 노아가 

지나간 땅에서는 특수한 이변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일이 벌어진 곳으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로지엘들입니다. 이들이 마법을 사용하려면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

를 불러야 하며, 하루라도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금단증상을 겪을 정도입니다.

 이 로지엘은 자신이 관장하는 계절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아래의 네 로

지엘들 이외에, 보통의 로지엘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로지엘을 가리켜 신 로지엘(シン·ロ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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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한 연상×맹한 연하, 유리아×스이

エル, ‘고위의 가희’)이라고 합니다.

 · 에파 로지엘(エファ·ロジエル) : ‘봄의 가희’. 보통 뷰 로지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다.

 · 리안 로지엘(リアン·ロジエル) : ‘여름의 가희’.

 · 나탈 로지엘(ナタル·ロジエル) : ‘가을의 가희’.

 · 뷰 로지엘(ビュ·ロジエル) : ‘겨울의 가희’. 보통 에파 로지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다.

 로지엘이 될 수 있는 여자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알아볼 수 있는데, 눈동자의 색이

나 머리칼의 색깔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5~6살이 될 무렵에 

부모님을 떠나서 시설에서 다른 로지엘 후보생(?)들과 같이 자랍니다. 그런 다음 각 지방마

다 있는 로지엘들을 관장하는 기관, 로지에노츠(ロジエノツ)에 소속되어 성직을 수행하지요.  

이때 이 로지엘들은 ‘반신(半神)’이라 불리는 파트너와 짝을 지어서 행동합니다.

 <로지엘>은 이처럼, 소녀들이 가득한(!) 한 도시의 로지에노츠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

기입니다.

3. 스이×유리아, 유리아×스이?

 뷰 로지엘의 증거인 푸른 눈동자를 가

지고 태어난 주인공, 유리아(ユリア)는 6

살 때부터 부모님과 헤어져서 ‘시설’ 에

서 생활하다, 16세가 되던 해에 10년 이

상 생활했던 시설을 떠나 남부 도시인 

모니크의 로지에노츠에서 생활하게 됩니

다. 그녀도 반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반신이 된 사람이란 바로 푸른 눈동자는 

물론이고 백금색 머리칼까지 지닌 신 로

지엘, 스이(スイ) 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0살.

 하지만 이 스이의 성격이 예사롭지 않

습니다. 유리아의 말을 빌자면 ‘키가 크

고, 잠자코 있으면 멋있는 언니. 하지만 

입만 열면 열 살짜리 애들 같은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면 형편없는 일만 저지르

는 문제투성이 파트너’ 입니다. 게다가 신 로지엘로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탓에 주위 

사람들에게 백안시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유리아가 야무진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배 로지엘들이 장난으로 건넨 

‘사과 씨를 먹으면 미인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정말로 사과 씨를 먹기도 하는 맹한 

성격의 소유자죠.

 이런 두 사람이 반신으로 엮 으니 원만한 파트너 관계가 성립될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

니라 스이는 자신의 반신을 두 번이나 갈아치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좀처럼 다른 사람들

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일 아침에 유리아가 자신을 깨우러 온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매번 문을 잠그기 일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이가 모니크의 로지에노츠에 들어온 지 열흘 째 된 어느 날, 스이와 유리아에게 ‘근처 

산에서 자신의 아들이 안개를 조종하는 정령에게 잡혀갔으니 찾아달라’ 는 사람이 나타납니

다. 처음에는 스이도 이를 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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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게다가 그 산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산으로 향합니다.

 유리아는 산에서 길을 잃었던 아이를 찾아서 산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이 아이에게는 정령

이 빙의된 상태 습니다. 결국 유리아는 정령에게 모든 힘을 빼앗기고 쓰러집니다. 이를 발

견한 스이는 유리아 신 혼자 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리아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 의문이란….

4.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잠시 다른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르지만,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주위에 무언가 

특이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아무라도 좋으니까 적당

한 사람을 하나 머릿속으로 정하고 나서 계속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남들보다 무언가 하나라도 잘 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주위

에서 무슨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면 “그까짓 거 가지고 치사하네” 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

이며, 내심 못마땅하지만 내색 않고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소리를 듣습

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혼자서 다 떠맡아 처

리해야 하기 십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탁 받은 일이 힘들다고 할라치면 “너 잘 하잖아? 조금만 하면 되잖아?” 라

는 말을 듣는 것은 예사요, 앓는 소리 한다고 욕 얻어먹기 딱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

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기계인가요? 하기 싫은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무조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5. “스이는 내가 지킬 거야!”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스이가 자기 신 정령이 도사린(?) 산으로 향할 때, 유리

아가 느낀 의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비록 스이는 자신과 친하지는 않지만, 자신은 스이의 

반신인데 스이를 혼자 가게 내 버려둬도 좋은가 하는 그런 의문 말입니다.

 물론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유리아는 충분히 지쳤으며, 스이는 유리아보다 더 강한 능력

을 지닌 신 로지엘이니 스이보다 일도 훨씬 잘 할 테구요. 하지만 그런 스이도 신 로지엘이

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유리아처럼 모든 힘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스이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스이의 능력이 정말 혼자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걸까요? 게

다가 스이는 지금까지 줄곧 혼자서 지내 온 탓에, 다들 흔히 알 법한 옛날이야기조차 제

로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외롭게 살아왔던, 그런 스이를 혼자 내버려두다니요.

 유리아는 결국 스이와 동행해 평소 자신의 타고난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해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스이는 방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6. 그러나 재밌는 쪽은 역시 <Cobalt> 단편

 이 <로지엘>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슈에이샤 코발트 문고를 통해 계속 출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주로 2006년 2월호에 실린 제 1화, ‘외톨이 여왕님’ 을 다루고 있

습니다. 각 권마다 하나의 사건이 완결되는 탓에 중간부터 읽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합니

다. 단, 그렇다고 해서 1권을 마지막에 읽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역시 재밌는(혹은 ‘달달한’) 에피소드가 넘쳐나는 쪽은 문고쪽이 아닌 <Cobalt> 연

재 단편입니다. 이것은 필자가 K  졸업을 앞두고 기숙사 방에서 굴러다니는 등 몸부림치

던(?) 시절에 읽은 뿐만 아니라 지하 번역을 담당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읽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그녀들의 아

름다운 우정 이야기로 당신을 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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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출연 : 백합연구소 마스코트,

미레네(Mireene) 양.

[단상] 언니, 그 치명적인 단어에 대하여

 글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일러스트 CHEN(ii) yamujin@onesama.net (백합연구소 일러스트레이터)

 사실 이런 학술지에 개인적인 오네사마 판타지(?)를 공개해도 과연 괜찮을지 의구심이 들

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합에 한 공감 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이런 

글을 쓸 기회가 없어서 염치를 무릅쓰고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먼 친척뻘 

되는 시골의 어느 집에서 1주일 정도 지냈던 적이 있죠. 그때 그 집에는 안경을 낀데다 상

냥하고 착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도 저를 상당히 귀여워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

치 친동생처럼 잘 해 주셨죠, 음.

 이를테면 먹고 싶은 과자가 있다고 하자 자전거를 타고 내달려서 사다 주시거나, 같이 놀

아주시거나. 물론 저도 그 언니를 상당히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주일을 지내고 난 

뒤, ‘언니’ 라는 단어는 저의 원한 테마이자 이상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십년이 넘는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니’ 라는 단어는 저를 설레게 합니다. 그야말로 ‘Nice 

Boat1)’ 를 뛰어넘는 훌륭한 떡밥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를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의 세계로 끌어들인 것

도 사치코×유미, 시마코×노리코 사이에 흐르는 따스한 자매애 습니다. 그 자매애의 중심

에 ‘언니(お姉さま)’ 라는 호칭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읽다가 혹시나 기묘한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짝짝짝, 예리하시군

요. 보통 ‘언니’ 라는 호칭은 남자들이 잘 쓰지 않지요. 하지만 ‘언니’ 는 ‘언니’ 라고 부를 

때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네, 물론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형님’ 이라는 호칭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시즈마 형님’ 이

라……. 시즈마님은 ‘형님’ 이라는 칭

호가 절  어울리지 않는 아름답고 

고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돼

요! ……아니, 이게 아니지. 실례했습

니다.

 보통 남자들이 ‘언니’ 라는 말을 쓰

면 백안시당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는 모양입니

다. 이를테면 뭔가 수작을 건다든지, 

남자 미용사나 쓸 법하다든지, 잘 노

는(…) 플레이보이나 던질법한 사라

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

름답고 고결한(?) 단어를 그런 이미지

랑 연결시키지 말란 말야!” 라고 외치

고 싶을 지경입니다.

1) ‘Nice Boat’ 는 방 중지 사태를 빚었던 TV 애니메이션인 <스쿨 데이즈(School Days)>와 관계가 있다. 자세

한 내용은 이글루스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알아볼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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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언니’ 라는 호칭의 사전적인 용례에도, ‘손윗누이를 정답게 부르는 말’ 이라는 널리 

알려진 의미 이외에 ‘남자가 손윗 여자 형제를 부를 때 쓰는 말’ 이라는 용례가 남아 있습

니다. 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서는 과연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빛나

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로 시작하는 졸업식 노래는요? 이런 문장을 쓰고 있자니, 남

자가 언니를 부르는 호칭이나 여자가 언니를 부르는 호칭이 모두 ‘오네상(お姉さん)’ 으로 

똑같은 일본어가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망상이라서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제 유년시절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상냥하고 따스했던 그 분만큼은 

‘언니’ 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말이지 이럴 때 만큼은, ‘언니’ 를 ‘언니’ 로 부를 수 있는 여

성분들이 부럽습니다.

PS. 이 원고를 지하철에서 두드리다가 백합연구소의 C씨에게 메신저로 물었습니다.

본인 : 이런 이야기 객관적으로 보면 이상하려나요?

C씨 : 음…모르겠어요, 전. 객관적이지 못해서(??

본인 : 아앙 몰라, 어떻게 해…….

C씨 : 괜찮아요, 로사 카츠라. ○○○님께만 입 다물면 되죠? *^^* (회지엔 써야지~

그날, 정말이지 무서운 분을 백합연구소에 들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몇 개월 뒤, 일러스트에서 저를 여장시키는 만행(?)을 저질 습니다.

게다가 일러스트를 빼려고 했지만 편집 담당 K씨가 환호하더군요.

소녀 커플 보호 위원회의 어느 분은 교정지를 읽다 이 페이지에서 그만 폭소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지만 변명 한 마디.

…여러분, 저 여장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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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EL>에서 발견한 미묘한 관계, 패밀리어

 글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 상 작품 :

 1. 월간 만화잡지

 <이슈> : 출판사 원씨아이, 매월 25일 발매

 2. 만화 단행본

 <CIEL~The Last Autumn Story~> 1 (ISBN 978-89-528-9321-5, 07810)

 <CIEL~The Last Autumn Story~> 2 (ISBN 978-89-528-9653-7, 07810)

 <CIEL~The Last Autumn Story~> 3 (ISBN 978-89-5963-277-0, 07650)

 <CIEL~The Last Autumn Story~> 4 (ISBN 978-89-5963-868-0, 07650)

 글·그림 임주연 / 출판사 원씨아이

○ 개요 :

 이 글에서는 2004년 11월부터 <이슈>에 연재되기 시작한 만화인 <CIEL~The Last 

Autumn Story~(이하 ‘씨엘’)>을 소개함과 더불어, 작품 안에서 드러난 백합적 관계인 ‘패

리어’, 그리고 작품상의 히로인이라 할 수 있는 이비엔 마그놀리아와 라리에트 킹 다이

아몬드 사이의 관계에 해 다룬다.

○ 스포일러 여부 : 

 <씨엘>은 한국 작품이며 독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완결되지 않은 작품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명에 필요한 부분만을 최소한으로 소개하 다.

1. 들어가면서

 여학교를 무 로, 여학생들의 미묘한 우정 이상(?)의 관계를 다룬 작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디어 브라더(おにいさまへ)>,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 등이 바로 이런 

작품들입니다. 이들 작품은 체로 몇 가지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는데, 그 중 표적인 공

식은 바로 ‘평범한 집안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상급생의 타겟(?)이 되는데, 알고 보니 상

급생은…’ 과 같은 이야기지요.

 하지만 <씨엘>은 이와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일단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만 봐도, 남자

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여학교가 아니라 남학생들도 다니고 있는 공립 마법학

교입니다(!). 여기에 여학생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도 ‘언니-동생’ 이라는 주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함께 하는 수평적인 관계인 ‘패 리어(Familiar)’ 입니다. 게다가 주인

공은 일순 청순가련해 보이나, 알고 보면 악하기 그지없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 자, 

체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 작품 소개

 <씨엘>은, 비록 근 화되긴 했지만 드래곤의 자취가 남아 있고 국립 마법학교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왕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의 히로인인 이비엔 마그놀리아

(Yvien Magnolia, 이하 ‘이비엔’)1)는 한 시골 마을의 당찬 아가씨인데, 워낙 미모가 뛰어난 

탓에 그 지역 귀족 아들의 눈에 들고 맙니다. 귀족가에서는 많은 돈을 제시하면서 이비엔을 

1) 이하 주인공들의 문 이름표기는 작가의 블로그에 올라온 <Ciel, 캐릭터 이름 문 표기>를 기준으로 함

(http://chrytea.egloos.com/167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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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로 넘길 것을 제의하지만, 이비엔의 어머니는 이를 원치 않습니다. 때마침 수도의 로우

드 마법학교에서 이비엔을 데려오기 위해 찾아온 관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비엔의 어머니는 

딸을 그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이비엔은 로우드 마법학교가 있는 수도 뉴턴(Newton)으로 향하고, 도중에 귀족

가의 아들인 제뉴어리 라이트스피어(January Lightsphere, 이하 ‘제뉴어리’)를 만납니다. 마

법학교에 도착해서는 나중에 자신의 패 리어가 될 라리에트 킹 다이아몬드(Lariatte King 

Diamond, 이하 ‘라리에트’)를 만납니다.

 한편 제뉴어리는 자신의 룸메이트인 도터(Daughter)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비엔

×라리에트, 제뉴어리×도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야기가 뒤로 흘러갈수록 거

한 비 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양파껍질마냥 드

러나는 비 이 아니라, 바로 미묘한 관계인 ‘패 리어’ 입니다.

3. 윗치와 패 리어

 <씨엘>안에서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메이지(Mage, 마법사)와 윗치(Witch, 마녀), 소서

러(Sorcerer, 술사) 등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메이지는 왕국 안에 열 명도 

채 되지 않으며, 여자는 윗치, 남자는 소서러가 됩니다. 소서러가 쓸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신 발동이 신속하고 실패 확률이 낮으며, 윗치가 쓸 수 있는 능력은 보다 복잡하고 정

합니다.

 또한 이들은 마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필드(Field)를 가지며, 이 안에서만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처음에는 둥그런 고리 모양을 지니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모양

으로 변화하며, 필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윗치는 스스로 만

들어 낸 필드에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며, 이 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 모든 마력을 소진

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윗치의 경우 서로의 필드에서 자신을 꺼내 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때문에 윗치는 두 사람이 한 조로 행동하게 되며, 이 두 사람은 튼튼한 신뢰 관계로 묶

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 리어이며, 이 패 리어를 발견한 후부터 두 사람은 윗치로서

의 생사를 함께 합니다. 즉 둘 중 한 사람이 죽는다면 다른 사람도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

다. 그렇다면 패 리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윗치는 자신의 

패 리어가 될 사람의 필드를 눈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2).

 패 리어가 이렇게 특수한 관계이다 보니, 패 리어 관계로 엮인 두 윗치의 관계는 당연히 

미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품 안에서도 ‘그냥 친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언급이 

존재하며3),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묘사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패 리어에 

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4장의 제목조차 ‘장미 봉오리’. 너무 수상합니다4).

 ※ 여담이지만 필자는 자신의 패 리어를 하는 두 윗치의 표정을 보고는, “왔어 이건, 

왔어!” 라고 상당히 기뻐하며(?) 이 작품에 한 글을 쓰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4. 이비엔과 라리에트, 서로를 만나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물며 특수한 관계인 패 리어는 더 말할 나위가 없

을 것입니다. 이비엔과 라리에트가 서로를 패 리어로 맞아들이는 과정 또한 극적입니다.

 일단 이비엔은 궁한 집안에서 자라나긴 했지만 근방에서 제일가는 미모를 지녔으며, 본인

2) 이상의 내용은 <씨엘> 3권 104-116페이지, 164-165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함.

3) 위 책, 124페이지 참조.

4) 그러나 작가에 따르면, 4장의 제목은 호주의 화배우인 필립 콰스트(Philip Quast)가 부른 노래의 가사에서 

따왔다고 한다(http://chrytea.egloos.com/1923445). 결국 ‘필자의 성향이 수상한 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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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사실을 깨달아 이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5). 게다가 리하며 주위 사람들과의 친화

력도 뛰어납니다. 로우드로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기숙사를 쓰는 여자아이

들과 금방 친해짐은 물론, 뉴턴 사람들과도 친교를 쌓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증거죠.

 이쯤 되면 “이 아이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들 법 하지만, 신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비엔은 ‘거의’ 

모든 것을 갖춘 신,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또래의 평범한 

여자아이들처럼 무언가를 원하지도 않고, 장래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탓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허무라는 이름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한편 라리에트는 어떨까요? 그녀는 비록 이름 있는 무도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리한데

다 미모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다, 위로 

오빠들을 잘못 둔 탓6)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잃고 맙니다. 즉, 그녀에게는 ‘자신에게 손을 

내 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오빠가 무서워서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자들은 그녀가 너무 예쁜 탓에 자존심이 상해(?) 그녀와 친구가 되지 않으려 합니

다. 때문에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신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친구를 달라고.

 이러다 보니 남들과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모르고 자란 그녀는, 로우드에서도 자신의 뛰어

난 능력을 이용해 남들에게 주목받는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한 순

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로우드에 준비된 운명의 만남을 맞이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비엔도 라

리에트를 그저 ‘예쁘고 능력 있는 아이’ 로만 생각했을 뿐 별 다른 감정은 없습니다. 라리에

트는 자신이 로우드에서 차지한 사람들의 관심을 야금야금(?) 차지하는 이비엔을 내심 못마

땅해 합니다.

 게다가 라리에트는 선배들에게 어떤 마법을 배워 혼자서만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동기생들

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라

리에트는 선배들에게 속았다는 사실보다도, 동기생들에게 받던 주목이 한 순간에 사라질지

도 몰라 불안해합니다. 더구나 자신의 필드도 좀처럼 열리지 않아 라리에트의 불안은 더해

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5. “나… 네 필드가 보이는 것 같아”

 어느 날, 이비엔은 로우드의 후원자들을 초 한 파티에서 자신의 필드를 손님들에게 보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아직 필드를 제 로 다루지 못하는 이비엔은 이를 거절하지만, 

손님들을 접해야 한다는 강권에 못 이겨서 필드를 엽니다. 결국 이비엔이 서툴게 필드를 

여는 순간 이비엔이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비엔을 필드에서 꺼내 

줄 패 리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로 가다가는 이비엔은 죽고 맙니다.

 한편 고 의 유물인 ‘드래곤의 날개’ 를 조종할 수 있는 라리에트는 이비엔의 ‘저승길 말동

무’ 가 되어 주기 위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라리에트는 이비엔이 정작 너무나 태연

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목숨이 다할 사람이. 이를 이상하게 여긴 라

리에트는 이비엔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없느냐고 묻고, 그리하여 이비엔은 자신이 ‘원하

는 마음’ 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도저히 허무에 사로잡힌 이비엔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라리에

트는 이 로 포기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이비엔을 설득합니다.

5) 실제로 그녀는 작품 곳곳에서 “나는 미녀니까” 등의 사를 태연하게 남발한다(!).

6) 이 오빠들은 동생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라리에트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적 적인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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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이비엔. 원하는 삶이 없는 게 그렇게 나쁜 거야? 허무한 인생은 살면 안 되는 거

야? 학교를 나와서 평범하게 돈을 벌고, 그냥 남들처럼 일하고 휴일엔 공원에 가고, 평범

하고 선량한 청년과 결혼해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에서 살아도, 그래도 그 안에서 수많

은 일이 일어날 거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을 거야. 살아가는 게 다 허망하게 

느껴진다 해도, 그래도 커튼이 하얀 건 좋고 뜰은 작아도 볕이 드는 데가 좋고 가구는 호

두나무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많은 일들을 해내고 세월이 흘러 고양이들과 손주 사

이에 둘러싸이면 그때는 너도 태어나길 잘했다고 느끼게 될지도 모르잖아.”7)

 그리고 그 순간, 준비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비엔은 라리에트의 말을 듣다가 자신의 미

래가 펼쳐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살아갈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라리에트는 이비

엔의 필드를 보았습니다. 윗치에게 다른 사람의 필드가 보인다는 건 무슨 의미 던가요. 결

국 라리에트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단 한 명의 친구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리하여 두 사

람은 서로를 패 리어로 맞아들이고, 무사히 살아 돌아옵니다.

6. 그 외의 볼거리들

 <씨엘>은 이처럼 충분히 매력적인 관계인 패 리어를 다루고 있지만, 볼거리는 그것뿐만

이 아닙니다. 일단 화사하고 예쁜 그림이 읽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며, 회를 거듭할수록 조

금씩 드러나는 퍼즐 조각들을 짜 맞추는 재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명히 심각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 페이지를 넘겼더니 갑자기 개그컷이 등

장하거나, 내용 전개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도 실소를 자아내는 등 작가의 유머 감각

도 수준급입니다. 더구나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장난이나, 해외에는 도저히 소개되지 않을 법한 B급 만화의 사가 개그의 소재

로 등장하는 것8)은 이 작품만의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가의 유머 감각은 이미 전

작인 <소녀교육헌장>9)에서도 충분히 그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씨엘>은 7권까지 간행되어 있으며, 이 회지가 발간되는 시점이면 8권이 서점에 등

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월부터는 신쇼칸(新書館)의 <월간 윙즈(月刊

ウィングス)>를 통해 일본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 특히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작가가 문학도 출신인 만큼10) 

어에 한 실수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도 이채롭습니다. 저는 자기 글이나 남의 

글도 다듬어야 하다 보니 유독 잘못된 용어나 외국어 표기가 눈에 잘 들어오는 편인데, 

<씨엘>에서는 그런 점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문에 걸려 있는 어 격

언이나 계약서에 등장하는 어 문장조차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으며 완벽합니다.

7) <씨엘> 4권 26-27페이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차마 글로만 다 옮길 수 없으므로, 원작을 통해 해당 장면

을 감상할 것을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8) 실제로 작가는 1권에서 김성모 화백의 < 털>에 등장하는 한 장면을 차용해 독자의 웃음을 이끌어낸다.

9) <이슈>에 2002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연재되었으며 원씨아이에서 총 7권으로 간행되었다.

10) 작가의 블로그에 이에 한 언급이 있다(http://chrytea.egloos.com/16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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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 스트로베리 패닉 소설 다이제스트·평론

 글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일러스트 CHEN(ii) yamujin@onesama.net (백합연구소 일러스트레이터)

 ※ 주의 : 본 소설은 <스트로베리 패닉!> 소설판의 모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양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작품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 작품 :

 <ストロベリ･パニック!> 1 (ISBN 978-4-8402-3354-5)

 <ストロベリ･パニック!> 2 (ISBN 978-4-8402-3526-6)

 <ストロベリ･パニック!> 3 (ISBN 978-4-8402-3646-1)

 출판사 미디어웍스(メディアワークス) / 저자 키미노 사쿠라코(公野桜子), 국내 발매 미정

○ 개요 :

 이 평론에서는 2005년부터 전개된 미디어믹스 상품인 <스트로베리 패닉!> 소설판의 줄거

리 요약과 더불어, 작품 뒤에 숨겨진 키미노 사쿠라코의 저항 의식도 간단히 다룬다.

○ 스포일러 여부 : 

 <스트로베리 패닉!> 소설판이 일본어 텍스트로 구성된 점, 또한 국내 발매 전망이 매우 밝

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여 제공하 다.

1. 서론

 백합 애호가들에게 있어서 2006년은 기억할만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트로베리 

패닉!(ストロベリ·パニック!, 이하 ‘스토파니’)>의 TV 애니메이션이 방 되었기 때문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아예  놓고 ‘진정한 여학원 백합물’ 을 표방한 문제작이었던 만큼 팬들의 

기 는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딩에서는 주연 성우 두 명의 실사 백합 상(?)까지 내

보내면서 <유리히메(百合姫)> 편집부까지 경악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24화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의 방 이 끝난 지 1년이 넘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1998년에 첫 문고본이 간행된 뒤로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장수하고 있는 

작품인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와 비교하면 사정이  딴판입니다. 국내

는 물론이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스토파니> 동인지는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실제로 필

자가 2007년 겨울에 참가한 코믹마켓 73(C73)에서도 <스토파니>에 관련된 작품은 ‘씨가 

말랐다’ 고 해도 좋을 정도로 찾기 힘들었습니다.

 필자의 극히 주관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서비스가 너무 지나쳤

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분명 서비스(?)는 시청자를 끌어 들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스토파니>는 진도가 너무 많이, 그것도 노골적으로 나간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스토파니> 애니메이션이 막장(?)을 타다 보니, 애니메이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로 구성된 소설판마저 싸잡아 저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분량이 총 3권, 

각 300페이지 이상으로 상당히 방 하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튀어나오는 프랑스어와 아

가씨(お嬢様) 말투의 압박도 상당합니다1). 때문에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은 물론, 일본어를 

1) 이를테면 <카드캡터 사쿠라>에 등장하는 다이도우지 토모요(大導寺知世)의 말투. 특히 필자는 하나조노 시즈

마의 말투를 옮기면서 머리를 무척 많이 쥐어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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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련한 운명(?)의 주인공, 아오이 나기사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 지하 번역에 도전했던 저마저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스토파니> 소설판을 읽으려면 원서를 구해서 읽던가, 아니면 필자가 지

하 번역한 파일을 구해서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필자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마

지막 3권을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2). 이러다 보니,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흥

미진진한 <스토파니> 소설판을 실제로 읽어 보신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스토파니> 소설판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함과 더불어, 과연 작

품 속에서 키미노 사쿠라코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2. 소설판의 줄거리는… 제 1권

 명문가 아가씨들이 다니는 학교가 3개 나란히 세워진, 녹색이 풍부한 아스트라에어의 언

덕. 이 언덕에는 성(聖) 미아트르 여학원, 성 스피카 여학원, 성 루·리므 여학교 등 세 개의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 아스트라에어에는 ‘에트와르’ 라는 직책이 존재하는데, 에

트와르는 성 미아트르 여학원과 성 스피카 여학원, 성 루․리므 여학교의 세 학교를 합친 아

스트라에어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아스트라에어의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받을만한 인간성

을 갖춘 사람이 뽑히게 되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3개월간, 달마다 한 번씩 선발행

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에트와르 선입니다. 에트와르는 학생회장

과는 달리 무언가를 정하거나 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명예직이지만 어떤 직책보다도 훨

씬 의의 있는 예로운 역할입니다.

 극히 평범한 15살 소녀, 아오이 나기

사(蒼井渚沙)는 세 학교 중 가장 전통

있는 성 미아트르 여학원에 편입해 세 

학교의 합동 기숙사인 딸기숙사3)로 들

어옵니다. 편입 첫날, 학교 안에서 길

을 잃고 헤매던 나기사는 마침 주위에 

보이던 어느 학생에게 길을 알려 달라

며 도움을 청하는데, 이 학생이란 다

름 아닌 17살의 하나조노 시즈마(花園

靜馬). 바로 전년도에 에트와르를 차지

했으며, 성 미아트르 여학원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자랑하는 히로인입니다. 

그리고 나기사와 시즈마의 만남. 마치 

약속이나 했다는 듯 두 사람 사이에 

전류가 흐릅니다.

 한편 나기사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된 ‘변태시인’ 스즈미 타마오(凉水玉靑)는 이런 나기사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입니다. 

결국 어느 날 오후, ‘자신의’ 나기사에게 계속 접근하려 드는 타마오를 보다 못한 시즈마는, 

나기사를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기사와 함께 에트와르 선에 나가겠다’ 고 선

언하고 맙니다.

 여기에 성 스피카 여학원이 ‘올해는 우리들이 에트와르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한 

2) 지하 번역 작업이 중단된 이유 중 하나로 저작권법의 강화를 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이 기껏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 내공을 올리는 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 이에 얽힌 사

연은 본인의 개인 블로그를 참조하기 바람.

3) 건물이 딸기 같이 생겼다 해서 ‘いちご舍’ 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이를 필자의 지하 번역본 및 본 학술지의 

초판에서는 ‘딸기 건물’ 로 표기하 으나, ‘딸기+기숙사’ 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딸기숙사’ 가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판부터 ‘딸기숙사’ 로 일관되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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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고 속이 뒤틀린(?) 성 미아트르 여학원의 학생회장, 로쿠죠오 미유키(六条深雪)가 

이런 시즈마를 부추기면서, 결국 나기사의 에트와르 선 출전은 기정사실화 되고 맙니다.

 한편 성 스피카 여학원에도 전학생이 한 명 들어옵니다. 이름은 코노하나 히카리(批花光

莉). 히카리 역시 기숙사에 설치된 연결 통로에서 혼자 울고 있다가, ‘스피카의 새하얀 왕자

님’ 이자, 스피카 여학원의 에트와르 후보인 오오토리 아마네(鳳天音)를 만납니다. 히카리의 

눈에 비친 아마네는 왕자님이며, 아마네의 눈에 비친 히카리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당연하게도 사랑에 빠집니다. 이 작품의 세계에서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극히 당

연한 일입니다.

 나기사에게 타마오가 있듯, 히카리에게도 히카리를 스토킹하는(?) ‘진성’, 난토 야야(南都

夜々)가 있습니다. 야야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어서, 적당히 어두운 도서관 

안에서 히카리의 스커트를 들추고 속옷 색깔을 확인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학기 초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에트와르 선 준비 위원회가 에트와르 선에 출전할 후보들

을 공지합니다. 시즈마는 나기사와 한 팀을 이뤘지만, 아마네는 성 스피카 여학원의 학생회

장인 토오모리 시온(冬森詩遠)의 농간에 휘말려 남성미가 넘치는(?) 켄죠오 카나메(劍城要)

와 팀이 되고 맙니다. 마음에도 없는 파트너와 한 팀이 된 아마네는 참다못해 스피카 여학

원의 학생회실로 쳐들어가고, 히카리와 함께 에트와르 선에 나가겠노라고 선언하고 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반발

이 상당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작품 속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어서, 나기사는 시즈마

의 눈에, 히카리는 아마네의 눈에 들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습니다. 특히 나기

사는 쉬는 시간만 되면 상급생에게 불려 나가는 것은 물론, 나기사의 에트와르 선 진출을 

시기하는 사람에게서 수상한 편지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나기사는 첫 번째 에트와르 선인 ‘라 브리앙 투베르튀르(빛나는 서장)’가 열리는 날, 

수상한 편지에 적힌 말에 따라 도서관에 갔다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고 맙니다. 그 사진

이란 다름 아닌 작년의 에트와르 관식 사진이었는데, 그 때 시즈마가 한 말이 나기사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시즈마는 지난해의 관식에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이 세상에 

없는 사쿠라기 카오리(桜木花織)에게 바친다’ 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나기사는 이 말을 보

고, 시즈마가 자신에게 보이는 애정은 진정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며 의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에트와르 선의 진행자인 토오모리 시온은 자신의 학교인 스피카를 승

리로 이끌기 위해 다분히 편파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곁에 있는 카데트 후보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단 한 명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맺어지기를 바랍니까?” 

라고. 이 질문은 나기사를 동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즈마에게 치명상을 안겨주기에 너무

나 충분한, 어찌 보면 비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즈마는 “아오이 나기사를 단 한명

의 파트너로서 미래 겁토록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답해 이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나 이

러한 시즈마의 답도 나기사의 의심을 씻어 주는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하 습니다.

 에트와르 선이 끝나고, 자신을 따르는 귀여운 로리(!) 캐릭터인 12살 소녀, 츠키다테 치요

(月館千代)에게 사쿠라기 카오리에 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기사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갑

니다. 사쿠라기 카오리는 시즈마를 너무나 따랐고, 시즈마도 그런 카오리를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장차 에트와르 선에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만 카오리가 무서운 병에 걸려 

쓰러지는 바람에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결국 카오리를 떠나보낸 다음해 봄, 시

즈마는 자신의 측근이었던 카노오 미즈호(狩野水穂)4)와 함께 에트와르 선에 나가서 에트와

르의 자리를 따냈던 것이죠.

4) 여담이지만 이 작품의 애니메이션 판에서 이 카노오 미즈호의 성우는, <스쿨 데이즈(School Days)> 에서 사

이온지 세카이(西園寺世界) 역으로 명성을 쌓은(?) 카와라기 시호(河原木志穂)가 맡았다. 으으, 세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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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날, 첫 번째 에트와르 선의 행사 중 두 번째로 언니 역인 ‘에트와르 에네’를 

고르는 ‘구속의 요새’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는 승마장의 중앙에 마련된 높은 단에 올라

간 공주(여동생)들을, 자신의 에네(언니)들이 말을 타고 구해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히카리가 수난을 당할 차례입니다. ‘편입생인 주제에 아마네님의 눈에 들

어서 에트와르 선에 나왔다’ 는 험담을 듣던 히카리를, 같은 참가자들이 단에서 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나기사는 히카리를 구하려다가 자신이 신 단에

서 떨어지며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꼼짝 없이 죽는 줄 알았던 나기사는 시즈마의 승마술

에 힘입어 크게 다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애마를 타고 시즈마를 따라잡은 

아마네. 둘은 엎치락뒤치락 승부를 벌입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선은 아마네가 소속된 성 스피카 여학원의 승리로 끝나고, 시즈마와 나기

사는 봄볕이 비치는 정원에서 키스를 나누며(!) 화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 소설판의 줄거리는… 제 2권

 한편 성 루·리므 여학원은 오랫동안 성 미아트르 여학원과 성 스피카 여학원에 눌려서 한 

번도 에트와르를 내 본 적이 없는 비운의 학교입니다. 루·리므의 성녀로 불리지만 머리 위 

5cm에서는 각종 책략이 난무하는 음험한 여자(!), 성 루·리므 여학원의 학생회장인 미나모

토 치카루(源 千華留)는 한 가지 책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저 멀리 러시아로 유학을 가 있는 미소년풍의 괴 캐릭터, 쿠사나기 마코토(草薙真
箏)에게 항공 우편을 보냅니다. “스피카의 5  스타라는 오오토리 아마네가, 듣보잡(?) 코노

하나 히카리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 이래서야 성스러운 스피카의 별이 걱정이다” 라

고 말이죠.

 동시에 치카루는 해당 년도의 에트와르 선을 주관하는 스피카 여학원의 토오모리 시온에

게, 2차 에트와르 선의 종목을 운동경기에서 ‘얼굴없는 악마’ 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렇

지 않아도 1차 에트와르 선이 스피카에 유리했다는 뒷이야기가 많아서 골치 아팠던 시온은 

치카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얼굴없는 악마’ 라는 종목은 에네, 에트와르 커플이 2주간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떨

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중간에 서로를 만나면 실격이며, 서로 떨어져 있

는 커플에 접근하는 방해꾼들의 유혹에 넘어가도 실격입니다. 또한 이렇게 한 커플을 파탄

에 몰아넣은 방해꾼들은 에트와르 선 참전 자격을 얻습니다.

 이런 ‘얼굴없는 악마’ 의 특성에 주목한 미아트르의 로쿠죠오 미유키도 스피카의 아마네×

히카리 커플을 함락시키기 위해, 토오모리 시온에게 2차 에트와르 선의 종목을 바꾸자고 제

안합니다. 결국 미아트르, 스피카, 루·리므 세 학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제 2차 에트와르 

선 종목은 ‘얼굴없는 악마’ 로 결정됩니다.

 ‘얼굴없는 악마’ 가 시작되면서 각 캐릭터들에게도 시련이 닥칩니다. 일단 목덜미가 아름다

운 소녀(?), 스즈미 타마오양이 나기사에게 방해꾼들이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거의 24시

간동안 붙어 다니긴 합니다. 하지만 나기사는 시즈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쿠라기 카오

리의 그림자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즈마의 주변 인물들이 자꾸 나기사에게 

바람을 넣습니다. 결국 나기사는 안으로 밖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 코노하나 히카리는 어떤가 하면, 이 기회를 놓칠세라 단단히 벼르고 있던 켄죠오 카

나메에게 쉴 새 없이 댄스 조련을 당합니다. 이럭저럭 힘든 나날을 보내는 히카리는 밝고 

건강한 척 하지만, 옆에서 히카리를 지켜보는 난토 야야에게는 그런 히카리의 허세가 뻔히 

들여다보입니다. 결국 ‘진성’ 야야는 한 밤중의 수 장에서 히카리를 덮칩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에서 돌아온 미소년 타입5)의 독설가, 쿠사나기 마코토는 스피카의 왕자

님인 오오토리 아마네에게 집적 기 시작합니다. 전학 온 첫 날부터 ‘다가오는 사람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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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라며 폭탄선언을 하지 않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파이어를 나눠주지 

않나(돈도 많다). 결국 마코토는 중성적인 외모와 가녀린 체구, 그에 걸맞지 않는 말투로 아

마네 팬들을 하나하나 잠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코토는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아마네에

게 호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얌전히 수 하려는 아마네에게 수 으로 승부하자면서 괜히 

집적 지 않나….

 결국 미아트르와 스피카의 두 커플은 파국을 맞습니다. 먼저 아마네×히카리 커플은… ‘얼

굴 없는 악마’ 가 10일째에 접어든 밤, 마코토의 바이올린 연주회가 열리는 밤의 자정에 성

당에서 키스를 나누다(!) 고자 마코토와 수녀님, 그리고 각 학교 학생회장에게 그만 발각

당하고 맙니다.

 다음으로 시즈마×나기사 커플도 이런 회 때문에 파국을 맞지만 그 방식이 약간 다릅니

다. 역시 ‘얼굴 없는 악마’ 가 10일째에 접어든 밤, 나기사는 밤중에 몰래 도서관으로 숨어

들어 시즈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기사는 시즈마의 마음을 확인하려 하지만… 나기사가 원

하던 한 마디를 말해주지 않는 시즈마. 결국 나기사는 마음을 닫고 맙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일단 아마네×히카리 커플은 에트와르 선에서 탈락할 뿐만 아니라, 한 

밤중에 신성한 성당에서 애정행각을 벌 다는 이유로 근신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 

커플에게는 승부를 망쳤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나기사는 무려 교실 안에서 “나도 똑같은 일을 했잖아!” 라며 

폭탄선언을 하지만, 곁에 있던 타마오의 기지로 다행히 위험한 순간을 넘깁니다. 그러나 나

기사의 마음속에서는 시즈마에 한 불신감, 그리고 스피카 커플에 한 죄책감이 여전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결국 ‘얼굴 없는 악마’ 의 마지막 날, 오오토리 아마네와 코노하나 히카리는 짐을 챙겨들고 

아스트라에어의 언덕을 도망칩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불안함을 견디지 못한 나기사는 로쿠

죠오 미유키를 찾아가 에트와르 선에서 사퇴합니다.

 이쯤 해서 지저분한 에트와르 선이 끝났으면 회지를 쓰고 있는 필자도 참 편하겠지만… 여

기부터 희 의 낚시꾼, 미나모토 치카루의 활약이 빛납니다. 미나모토 치카루는 아마네×히

카리 커플이 사라져 고민하고 있는 스피카 학생회에 접근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

것은 바로, 에트와르 참전 커플을 파멸시켜 출전권을 얻은 스피카의 쿠사나기 마코토와, 루·

리므의 아이돌(?) 뱌쿠단 카고메(白檀籠女)를 커플링시켜 에트와르 선에 내보내자는 것.

 뿐만 아니라 미나모토 치카루는 자신의 원 한 계획(?)을 발표해서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을 

뒤집어지게 하는데… 스피카와 루·리므, 두 학교의 아이돌급 캐릭터가 뭉치면 엄청난 표를 

긁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해가 일치해 이 제안은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이번 2권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미나모토 치카루 뿐입니다. 미나모토 치카루

는 스피카의 쿠사나기 마코토를 조종해 다른 에트와르 선 참가자를 어냈을 뿐만 아니라, 

쿠사나기 마코토의 이유 모를 적개심을 이용해 오오토리 아마네도 제거합니다.

 게다가 본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과일지 모르지만 에트와르 연임에 도전하는 하나조노 

시즈마까지 곤경에 몰아넣습니다. 시즈마의 파트너인 나기사가 사퇴했으니까요. 그 뿐입니

까, 자신의 원 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아끼는 진성 오죠사마인 햐쿠단 카고메

를 에트와르 선에 투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쯤 되면 <스토파니>는 더 이상 양갓집 아가

씨들의 우아한 이야기가 아닌, <여인천하>도 울고 갈만한 암투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 소설판의 줄거리는… 제 3권

 2차 에트와르 선의 마지막 단계인 ‘유혹에서의 귀환(2권 참조)’ 이 열리는 성 미아트르 학

5) 다시 밝혀 두지만, 이 작품에는 남자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주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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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마네님…?”

원 광무관. 아마네를 어내고 보란 듯이 에트와르 후보로 나선 쿠사나기 마코토, 그리고 

뱌쿠단 카고메가 제 2선의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 급보가 날아듭니다. 급보란 다름 아닌 아

마네와 히카리의 탈출. 이 소식을 들은 마코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한편 나기사가 에트와르 선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즈마는 경실색합니다. 미아트

르 학원의 학생회장인 로쿠죠오 미유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도 별달리 방법이 없습니

다. 시즈마는 고민하던 끝에 사쿠라기 카오리의 비석이 있는 안뜰의 작은 공원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측근인 토오기 히토미(東 儀瞳)를 만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에트와르 선 제 1선이 열리던 당일에 나

기사를 도서관으로 불러내 아스트라에어 명감을 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토오기 히토미

던 것입니다. 토오기 히토미는 사쿠라기 카오리를 마음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즈마

에게 그녀를 소개했는데, 정작 시즈마가 카오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오해하고는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결국 중간에 끼어서 골치 아픈 사람은 가엾은 나기사 뿐입니다.

 그리고 에트와르 선이 물 건너감에 따라 고민하는 미유키에게, 미아트르 학생회의 서기인 

마리코야 아이코(鞠子谷愛子)는 도서관에서 찾아낸 특급 정보를 보고합니다. 성 스피카 여

학원의 구 결번이 되었다는 스타, 그리고 쿠사나기 마코토의 언니인 쿠사나기 마사키(草

薙雅姫)가 종적을 감춘 이유를.

 스피카 기숙사의 사감실에서 눈을 뜬 마코토는 루·리므의 학생회장인 미나모토 치카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과정에서 출생의 비 이 다시 드러납니다. 즉 쿠사나기 마사키는 마

코토와 배다른 자매 으며, 쿠사나기 마코토는 아버지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것. 그

리고 마사키는 마코토를 귀여워했지만, 집안 내력때문에 내심 갈등하다가 학교를 다니던 도

중 도피행각을 벌 다는 것, 마코토는 이 일로 쿠사나기 집안을 벗어나고 싶어 러시아로 유

학을 떠났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마코토가 왜 그리도 스피카의 명예에 집착했는지 읽을 수 

있게 해 주는 목입니다.

 한편 스피카 여학원을 떠나 오오토리 

집안의 어느 별장에 자리를 잡은 아마

네와 히카리.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친 

다음 눈이 맞아서 애정행각(?)을 벌이

려 하는데, 히카리의 입에서 튀어나온 

‘야야’ 라는 이름 때문에 아마네는 각

성합니다. 야야가 수 장에서 그런 일

(!)까지 벌 는데도 야야의 마음을 몰

라주는 히카리. 그런 야야를 위해서라

도 히카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결심한 아마네. 바로 별장의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그렇다고 남들을 어내고 에트와르 

선에 뛰어든 마코토×카고메 커플이 잘 

될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급조된 커

플이니만큼 어디에선가 구멍이 날 수밖

에 없지요. 아니나 다를까, 카고메는 

마코토가 자신의 곰인형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마코토와 함께 에트와르 선에 나가기를 거부

합니다. 마코토는 루·리므로 직접 찾아가 카고메의 마음을 돌려보려 하나 실패합니다.

 전례없는 파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침내 미아트르, 스피카, 루·리므 세 학교가 에트와르 

선 제 3선을 위한 합동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미아트르의 로쿠죠오 미유키는 주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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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피카의 토오모리 시온을 압박합니다. 스피카의 유력 후보 던 아마네×히카리 커플이 

‘얼굴 없는 악마’ 에서 회 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한 것은 스피카 학생회의 책임이니, 시즈

마×나기사 커플과 아마네×히카리 커플을 다시 복귀시켜 에트와르 선을 치르자고.

 하지만 시온이 꿈쩍도 하지 않자, 미유키는 마리코야 아이코가 구해 온 정보를 근거로 들

어 쿠사나기 마코토를 인신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쿠사나기 마코토의 언니인 쿠사나기 마사

키는 에트와르 선 이후 남자와 도피행각을 벌 다면서. 이는 에트와르 선이 무산되면 자신

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미유키의 발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루·리므의 미나모토 치카루는 마코토×카고메 커플의 상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를 꺼내며 시온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1권에서는 미유키에게 말려들고, 2권에서는 치카루에

게 말려들고, 3권에서는 두 사람에게 합동으로 말리고 마는 토오모리 시온. <스토파니> 소

설판을 통틀어 난토 야야 다음으로 가장 불쌍한(?) 캐릭터라 하겠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켄죠오 카나메가 폭발하고 긴장이 흐를 무렵, 어디선가 들려오는 굉음.

 한편 같은 시각, 나기사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한 시즈마는 결국 미아트르의 

이사장실에 나타나 자퇴서를 제출하고 맙니다. 그리고 시즈마가 방을 나가려던 무렵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난데없이 나타난 미아트르 전용 헬리콥터.

 이 헬리콥터에는 다름 아닌 아마네와 히카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스피카 학원 

학생회실 바로 위의 옥상에 착륙하고, 아마네와 히카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둘을 데려 

가려고 수녀들이 모여들고, 시온은 실력 행사로 수녀들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유유히 옥상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미아트르 여학원의 이사장, 미나모토 치히로(源 千妃絽)입니다. 그리고 이 미나모토 치히로

의 딸은 다름아닌 루·리므 학생회장, 미나모토 치카루.

 치히로는 아마네에게 미아트르로 편입할 것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각성한 아마네는 스피카

가 용서한다면 다시 기회를 얻어 에트와르 선에 나가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아마

네를 회유하는데 실패한 치히로는 이번에는 딸인 치카루에게, 루 리므를 버리고 미아트르로 

오면 아마네와 히카리를 스피카로 복학시켜 주겠다고 회유합니다. 허나 S某단 단장보다 더

한 어머니의 행각에 질려서(?) 일부러 루·리므로 들어간 치카루6)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리

가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네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코토가 달려옵니

다. 감동과 흥분이 넘치던 옥상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지만, 예상과 달리 마코토는 아마네를 

보고 싱크로니시티7)를 일으켜 그만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며 무너지고 맙니다. 가엾은 마

코토.

 그리하여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결국 아마네×히카리 커플은 아스트라에어에서 가장 

큰 발언권을 지닌 미나모토 치히로의 개입에 힘입어 스피카에 복학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에트와르 선 제 3선을 알리는 포스터와 함께 시즈마의 자퇴를 알리는 공지사항이 함께 나

붙습니다.

 한편 마코토는 에트와르 선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성당에서 마코토를 

만난 치카루는 마코토에게 언니인 마사키가 있는 빈으로 가는 항공권을 쥐어줍니다. 병주고 

약주고 할 일은 다 하는 무서운 치카루.

 이제 남은 건 나기사 뿐입니다. 에트와르 선을 그만 둔 이후로 슬픔에 잠긴 나기사는 시즈

마가 자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더 슬퍼합니다. 나기사를 사랑하는(?) 타마오도 나기사

6) 그런 주제에 스카우트에 여념이 없고, 아이돌들을 끊임없이 모으려는 탐욕스러움은 쏙 닮았으니 알다가도 모

를 노릇이다.

7) 심리학자인 칼 융이 제창한 개념. ‘우연히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남’ 을 가리킨다. 즉 마코토

는 아마네를 보고 자신의 언니인 쿠사나기 마사키의 옛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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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냉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카노오 미즈호가 찾아와 나기사를 설득하고, 결국 나기사는 

제 3선이 열리는 아침에 한번만 더 시즈마를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시즈마는 이미 국으로 떠나는 전용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나간 상태. 타마오는 

이를 미리 예견했다는 듯, 집안의 계열사8)가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를 띄워 히토미와 미즈

호, 나기사와 함께 시즈마를 쫓아갑니다. 이윽고 시즈마가 전용기 트랩에 오르려던 순간 이

들 네 명이 나타나고, 나기사는 트랩을 달려 올라가 시즈마와 눈물의 재회, 감격의 키스. 그

리고 이야기는 단원을 맞습니다.

5. 키미노 사쿠라코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가씨들의 수난시 ?!

 지금까지 최 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파니>의 소설판 줄거리를 소개했습니다. 

총 900페이지가 넘어가는 방 한 이야기를 기껏해야 A4 여섯 장으로 줄이는 바람에 더욱

더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주마간산이나마 <스토파니>

를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TV 애니메이션만 보셨던 분이라면 상상과 달리 분위기가 

딴판이라서 한 순간 의아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1권에서는 키미노 사쿠라코 특유의 달달한(혹은 녹아버릴 듯한) 묘사로 독자들을 낚

는데 주력합니다. 2권에서는 자존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에트와르의 자리를 두고 벌어지

는 암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3권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해, 동경의 상인 양갓집 

아가씨들의 이면을 드러내고, 각 등장인물들의 상처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내심 2권에서 드러났던 수라장(?) 이상의 파란을 기 하고 있었던 독자들은 이번에도 어김

없이 키미노 사쿠라코에게 낚여 분통을 터뜨렸을 법합니다. 허나 많은 분량을 지하 번역하

면서 골머리를 앓았던 필자는, 정작 키미노 사쿠라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3권에 담

겨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갖가지 책략으로 에트와르 선을 아스트랄로 보낸(?) 미나모토 치카루만 봐도 나름 로 아

픔을 안고 있습니다. 변신부를 만들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코토를 끌어들이는 등, 

치카루의 죄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치카루조차도, 그저 어머니인 미나

모토 치히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가엾은 토오모리 시온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녀는 미아트르의 로쿠죠오 미유키와 루·리므

의 미나모토 치카루에게 거의 조종당하다시피하며 이리 저리 끌려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은, 그녀 또한 스피카의 명예 따위는 안중에 없었고 오직 아마네님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

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아트르의 로쿠죠오 미유키에게도 할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녀는 세도가

의 아가씨, 일단 아스트라에어를 떠나면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어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학생회장으로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에트와르 선이 수포로 돌아가면 학생회장의 자리가 위험해지고, 그런 일을 

안 당하려다 보니 치사하게 마코토의 성장 배경까지 들먹이며 시온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아마네에게 심심하면 시비를 걸다 못해 에트와르 선에서 쫓아내버린 마코토도, 자신을 견

디지 못하고 떠나버린 배다른 언니가 남긴 단 하나의 유산, 에트와르를 스스로 되찾아 사죄

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히카리를 덮친(!) 야야도, 데릴사위로 들어 온 아버지의 행동거지

에 질린 나머지 남성 혐오증에 걸렸을 따름입니다.

 나기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날린 편지를 보낸 토오기 히토미도 가엾기는 마찬가지입니다. 

8)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죄다 양갓집 아가씨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전용기나 전용 헬리콥터 한 쯤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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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이 나기사에게 빠진 하나조노 시즈마. 그런 하나조노 시즈마를 동경한 故 사쿠라기 카

오리, 그리고 사쿠라기 카오리를 사랑했던 토오기 히토미. 토오기 히토미는 머리로는 이해

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시즈마에게 화를 내고 나기사를 곤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스트라에어의 아가씨들은 어느 하나 사연 없는 사람이 없

고, 너무나 가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생활

과 자신의 자유를 맞바꾼 생활에 자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혼처가 

결정되어 있고, 아스트라에어를 떠나면 혼처로 팔려가는 가련한 운명. 시즈마만 해도 일본 

황궁에서 혼담이 오가지만 이를 피하다 못해 결국 국 유학을 시도하지 않던가요.

 물론 이 작품의 결론은 해피엔드입니다. 하지만 다 읽고 나서 이것저것 차분히 짚어 보면 

간과하기 힘든 답답함이 남습니다. 이 작품을 집어 든 사람들은 작가 특유의 노골적인 묘사

나 과격한 일러스트를 기 했겠지만, 사실 이런 건 골치 아픈 이야기를 독자에게 거부감 없

이 먹이기 위한 양념에 불과합니다.

 작자인 키미노 사쿠라코는 놓고 ‘정통 백합물’ 을 주장했지만, 사실은 유리관 속에 갇힌 

소녀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자신의 운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놀아

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랑할 자유’를 위해서 세상과 싸움을 벌여야 했던 소녀들의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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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자♡”

[비교] 알려줘요, 오네사마! ~리리안 여학원×한국의 여고~

 글 루나로즈 rune@onesama.net (백합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러스트 CHEN(ii) yamujin@onesama.net (백합연구소 일러스트레이터)

1. 들어가면서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 이하 ‘마리미테’)>에서 후쿠자와 유미(福沢祐巳)

가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은 바로 “오네사마(お姉さま)” 입니다. 굳이 한국어로 옮기자면 ‘언

니’ 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가진 힘은 우리나라의 여고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

자는 상급생을 “오네사마” 라고 부르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환상 속에 존재하는 여고에서는 선·후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을까요? 또한 실제 여고와 <마리미테>는 무엇이 다를까요?

2. 실제 여고의 유  관계는…

 ○ 같은 반의 친구들

 여학생들은 자기들만의 그룹을 형성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룹 안에서 베스트 (프렌드)라 하여, 

특별히 친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이죠. 이런 친한 친구의 역할은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며, 어딜 가든 

함께 다닌다는 전제가 따라다닙니다. 

교실을 옮겨 다니거나, 심지어 화장실

을 갈 때에도 이런 친한 친구를 챙기

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렇게 어디론가 움직일 때는 그냥 나란

히 걸어가기보다는, 서로 팔짱을 끼거

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

다. 또한 서로 부르는 별명은 들었을 

때 불쾌하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모습과 행동은 분명 여자들 사이

에서만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1)

 ○ 동아리에서의 선·후배 관계

 동아리에서의 선·후배 관계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선·후배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면(?) 상급

생을 ‘언니’ 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특히 여고에서는 남녀공학과 달리, ‘선배’ 신 

‘언니’ 라는 호칭을 더 빨리 쓰기 마련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선배’ 라는 호칭을 아

예 생략해버리고 ‘언니’ 로 직행하기도 합니다.

 단, 이런 호칭에 한 관습은 각 동아리의 전통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테면 어떤 동아리에

서는 가상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딸이나 아들2)의 역할을 맡으며 혈연관계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동아리 안에서 유 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1) 편집자 주) 반면 남자고등학교의 상황은 참혹하다. 말끝마다 된 소리가 들어가는가 하면, 아무리 들어도 욕으

로 밖에 안 들리는 말이 별명이다. 그런데 그 별명을 들으며 킬킬거린다(로사 카츠라의 증언).

2) 일반적으로 보이시한 여학생이 아들이나 아빠 등 남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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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에서의 선·후배 관계

 하지만 학생회의 선·후배 관계는 동아리처럼 격식 없는 관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선배에게

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상급생이라 하더라도 ‘친

한 언니’ 라기 보다는 ‘선배’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고, 설령 같은 ‘언니’ 라는 호칭을 쓰

더라도 동아리의 그것보다는 좀 더 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요.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1학년에게 차장, 2학년에게 부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져 있다면, 1학

년생이 자기 바로 위의 2학년생을 부를 때는 “지도부장 언니” 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하

지만 어느 정도 친해진다면 직책보다는 이름을 붙여서 “○○ 언니” 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의 관계는 유별나게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는 반 로 점점 멀어지는 커플(?)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3. 현실과 이상은 반비례?!

 ○ 1화 : 여동생이 되어줘, 로자리오.

 <마리미테>에서 로자리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물건입니다. 학생회에서 오네사

마가 동생에게 걸어주는 로자리오는 암묵적으로는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라는 메시지를 전

하며, 실질적으로는 “산백합회(山百合会)에서의 내 역할을 이어 받아 줘” 라는 의미를 가지

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리미테>에서 로자리오는, 모든 여학생들의 선망과 동경의 상

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고에서 이런 로맨틱한 아이템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고의 학생회

는 학교의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기획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선생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

문에 독자적인 행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3) 게다가 자신의 일을 넘겨줄 ‘동생’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부분 선생님의 추천으로 결정됩니다. 하

지만, 전년도의 장부나 전년도의 회의록만큼은 다음 년도의 담당자에게 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 2화 : 리리안×하나데라, <연극 신데렐라>

 <마리미테> 2화에서는 리리안 여학원이 주최하는 연극인 <신데렐라>에 하나데라 학원(花

寺学院)의 학생회장인 카시와기 스구루(柏木優)가 참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제

로 여고에서 다른 남자 고등학교와 함께 연극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수준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남자 역할도 부분 여자에게 돌아가곤 합니다. 특히

나 신기하게도(?), 보이시한 여학생은 어느 여고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남

자 역할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교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고의 축제에 남학생들이 구경하러 

올 수도 있고, 축제 포스터가 오가기도 합니다.

 ○ 8화 : 초콜릿을 받아주세요, 밸런타인데이

 <마리미테> 8화에서는, 초콜릿을 준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상급생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가사와라 사치코(小笠原祥子)는 이를 너무나 피곤해 하지요. 하지만 

이처럼 서로서로 경쟁적으로 초콜릿을 바치는(?) 모습은 여고 출신의 필자에게 상당히 극적

으로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3) 편집자 주) <마리미테>에서 리리안 여학원의 학생회 격인 산백합회가 어느 정도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과는 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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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실제로 여고의 밸런타인데이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용한 편은 아니지

만 <마리미테>와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 재료를 가져와서, ‘남자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주겠다’ 며 뒤늦게 만드느라 부산을 떠는 여학생도 있는가 하면, 무려 수

업시간에 인기 있는 남자 선생님들에게 초콜릿을 전달하는 담한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미테>처럼 친한 언니에게 초콜릿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에 정말

로 친한 친구나 언니, 혹은 여자 선생님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성의를 보이는 모습

은 자주 볼 수 있지요.

 화이트데이가 되면 이와는 정 반  상황이 연출되는데, 평소 좋아하던 선생님을 따라다니

면서 사탕을 사달라고 조르는 여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아주 드물게, 남자친

구로부터 도착한 선물을 받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4)

4. 마치면서…

 갓 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을 보면, 여고 출신의 여학생과 남녀공학 출신의 여학생은 확연

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점은 꽤 미묘한지라 글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독자 여

러분들 중에는 이를 느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자 또한 여고 출신이라 그 차이점을 감히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졸업한 뒤

에 돌이켜 보아도 여고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웠다는 점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구요.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정말이지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이야기들에 불과하답니다.

 <마리미테>를 보면서, 이 작품은 여고의 일상 중 극히 작은 부분만을 극 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고생들이라면 한 번쯤 가져 봤을 동경이나, 남자들이 가

질만한 환상이나 호기심을 반 한 결과가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허구와 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

만 이 글이, 여고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현실과 허구 사이의 틈바구니를 조금이라도 보

여 주었기를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4) 이런 선물은 부분 커다란 곰인형 등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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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한민국 백합사 (大韓民國 百合史)

 글 미즈우미 유세현 mizuumiy@hotmail.com (백합연구소 객원연구원)

 구성 및 편집 카츠라 코토노하 kotonoha@yuriinst.org (백합연구소 편집 담당)

서문 (まえかき)

 ‘백합’이라고 하는 장르가 한일 양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수없이 많은 논문과 의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필자도 “백합이란 무엇인가?”라는 한 가지의 질문을 내놓고

자 한다. 곁가지의 사람이라면 ‘그거 뭐 여자끼리 짝짜꿍하는…’ 정도로 이야기할 것이고, 

모 유명한 블로그를 들락날락하며 ‘우정보다는 이상, 에로보다는 미만!’ 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모 유명한 백합 사이트의 글을 주의 깊게 탐독하 으면 ‘자고로 백합이란 옛 

에스(S)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하고 주구장광 어려운 말을 쏟아낼 분도 있을 터. 그렇다고 

‘백합과에 속하는 하얀 꽃’이라 진심으로 답하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책을 내려놓

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동인계 백합의 개념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계

신 독자를 상으로 하고 있다.

 한민국의 백합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TVA1) <마리아님께서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 이하 ‘마리미테’)>라는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백합력 1년’쯤 된다고나 할까. <마리미테>가 방 된 2004년은 한

국에서 1인 미디어 블로그(Blog)가 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시류를 

타고 백합인들의 블로그가 이글루스(www.egloos.com)를 중심으로 량 개설되었고, 산발

적인 블로그의 중심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메위킥스(www.animewikix.com) 다. 이렇게 마

련된 토  위에서 이루어지는 백합에 한 토론과 이야기는 당시 군에 복무하고 있던 필자

에게 있어서도 아주 흥미로웠다. 간단하게는 백합의 본질부터 시작해, 복잡하게는 플라톤의 

사상에 이르기까지.2)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마리미테>의 방 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

려 한다.

 각각의 작품에 한, 즉 현상의 백합에 관하여는 이미 탁월한 논문이 여럿 나와 있다. 그

러나 백합을 미소녀게임을 비롯한 여타의 미디어와 결부하여 내력을 설명한 논문은 아직 찾

아보기 힘들다. 필자는 미소녀게임 동호회 출신으로, 가장 남성향인 미소녀게임과 더불어 

백합 및 애니메이션까지 아울러 즐겨 왔다. 따라서 필자의 글이 비록 한민국의 백합을 완

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와 맥은 짚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주지할 점은, 본인은 결코 애니메이션이나 미소녀게임 등 일련의 일본 문화

에 한 오타쿠나 마니아가 아니며 탁월한 식견이나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도 아니다. 단지 

나름 로 일본 문화를 즐겼다고 생각하는 정도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 글은 무리한 억측의 

남발과 상당한 자기 주관적 논지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싶으신 분께서는 필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 비록 < 한민국 백합사>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지만, 이 논문이 

한민국의 백합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지는 못하고 또 필자에게 그럴 능력도 없다. 단지 

지금껏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남성향 미소녀게임과 결부된 백합의 역사를 처음

으로 고찰하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한다.

 이 논문을 읽은 여러분들이 이 글의 여러 문제점을 찾아내어 거기에 한 자신만의 견해를 

밝히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시 다양한 자신의 논점을 전개하는 일이 생겨난다면 그거

1) TV Animation의 약칭

2) 백합에 한 이야기가 어떻게 거기까지 전이되었는지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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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필자가 가장 원하던 결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백합인들의 뇌 속에 잠재되

어 있는 백합의 지식과 백합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일, 그것이 이 논문이 가진 목적의 핵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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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마리미테> 방  이전 (~2003)

Chapter.1 1990년  후반의 애니메이션

 이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한국이 IMF 구제금융에 들어간 시기를 가리킨다. 

한국의 애니메이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시기는 조금 특별하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중적으

로 만든 3  명작이 순서 로 공중파를 타기 때문이다.

 · <괴도 세인트 테일(怪盗セイント・テール, 국내 방영 제목 ‘천사소녀 네티’)>

 · <미소녀전사 세일러문(美少女戰士 セ-ラ-ム-ン, 국내 방영 제목 ‘달의 요정 세일러문’)>

 · <카드캡터 사쿠라(カードキャプターさくら, 국내 방영 제목 ‘카드캡터 체리’)>

 1997년 초 종 한 <괴도 세인트 테일>은 27.5%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시청률 톱 10에 3

주 연속 자리매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1998년에 방 한 <미소녀전사 세일러문>

은 전국의 수많은 여자아이들에게 ‘오후 6시=채널 고정’이라는 공식을 성립시켰고, 1999년

의 <카드캡터 사쿠라>의 막강한 위력은 마침 붐을 타던 인터넷과 결부하여 작금의 애니 다

운로드 현상의 토 를 제공하 다.

 주지하듯,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보이는 이 세 작품은 ‘백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가장 먼저 방 을 탄 1997년의 <괴도 세인트 테일>의 경우, 성 폴리아 학원은 수

녀님들이 교편을 잡고 계신 가톨릭 미션 스쿨이며, 작중에서 내내 등장하는 하네오카 메이

미(羽丘芽美, 국내명 ‘샐리’)와 미모리 세이라(深森聖良, 국내명 ‘세인트’)의 우정은 그야말로 

참 백합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1998년에 한참 방 하던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은 필자가 애착을 가지고 감상하지 않아 

완벽한 분석은 다소 어렵다. 다만 전통적으로 일본 동인계에서 이형적인 사랑4)을 다루는 

작품의 정석 소재 중에는 ‘소녀’가 있었으며, 이것은 본래는 남성인 캐릭터의 성별을 여성으

로 변환시켜 커플링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소재가 범람하게 된 것은 1992년의 <세일러문>

의 히트에 의해 ‘세일러문 야오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레즈비언적 작품들이 등장한데서 시

작하 다고 하니, <세일러문> 역시 초기 시류의 백합물이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

다.5)

 그리고 1999년의 가장 유명한 <카드캡터 사쿠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키노모토 사쿠라(木之本 桜)에 한 다이도우지 토모요(大導寺 知世)의 애정과 스토

킹, 도촬 행각 및 각종 코스프레 모델링은 어느 누구가 보아도 심상치 않은 백합 그 자체

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이 시절의 컴퓨터는 지금의 시각으로는 조악하기 그지없었다. 자막

이란 것 자체가 생소한 시절이었고, 단지 50MB 남짓한 동 상을 조그맣게 틀어놓고 한쪽

에는 카방클님이 번역하신 번역본을 띄워서 일일이 키보드를 두드려 넘기며 감상하던 시절

이었다. 만일 <카드캡터 사쿠라>가 지금처럼 인터넷과 블로그가 중적인 상태에서 방 을 

탔더라면 그 위력은 역  최고의 백합물 챔피언 자리에 올라 있는 <마법소녀 리리칼 나노

하(魔法少女リリカルなのは, 이하 ‘나노하’)>를 능가했을지도 모른다.6) 

 한국의 현재 애니메이션 붐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3  작품이 모두 백합물이

었다는 사실은 백합인으로서 뿌듯함을 갖게 한다. 조금쯤은 자만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3)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필자가 중학생 시절에 저술한 <천사소녀 네티 사전>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4) 즉, 남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랑을 일컫는다.

5) 카이엔, <미소녀게임론>

6) 이 문장이 가진 의미는 아래의 <마법소녀 리리칼 나노하>에 한 이야기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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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년에 개봉된 첫 번째 극장판에 해 한 일본인 화평론가가 쓴 비평에는, 비록 나

쁜 의미는 아니었으나 확실히 ‘레즈’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었다. 당시에는 일본에서조차 

‘백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1998년 4월에 <마리미테> 제1권이 일본에서 발매되었다.

Chapter.2 1990년  후반에서 2002년까지 - 미소녀게임의 경우

 이 시기는 <Kanon>, <AIR>, <One>, <To Heart>, <피아캐롯에 어서 오세요(Piaキャロッ

トへようこそ!, 이하 ‘피아캐롯’)>, <With You~바라보고 싶어~(With You〜みつめていたい

〜)>, <카나~여동생(加奈~いもうと)> 등, 지금도 고전 명작으로 칭송받는 표적인 미소녀

게임이 세를 이루고 있었다.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리메이크 및 애니화로 인해 인지도가 

높아진 작품들이다. 1997년 12월에는 전기 백합물 미소녀게임이라 볼 수 있는 <아트락나카

(アトラク＝ナクア)>가 발매되었지만 아직까지 백합물이 무명이던 시절이었기에 누님 장르

에 편입되어 감상이 이루어졌다.

 미소녀게임의 제작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유저들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백

화점식 아이돌’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동급생이나 선후배 사이, 길가다가 헌팅 등이 표적이

고, 더 깊이 들어가면 세일러복, 블레이저코트, 네코미미7), 이누미미8), 메이드 등 일일이 열

거하다간 한도 끝도 없는 ‘모에(萌え)’의 코드가 미소녀게임에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세를 이루었던 장르는 단연 ‘여동생 모에(妹萌え)’이다. 문학 작품에서조

차 혈연의 금단의 사랑은 오랜 주제 으며, 이것이 미소녀게임에서 제 로 구현된 것은 

1995년 1월에 엘프(elf)가 발매한 <동급생2(同級生2)>의 나루사와 유이(鳴沢 唯)가 처음이

었다. 그녀로 시작된 여동생 장르는 <카나~여동생>의 병약한 여동생 토오도 카나(藤堂加

奈)로 이어졌고, <With You~바라보고 싶어~>의 이토오 노에미(伊藤乃絵美)에 이르러 공전

의 히트를 기록한다.9) 이 결과 선구자 던 나루사와 유이보다도 오히려 토오도 카나와 이

토오 노에미가 여동생 장르를 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은 실정이다.

 이 여동생 장르가 어느 정도의 향력을 가졌는지 언급할 필요가 있다. <With You>가 

1998년에 발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이토오 노에미 한정의 동인지 즉매회, <노에

미와 함께(乃絵美といっしょ)>가 열려 2006년까지 계속 개최되었다.

 한편 <카나>를 하기 전엔 인생무상 폐인처럼 지내던 오타쿠가 개심해서 생명보험회사에 

취직하여 새 삶을 시작하고, 자작게임을 팔아서 번 돈을 적십자공단에 기부한 사람, 장기기

증서약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며 살기 시작한 사람, 당뇨병을 가진 사람인

데 <카나>를 우연히 해보고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카나>를 계기로 호스피스에서 보조 활동을 하게 되어 사람의 임종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

함을 깨달았다는 사람, 헌혈을 가능한 한 자주하며 조혈모세포를 기증 서약한 사람이 모두 

카나를 통해 생겨났다.  이는 결코 조소나 농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으며, 여동생 장르

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 는지 보여주는 실례(實例)인 셈이다.

 이후 여동생 장르는 2003년에 <전격 G's 매거진>의 프로젝트 <시스터 프린세스(シスター
プリンセス, 이하 ‘시스프리’)>에서 그 세를 접을 때까지10), 무려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미소녀게임의 표적인 장르로 장기집권을 하게 된다.

 그러나 10년의 여동생 장기집권기에 있어 한 가지 주시할 점은, 주요 미소녀게임 작품들이 

7) 고양이 귀를 부착한 주인공. 체로 인간이 아닌 경우가 많다.

8) 강아지 귀를 부착한 주인공.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닌 경우가 많다.

9) <With You~바라보고 싶어~>를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사실 노에미는 주인공의 친

여동생으로 원작에서는 공략의 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다지 등장 횟수도 많지 않고 별 비중도 없는데도 인

기투표에서 노에미의 인기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10) 여기서의 세를 접는다는 의미는 말 그 로의 의미이지, 시스프리 연재가 종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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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이형의 사랑에 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보유하고 있던 옛 자료 <미소녀게

임론(美少女ゲーム論)>11)이란 논문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므로 요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소녀게임12)은 야오이의 정석 소재들13)과 맥락이 통하고 있다. 즉, 미소녀게임은 가

장 남성적이어야 할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문화 속에서 보이는 야오이의 요소를 다수 

갖추고 있다. 이것은 종래 남성 우위에서 시작한 미소녀게임의 구도가 이미 상당히 수동적 

남성으로 뒤집혔으며, 이 현상은 현재도 더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말미에 적힌 글

은 원문을 옮겨본다.

 현재의 상황은 여기서 더욱 나아가 이미 뭐가 뭔지 알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들여다보는 <후르츠 바스켓>의 에로 소설 사이트 (운영하는건 여성입니다.)에서는 모미지X

토오루니, 하토리X토오루등등 별게 다 있습니다. 키사의 18금을 보고 싶어요! 하고 역설하

는 여자애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딜 가도 토오루 공(攻)만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웃음)). 뭐 하여간에 오늘날엔 여자애들이 당연한듯이 소녀 캐릭터에게 열광하곤 하는 상

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확대하면 굉장히 혼돈되고 재미있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14)

 이 글이 쓰인 시점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필자의 기록

에 따르면 이 글이 번역되어 게시된 것은 2002년 1월, 즉 마리미테가 일본에서 막 주목받

기 직전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위 글에서 ‘여자애들이 당연한 듯이 소녀 

캐릭터에게 열광하곤 하는 상황’이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실제로 위 논문의 필자 카이엔씨

는 놀라울 정도로 제 로 예측한 것이다. ‘굉장히 혼돈되고 재미있는 상황’은 조만간 발생할 

백합붐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확실히 미소녀게임 세계를 지배한 여동생 장르는 강한 향력을 발휘하 다. 그러나 권불

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흐르며 여동생 장르의 절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하

다. 표적으로 미소녀게임의 명가, F&C에서 2001년 11월에 발매한 <피아캐롯3>는 누

님게임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 다.15)

 여동생 장르의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위에서도 적은 바, 1999년 3월에 연재가 시작된 <시

스프리> 프로젝트 다. 이것이 수년을 이끌어가며 점차 식상할 무렵인 2002~2003년 무렵, 

여동생 장르의 권좌를 이어받은 것은 놀랍게도 백합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동전의 한쪽 면

이 다른 쪽 면으로 뒤집힌 것처럼 느닷없이 바뀐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미소녀

게임의 내부에서 백합물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점차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Chapter.3 2000년에서 마리미테 방  직전까지 - 애니메이션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만 가입자 행사를 성 히 열고 승승장구하던 PC통신사들, 여기

11) <미소녀게임론>의 저자는 카이엔(海燕)씨이며, 필자의 메인PC 베르단디에서 캡쳐해 둔 옛 자료를 정리하던 

중 발견하 다. 출처는 하이텔 고전게임동호회 미소녀게임 게시판이며, 번역자는 하이텔 ID laydoc님. 저자

와 역자가 모두 자유 공개 및 전재를 허가하고 있지만, 저자 카이엔씨와 역자 laydoc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현재 하이텔은 VT 서비스를 완전히 중지하 고, 저자가 남긴 링크로는 접속이 

불가능하므로, 전문을 보고 싶은 분께서는 필자의 홈페이지에 소속된 ‘유리라컴퍼니’ 로 들러 주시길 바란다.

12) 여기서의 미소녀게임은 듣도 보도 못한 마이너 게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순전히 미소녀게임의 역사를 이어 

온 메이저급 작품들을 의미한다, 즉 위에서 제목이 나온 Key나 Leaf가 표적이다.

13) 흡혈귀, 안드로이드 / 클론, 빙의, 전생, 임사(臨死) 체험, 감금, 기억 상실, 질병(감기), 어린 아이, 아이 키우

기, 소녀 등의 장르를 가리킴.

14) <미소녀게임론(카이엔 저, laydoc님 번역)>에서 인용함.

15) 물론 이 문단은 나루사와 유이 이래 10년 간 ‘여동생 장르를 제외한 모든 장르는 전멸했다’와 같은 맥락이 

아닌, 어디까지나 ‘ 세’와 ‘세력권’으로서 말한 것이므로 오해 없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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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을 둔 애니메이션 동호회들은 21세기와 더불어 잇따라 몰락하 다. 이는 2000년부

터 ADSL과 케이블 모뎀 등 초고속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되며,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인

터넷에 접속하는 세상이 열렸기 때문이다. ‘ATDT 0141*’의 명령어로 PC통신사의 서버에 

접속하고, 인터넷 메뉴로 찾아가서 윈속(Winsock)을 실행해 PPP를 실행시킨 다음에야 인

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던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16)

 주목할 사실은 IT 버블17)과 초고속통신망의 발달 및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의 전반적인 상

승,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CD-RW 등 저장 매체의 가격 하락18) 등이 맞물려, 한민국 특유

의 ‘일본 애니메이션 1화물 다운로드 감상 시 ’가 열렸다는 것이다.

 이에 한 가치 판단은 글의 목적에 비추어 생략한다. 다만 한 작품이 ‘만화-라이트 노벨-

애니메이션-미소녀게임-드라마CD-웹 라디오’ 등의 미디어 믹스(Media Mix)과정을 거칠 

경우, 이 작품 자체를 접하는 루트가 동 상 다운로드에 절 적으로 치우치게 된 것만은 확

실하다. 이전까지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는 국내 공중파의 방 이 필수 던 상황과 비교

하면 분명히 상황은 크게 달라진 셈이다. 이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훗날 일본과 한국의 <마

리미테>와 백합의 인기에 시동이 걸리는 데 1년가량의 시차를 낳게 된다.

 2000년 이후 <마리미테> 방  직전까지 공중파를 탄 애니 중에서 표적인 백합물로 <야

미와 모자와 책의 여행자19)(ヤミと帽子と本の旅人)>를 들 수 있다. 이는 Obit의 ROOT에서 

제작하여 2002년 12월에 동명의 타이틀로 발매된 미소녀게임이었으나, 2003년 10월에 1

쿨(13화)의 TVA로 모습을 드러냈다. 주인공 하즈키(東葉月)역에 노토 마미코(能登麻美子), 

이브(イブ)역에 시미즈 아이(清水愛) 등, 지금 생각해 보아도 놀랄 만큼 뛰어난 캐스팅이었

다.20) 주인공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헛갈리는 원작에 비해, 스토리도 말 그 로 ‘백합’에 

적합한 컨셉이었다. 퀄리티도 카넬리안씨가 담당했던 원작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고급으

로, 아직 못 본 백합인이 있다면 당장에 감상을 추천하고픈 수작이다.

 그러나 필자는, <야미와 모자와 책의 여행자>는 당시 백합에 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시

청자들에게 너무 ‘강력한 장면’으로 역효과를 낳았다고 본다. 이 작품으로 인해 ‘백합=여자

끼리 침 에서 ☆★○●’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훗날 <마리미테>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Chapter.4 <마리미테> 방  직전의 <마리미테> 문고본 (일본)

 일본에서 <마리미테> 제 1권이 발매된 것은 1998년, 동인계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것은 

2000~2001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은 것은 2002년 후반기로 볼 수 있다.21) 백합

의 인기를 감안하여 2003년에 <스트로베리 패닉!(ストロベリ·パニック!, 이하 ‘스토파니’)>

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면 시간적으로도 맞아 떨어진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

16) 편집자 주) 물론 인터넷상의 텔넷(Telnet)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의 PC통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었지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매달 일정한 이용료를 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 중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17) 편집자 주) 김 중 정권은 IMF 구제금융 이후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IT 산업을 성장 동력

으로 채택하 다. 실제로 여러 벤처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하여 수십억의 부를 거머쥐는 등, IT에 관련된 

회사라면 눈먼 돈이 려드는 아찔한(?) 시절이 있었지만, 그 시절에 창업한 기업 중 지금까지 살아 남은 기

업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18) 편집자 주) 실제로 1997년 초만 해도 HP사의 2배속 CD 레코더를 구입하는데 46만원을 치러야 했으나, 

2000년에는 티악(Teac)사의 SCSI 방식 8배속 CD 레코더를 구입하는데 27만원이 들었다.

19) 편집자 주) ‘야미(ヤミ)’ 를 일본어 그 로 해석하여 ‘어둠’ 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작품에서 ‘야미’ 

는 고유명사(이름)이므로 ‘야미’ 로 표기한다.

20) 편집자 주) 노토 마미코는 <마리미테> 에서 토오도 시마코(藤堂志摩子) 역을 맡았으며, 시미즈 아이는 <스토

파니>에서 ‘변태시인’ 스즈미 타마오(涼水玉青) 역을 맡았다.

21) <전격 G's 매거진>에서 <스트로베리 패닉!>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2003년인데, 이러한 동인계의 이슈가 

된 ‘백합’ 을 전략적으로 노렸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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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 <마리미테>는 왜 초반에 인기가 없었으며,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급속히 인

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실상 비공식 사이트로서는 <마리미테> 정보로서 세계 최상이었던 웹사이트 ‘마리미테

DB’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어째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22)

 2000년에서 2001년까지는 그럭저럭, 동인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발간된 시리즈 10권째의 <레이니 블루(レイニーブルー)>와 11권 <파라

솔을 쓰고서(パラソルをさして)>의 스토리 전개와 구성이 인터넷의 입담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시리즈 전체가 주목을 받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의 독특한 제도(스

르soeur 제도 등)라든가,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다지 없었던 그 여학교적

인 분위기 등이, 보통은 코발트문고를 손에 들지 않는 남성독자들까지도 빠져들게 만들어, 

붐을 불러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래 글은 한국 아니메위킥스의 ‘마리미테 소개 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마리미떼가 주목받게 된 원인을 시리즈 10권 <레이니 블루>와 11권 <파라솔을 펼치고>의 

발행으로 보고 있다. 대략 2000~2001년정도부터 동인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하다

가, 마리미떼팬들을 경악시켰던 <레이니 블루>와 이어지는 <파라솔을 펼치고> 이 두 권의 

스토리 전개와 구성에 관한 소문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시리즈 전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는 것이다. 특히 이 시리즈의 특징인 '자매(쇠르)제도',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들었던 여학교분위기 등은 소녀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독자들까지 빠져들게 

만들어 '마리미떼붐'현상까지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일설로는 붐이 일었었던 2002년 겨울은 이른바 브레이크시기로 각 매체의 휴식기였던 

점도 컸다고 한다. 게다가 대작 미소녀게임이 나오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23)

 위 두 글을 읽어보면 <마리미테>의 인기 전개에 관한 일종의 루트를 읽어낼 수 있다. 10

권과 11권의 긴장 넘치는 뛰어난 스토리→인터넷에서 화제로 떠오르며 확산→시리즈 전체

의 주목→<마리미테> 특유의 플롯과 스토리가 널리 알려짐→남성독자들마저 빠져들어 붐을 

형성. 그리고 마침 2002~3년도에는 작 미소녀게임이 없었으며 각 매체의 휴식기 기에 

남성들이 <마리미테>를 손에 들 여지가 컸다는 설명이 첨가된다.

 이 말은 돌려 표현하면 남성들이 <마리미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백합의 붐이 일어

났다는 의미와 통한다.24) 물론 필자는 백합의 시 를 개막하는 데 있어 여성 독자들이 일구

어낸 노력을 평가 절하할 생각은 결코 없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미소녀게임의 야오이적 특

성을 통해 이형적인 사랑의 형태에 익숙해 진 남성들이 거 백합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

서 붐이 일어나는 데 결정적인 향을 미쳤다는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향후 <나노하> 페

이지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들의 협조(?)가 백

합물로서도 필수조건으로 여겨진다.

22) 일본 마리미테DB, <なぜ話題になっているの？> (필자 옮김)

23) 한국 아니메위킥스, <마리미테 소개 페이지>에서 인용함.

24) 편집자 주) 닛케이BP(日経BP)에서 간행된 <라이트노벨 완전독본(ライトノベル完全読本) 138페이지에, 당시 

백합 만화잡지인 <유리시마이(百合姉妹)> 편집부의 나카무라 나리타로우(中村成太郎)씨가 기고한 <라이트노

벨과 백합 붐(ライトノベルと百合ブーム)>이라는 글에서 이런 현상에 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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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5 <마리미테> 방  직전의 <마리미테> 문고본 (한국)

 2008년 현재 <마리미테> 문고본이 서울문화사를 통해 정식으로 출간되고 있다.25) 이미 

상당한 분량이 출시되었으며26), 따라서 일본어에 미숙한 독자들도 얼마든지 <마리미테>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마리미테> 1권이 정식으로 출판된 것은 2004년 8월의 일로서, 

TVA <마리미테>가 방송을 탄 지 반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떠하 을까?

 일본어를 하나의 장벽으로 인식한다면, 즉각 자막이 번역되어 올라오는 1화물 동 상의 접

근성이 가장 높다. 그 다음 순위를 매긴다면 배경 그림과 더불어 요미가나가 딸려오는 원작 

만화이고, 언어설정으로 인해 설치가 까다롭지만 성우들이 직접 독음해 주는 미소녀게임이 

그 다음, 그리고 그림도 적은데다 일본어로 빽빽히 가득 찬 문고본의 진입 장벽이 가장 높

다고 볼 수 있다. 즉, ‘동 상>만화>미소녀게임>문고본’의 순서이다.

 때문에 <마리미테>는 중적으로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고, 다만 일본어를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 있는 마니아들이 포진한 일부 형 애니 동호회를 중심으로 소소하게 이야기가 오

갔을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마리미테> 문고본 1~4권의 번역본으로, 

필자가 소속된 애니메이트 동호회27)의 Rivian님이 손수 번역하신 한글(HWP)파일이다. 이 

한글 파일의 문서정보를 확인한 결과, 작성을 시작한 날짜는 ‘2003년 11월’로 드러나 있다. 

즉, 11월 말 정도에 번역본이 보급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28)

 그러나 아무리 번역본을 돌려 본다고 한들 2003년이 끝날 때까지 <마리미테>는 한국에서 

아직 무명이었다. 일본에서는 2001~2002년도에 화제에 오른 뒤 2003년부터 본격적인 붐

을 타기 시작하 으나, <마리미테>가 애니로 만들어진 뒤 그 1화물이 한국의 자료실에 올

라온 것이 2004년 1월. 한국에서 백합의 붐이 일어나는 데 일본보다 1년 늦은 이유는 바로 

수많은 애니 시청자들이 포진한 한국의 기형적인(?) 작품 감상 시스템 때문이었다.

Chapter.6 마리미테 방  직전 - 잡지와 블로그

 2002년부터 서서히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백합을 하나의 판매 전략이자 코드, 장르로 

인식한 기업 쪽에서도 2003년부터 각종 활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2003년 7월에 최초의 백

합 전문 만화잡지인 <유리시마이(百合姉妹)>가 창간되었으며29), 11월에는 미소녀게임 전문

지 <전격 G's 매거진>에서 <스토파니> 프로젝트를 실시하기에 이른다.30)

 한편 한국에서는 2003년 후반부터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한 1인 미디어, 블로그가 부각되

고 있었다. 특히 이글루스를 중심으로 양질의 포스트를 기록하는 많은 블로그가 생겨났는

데, 이는 형 애니메이션 동호회의 구석(?)으로 려나 찻잔 속의 폭풍을 일으키던 백합과 

<마리미테> 정보의 비 칭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몇몇 선구적인 블로그는 아

예 놓고 백합 내지는 <마리미테> 블로그를 표방하 고, 수많은 최신 정보를 게재하여 백

합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 다.31) 

25) 한국명칭은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26) 편집자 주) 현재 제 21권, <장미 푀유>까지 정식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27) 편집자 주) 하이텔 시절부터 명맥을 이어온 국내 최 의 애니메이션 동호회. 현재 인터넷 기반으로 운 되고 

있다. 일본의 형 애니메이션 전문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8) 필자가 1월 중순에 Rivian님께 번역본에 관해 여쭈었을 때는 이미 번역가로부터의 배포는 중단된 상태 다.

29) 편집자 주) <유리시마이>의 변천 과정은 로사 카츠라의 ‘[소개] <하츠코이시마이> 비공식 가이드’ 를 참고

한다.

30) <스토파니>를 집필한 작가는 <시스프리>의 원작자인 키미노 사쿠라코(公野桜子)이다.

31) 가장 기억에 남는 블로그라면 류시님의 리리안 여학원 이글루스 분교(당시의 명칭)로서, 필자도 류시님의 블

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 가며 읽던 기억이 남아 있다.



J'ai besoin d'une gentille soeur plus âgée Vol.1 (Hiver 2008)

- 58 -

Chapter.7 정리하며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 한국에서 1990년  말에 <괴도 세인트 테일>, 

<미소녀전사 세일러문>, <카드캡터 사쿠라>가 방 하여 애니 시청자가 저연령층 중심으로 

크게 확 되었고, 이 세 가 청소년으로 자라난 2000년  들어 급속히 보급된 초고속통신

망에 의해 동 상 다운로드 감상 문화가 시작되었다.

 2000년  초반의 미소녀게임 분야에서는 여동생 장르가 오랜 기간 장기집권을 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야오이의 요소가 거 포함된 플롯으로 남성 중심적인 설정들이 백합을 받

아들이기 쉬운 구도로 바뀌었다는 것. 2002년 <레이니 블루>와 <파라솔을 쓰고서> 등의 

발매로 일본의 남성 독자들이 <마리미테>를 구입하며 백합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한국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아직까지 백합은 무명이었다는 것. 2003년 중순에 <유리시마

이>가 창간되고, 그해 말에 <스토파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3년 말에 <마리미테> 번역본과 블로그가 정보의 비 칭성을 상당히 해소하 다는 것 

등을 위에서 설명하 다.

 그리고 드디어, 한민국의 백합 원년이 될 2004년의 해는 떠오르고 있었다.

※ 한편 필자는 2003년 12월 6일, 소속 미소녀게임 동호회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백합의 

길을 가겠어!’하고 백합선언을 하게 된다. 기말고사가 있었기에 실제 마리미테 1권을 입

수하여 완전히 읽은 것은 크리스마스 전후. 이때만 하더라도 마지막 신입 정회원이던 미

즈우미가 이 정도로 백합광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필자의 지인들은 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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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백합의 전성기 (2004~2006)

Chapter.1 TVA <마리미테> 방  개시

 2004년 1월 7일 25시32), TVA <마리미테>가 마침내 방 되었다. 한국에서 작품을 접하는 

루트가 애니메이션에 크게 치우쳐 있다는 것은 위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이전처럼 문

고본의 번역본을 돌려보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파급력을 가져왔으며, 사실상 TVA <마리미

테>의 방 된 2004년을 한국의 백합 원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거기에 2003년 말엽부터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한 블로그가 2004년에 접어들면서 규모

가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 다. 백합은 때맞춰 세력을 넓혀가던 블로그의 바람을 타기 시작

하 고, 특히 이글루스를 중심으로 한 백합 블로그가 온라인에 거 등장하 다. <마리미

테>에 한 자유로운 감상과 잡담을 마치 동호회 게시판에 올리듯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

하고, 또한 서로의 블로그를 넘나들며 링크 접수와 댓글을 남기는 것이 일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

 이때 웹 링33)도 없어 구심력이 비교적 약하고 산발적인 백합 블로그들의 중심지 역할을 

한 것이 Grien님의 아니메위킥스(Animewikix) 다. 본디 위킥스는 위키위키(wikiwiki)를 가

리키는 단어로서 방문객이 손쉽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34). 때문에 아니

메위킥스의 원래 목표는 위키위키를 기반으로 하여, 백합물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애니

메이션 작품들의 정보제공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포털 사이트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번

역된 백합물을 중심으로 한 제로보드 기반의 동호회로 그 역할을 인정받기 시작하 고, 현

재는 하루 수천 명의 방문객이 몰려 번역게시판을 중심으로 성황을 이루는 한국 백합물의 

중심지의 위상을 거느리고 있다.

 이처럼 TVA <마리미테>의 방 은 한민국 백합의 원년을 이룬 사건이었다. 이를 통하여 

<마리미테> 문고본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교보문고나 풍문고 등 주요 형서점의 일본 

서적 코너, 혹은 예스24(www.yes24.com) 등 온라인 매장의 주요 판매순위에 오를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으며, 막 씨앗을 틔운 한민국 라이트노벨 시장이 크게 확장되는 데 기여하

으니, 어떤 의미로는 단한 성공을 거둔 셈이다.

Chapter.2 <마리미테>는 백합물인가?

 위 질문은 고래로 백합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화제 다. 비록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이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백합의 정체성과 더불어 <마리미테>의 핵심 스토리, 거기에 일반 

중들의 <마리미테>와 백합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고려해야만 하는 초고난이도의 질문이

다. 사실상 저기에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화자의 백합에 한 기본 지식과 시각마저 

간파할 수 있을 정도이다.

 <마리미테>가 백합물인지 아닌지를 결론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필자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마리미테>가 백합물의 도마에 오른 이유는 오히려 

<마리미테> 작품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상황에 좌지우지된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

고 그 시류를 찾기 위해서는 <마리미테>가 방 되기 이전부터 백합물에 관한 인식을 주입

한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04년 1월 이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백합물, 

32) 편집자 주)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심야 시간 에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가 잦다. <뉴타입(Newtype)> 

등의 애니메이션 정보지를 보면 간혹 ‘25:30분’ 과 같은 방 시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새벽 1시 30분을 가

리킨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마리미테>가 첫 방 된 시각은 2004년 1월 8일 1시이다.

33) 편집자 주) 일정한 주제를 다루는 웹 사이트들이나 홈페이지가 한데 모여 마치 고리(Ring) 처럼 동맹체를 형

성하는 것. 북미나 일본 등지에서는 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문화 중 하나다.

34) 편집자 주) 이러한 위키위키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 개방형 백과사전인 ‘위키페디아(ko.wikipedia.or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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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나는가? 그렇다, 2003년 10월에 TVA로 만들어진 <야미와 모자와 책의 여행자>가 

그 주인공이다.

 필자가 TVA <마리미테>가 방 된 2004년 1월을 한국의 백합원년으로 삼는 이유 중 하나

는, 수많은 애니메이션 감상자들이 그 이전까지, 딱히 ‘백합물’로서 이렇다 할 표작을 거

의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야미와 모자와 책의 여행자>는 백합에 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에게 너무 강한 표현으로 역효과를 초래하 다.

 한국의 시청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작품이나 화제가 된 작품의 동 상을 입수하여 

재생시킨다. 그리고 하즈키와 하츠미의 정열적인(?) 애정행각을 본다. 인터넷에 가서 휘휘 

둘러보니 누군가가 ‘백합물’이란 이야기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아하, 백합물이란 

레즈비언보단 덜하지만 여자들끼리 침 에서 달라붙어 ☆★○●하는 것의 통칭이구나!’같은 

어긋난 개념이 부분의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에게 정착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백합물에 한 잘못된 개념 확립은 차치하고서라도, 문제는 <마리미테>에 이르러 

발생했다. “<마리미테>는 백합물입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마리미테>를 아직 보지 못했

거나 한 사람들이 흔히 올린 댓글이 강 이런 내용이었다.

 “에이, 백합물이면 여자끼리 좋아하고 부비작거리는거 아닌가요? 그런 게 방송 타도 돼

요?”

 지금 위 문장은 무언가 모자란 사람들의 악성 댓글이나, 백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헛소

리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초에는 저런 말을 ‘심각한 표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마리미테>의 진정한 가치는 오히려 백합에 있는 게 아니다. 산백합회(山百合会)라는 특수

한 조직 속에 들어온 평범한 주인공, 후쿠자와 유미(福沢祐巳)를 비롯한 다른 캐릭터들의 

마찰과 갈등, 성장이란 주제를 <마리미테>에서 제외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미테>는 백합물’, ‘<마리미테>는 여자애끼리의 러브스토리’ 와 같이 <마리미테>의 정

체성이 정립되어도 과연 바람직한가?

 이처럼 <마리미테>를 단순히 백합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마리미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리하여 <마리미테>를 중점적으로 다루던 소위 메이저 블로거들은 무언의 

합의에 의해 특단의 조치를 감행하게 된다. 그것이 ‘<마리미테>를 백합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수많은 지인들은 원작자 콘노 오유키(今野緒雪)가 ‘<마리미테>는 판

타지이자 소프트백합’이라고 직접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35), ‘<마리미테>는 백합물이 아니

다!’는 주장을 펼친다.36) 이러한 주장이 점차 널리 퍼져나가 ‘<마리미테>는 단순한 Girl's 

Love가 아니다’ 라는 개념이 널리 확산되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마리미테>는 백합

물입니까?’ 라고. 글쎄,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긴다. 지금의 필자에게 <마리미테>가 

백합물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어느 쪽이어도 상관이 없다. 

<마리미테>가 백합물이든 백합물이 아니든, 필자에게 있어 <마리미테>는 인생의 중요한 전

환기를 가져온 명작의 하나이며,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문고본이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필

자는 만족한다.

Chapter.3 <칸나즈키의 무녀>와 다시 보는 2004년

 비록 필자의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어 몸소 체험하지는 못하 으나, 2004년은 백합물이 

35) 편집자 주) <마리미테> 문고본 2권, <황장미 혁명(黄薔薇革命)>의 후기에서 이런 언급을 찾을 수 있다. 하지

만 원문을 가감 없이 그 로 해석해 보면 깊은 뜻이 없는 작가의 농담으로 볼 수도 있다.

36) 편집자 주) <마리미테>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백합’에 가장 가까운 부분은 제 4권, <가시나무 숲(いばら

の森)>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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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중흥한 시기 다. 그중 중요한 사항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2004년 3월 : TVA <마리미테> 1기가 전 13화로 종료.

 · 2004년 7월 : <마리미테> 2기에 해당하는 TVA <마리미테~봄~> 방 .

 · 2004년 9월 : 정식 한국어 문고본인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제1권 발매.

 · 2004년 9월 : <마이히메(舞-HiME)> 방 .

 · 2004년 10월 : <나노하>와 <칸나즈키의 무녀(神無月の巫女)> 방  시작.

 이처럼 백합물의 시류와 계보를 잇는 걸작이 줄줄이 탄생한 시기 으니 ‘중흥한 시기’라는 

표현이 헛말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이다.

 물론 모든 작품들이 방 하자마자 백합물로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노하>나 

<마이히메>의 표적인 골든 백합 커플링인 타카마치 나노하(高町なのは, 이하 ‘나노하’)×

페이트 테스탈롯사(フェイト·テスタロッサ, 이하 ‘페이트’), 혹은 후지노 시즈루(藤乃静留)×

쿠가 나츠키(玖我なつき)가 본격적으로 물망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 다. 따라서 2004

년도 후반은 제1화부터 키스신을 내보내는 등, 초반부터 강한 백합물로 전선에 오른 <칸나

즈키의 무녀>의 전성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2004년을 휘어잡은 작품들을 다시 정리해 보자.

 · 2004년 1월~3월 : TVA <마리미테> (제1기)

 · 2004년 7월~9월 : TVA <마리미테~봄~> (제2기)

 · 2004년 10월~12월 : TVA <칸나즈키의 무녀>

 2004년에 개봉한 위 세 작품은 방  시작부터 종 까지 백합인들의 사랑을 줄곧 누릴 수 

있었다. <마리미테>는 원작의 문고본을 통해 백합의 명사로 널리 알려졌고, <칸나즈키의 

무녀>는 위에서도 적었듯 1화부터 강하게 백합물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다. 반면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잇달아 방 된 <나노하>와 <마이히메>의 경우, 백합노선으

로 완전히 갈아탈 때까지 다소의 시간을 필요로 하 다.

 백합물에 한 올바른 사전 지식을 정착하고, 다소 표현이 강한 백합물을 받아들일 수 있

는 내공이 길러진 한민국의 백합인들에게 열렬한 추앙을 받은 <칸나즈키의 무녀>. 필자

는 <칸나즈키의 무녀>를 볼 때마다 “<야미와 모자와 책의 여행자>가 1년만 더 늦게 방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못내 아쉽다.

Chapter.4 <마이히메> - <마이오토메>37)

 백합인들에게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칸나즈키의 무녀>가 종 된 뒤, 2005년을 표하는 

2  백합물 애니메이션으로 계보가 이어진다. 이것이 현재도 널리 알려진 <나노하>와 <마

이히메> 시리즈이다. 미소녀 백합물임에도 불구하고 용자물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전투액션

과 박진감 넘치는 전개, 장 한 플롯과 수많은 등장인물. 백합물의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상

당한 수작인 <나노하>와 <마이히메>는 2005년 백합의 양  산맥과도 다름없었다. 그것도 

2005년 전반기는 <마이히메>가, 후반기는 <나노하>가 사이좋게(?) 양분하고 있다. 먼저 

2005년 초반을 선점한 선라이즈38) 최초의 모에계 애니메이션, <마이히메>39) 시리즈를 보

37) 편집자 주) 초판에서는 이를 <마이 오토메 히메>로 표기하 으나, <마이오토메>가 옳다는 지적에 따라 1판 

2쇄부터 <마이오토메>로 표기한다.

38) 편집자 주) 선라이즈(サンライズ)는 로 <기동전사 건담(機動戦士ガンダム)> 등 리얼로봇물이나 열혈물, 

용자물을 주로 제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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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마이히메>에는 시미즈 아이, 노토 마미코, 나카하라 마이(中原麻衣), 치바 사에코(千葉

紗子), 난리 유카(南里侑香), 유카나(ゆかな), 타무라 유카리(田村ゆかり) 등, 백합인들에게 

유명한 성우들도 거 출연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필자가 존경해 마지않는 이노우에 키쿠코

(井上喜久子), 이와오 준코(岩男潤子), 신타니 료오코(新谷良子), 노가와 사쿠라(野川さくら) 

등이 열연하 으니, <마이히메>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성우 박의 작품이기

도 하 다.

 위에서도 거론한 바 있듯, <마이히메>가 본격적으로 백합인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

소의 시간이 필요하 다. 물론 토키하 마이×미코토(美袋命) 커플40)이나, 키쿠카와 유키노

(菊川雪之)×스즈시로 하루카(珠洲城遥) 커플41) 등 초반의 백합노선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마이히메>를 표하는 ‘차밥여자’와 ‘쿨 뷰티’의 궁합, 이른바 ‘시즈나츠’42)가 백

합의 전면에 나선 것은 작품의 후반부 다. 우선 자고 있던 나츠키를 시즈루가 몰래 덮치는 

이야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타 커플들의 기선을 제압한 데서 시작한다(자세한 묘사는 생략). 

이어 드라마 CD에서 시즈루의 진면목(역시 생략)이 유감없이 발휘되면서 여성 백합인들을 

중심으로 시즈루에 한 인기가 끝없이 폭주하 다.

 <마이히메>의 제2기로 볼 수 있는 <마이오토메(舞-乙HiME)>가 방 된 것은 2005년 10

월의 일이다. 전작의 성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캐릭터부터 이전의 캐릭터까지 엮어 초장부

터 줄줄이 백합을 표방하는 내용으로 가득하 다. 백합인들에게는 그 중에서도 시즈루의 인

기가 가장 높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Chapter.5 역사상 최고의 히트작 백합물, <나노하>

 미소녀게임을 원작으로 한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역  최장의 기록은 총 4쿨(전 52화)

로서, 이 기네스급 타이틀을 보유한 작품은 단 둘뿐이다. 하나는 Circus사의 <D.C~다카

포~(D.C. 〜ダ・カーポ〜, 이하 ‘다카포’)>이고, 다른 하나는 ivory사의 <나노하>이다. 필자

는 두 작품을 모두 좋아하고, <다카포>도 나름 로 분발한 작품으로 여긴다. 그러나 <나노

하>의 그것은 <다카포>와 비교를 불허할 뿐더러, 상식을 초월한 경지에 이르러 있다는 것

이 중론이다. <나노하>야말로 미소녀게임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는 부분의 기록

을 줄줄이 갈아 치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모든 타이틀을 보유한 역  최고 히트의 

챔피언 백합물이다.

 <나노하>의 1·2기 오프닝에 등장하는 ‘原作 ivory’ 라는 텔롭을 기억하는 분도 있을지 모

르겠다. ivory는 작가의 필명이 아닌 미소녀게임의 제작사 명칭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공식 

웹사이트 접속조차 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라진(?) 회사이다.

 이 ivory에서 만든 미소녀게임 <트라이앵글하트(とらいあんぐるハート)>가 JANIS에서 출

시된 것은 햇수로 10년 전인 1998년 12월의 일이었다. 이어 1999년 7월에는 2편이, 2000

년 12월에는 3편이 연이어 발매되었다. 이 게임은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

에서는 꽤나 인기가 좋아서, 심지어 그 위력이 <AIR>에 필적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 다. 

3편의 주인공은 퇴마사 일족의 장남인 타카마치 쿄우야(高町恭也), 나노하의 오빠인 그 검

도소년이다.

39) 작품의 제목 중 일부를 이루는 HiME는 ‘Highly-advanced Materializing Equipment’ 를 뜻하며, ‘여기가 아

닌 어딘가’에서 얻은 힘으로 상념을 물질화시키는 고차원 물질화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본어로 HiME의 

독음인 히메(姫)는 ‘공주’ 란 뜻을 가진다. 그리고 히로인 토키하 마이(鴇羽舞衣)를 인용하여 ‘나의 공주(My

姫)’라고 말장난한 부분도 자주 등장한다.

40) 재미있게도, 토키하 마이의 성우는 나카하라 마이이다. 즉 성우와 캐릭터의 이름이 같다.

41) 키쿠카와 유키노의 성우는 노토 마미코, 스즈시로 하루카의 성우는 유즈키 료오카(柚木涼香)이다.

42) 후지노 시즈루와 쿠가 나츠키의 커플링을 일컫는 조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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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6월에 <트라이앵글하트 3>의 팬 디스크43)인 <리리칼 장난감상자(リリカルおも

ちゃ箱)>가 미소녀게임 시장에 첫선을 보 다. 타카마치 쿄우야의 여동생인 타카마치 나노

하(高町なのは)가 히로인으로서는 최초로 등장하는데, 이 미니 시나리오의 제목이 <마법소

녀 리리칼 나노하>로서 TVA의 원작이라 볼 수 있다.44) 나노하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기획

을 타고 TVA로 만들어진 것은 2004년 10월로, 물론 이 역시 <마이히메>와 마찬가지로 처

음에는 백합인들의 주목을 그리 끌지 못하 다.

 그도 그럴 것이, 초반의 플롯은 로스트로기아(ロストロギア)45)를 둘러싼 나노하와 페이트

의 라이벌 구도로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친구가 되고 싶어!” 라고 외치며 그 친구를 S랭

크 마법력을 동원한 장거리 포격으로 사정없이 날려버리는(?) 나노하의 모습은, 백합이라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우정이었다.46)

 아무튼 1기 전반에서 스펙터클한 액션과 화려한 포격으로 중들에게 어필한 <나노하>는 

제13화의 나노하와 페이트의 이별 장면에서 백합물의 진가를 발산하며 백합인의 아쉬움과 

2기에 한 기 를 한 몸에 모았다.

 그래서일까. 뭐니 뭐니 해도 <나노하>의 진정한 ‘전설’은 제2기, <나노하 A's>와 더불어 

시작된다. 페이트의 성우인 미즈키 나나(水樹奈々)씨47)가 열연한 오프닝 싱글, <Eternal 

Blaze>는 2005년 10월 31일자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에서 성우 개인 명의의 음반으로는 

당시 역  최고 순위인 2위에 올랐다. 이듬해 출시된 제3기, <나노하 스트라이커즈>의 오

프닝인 <Secret Ambition>은 2007년 4월 30일자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에서 <Eternal 

Blaze> 이래 처음으로 다시 같은 기록에 올랐다.48)

 <나노하>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2006년 여름, 코믹마켓70(C70)49)의 서관에 마련된 기

업 부스에서는 한정 판매품의 수량을 전회(C69)보다 무려 3배 이상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날 점심을 채 넘기기도 전에 모조리 동나버리는 전 미문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3천장에 

달하는 통신판매 기표도 이내 동났다. 지금도 <나노하>는 기업 부스에서 사람 많이 몰리

는 부스로 타입문(Type-moon)50)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는 후문이다.

 제3기인 <나노하 스트라이커즈>는 2007년 4월에서 9월까지 공중파를 탔다. 기획 초기에

는 나노하와 페이트를 배제하고 스바루(スバル・ナカジマ)와 티아나(ティアナ・ランスター)

를 전면에 내세우려 하 으나 그게 프로듀서의 뜻 로 될 리가 만무하다. 작품이 종 한 후

에는 오히려 비비오(ヴィヴィオ)를 중심으로 한 나노하와 페이트 부부(?)의 가족이야기가 백

합인들이 열광하는 팬픽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백합인들의 백합의 미래에 한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2005년의 양  산맥을 이룬 백합물, <마이히메> 시리즈와 <마법소녀 리리칼 나노하>를 

조해 보면 백합물의 정석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빼어난 수작으로, 

어느 쪽도 모자라지 않게 백합인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 백합인으로 한정할 때, 필자는 

43) 편집자 주) 일본의 미소녀게임 제작사들은 자사의 게임을 구입한 유저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각종 벽지나 

미니 게임, 혹은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담긴 CD롬을 발매한다. 이를 가리켜 팬 디스크(Fan Disc)라 한다.

44) 하지만 시나리오의 내용은 게임의 본편과 그다지 상관이 없는 패럴렐 월드에 가깝다.

45) 편집자 주) 과거에 사라진 세계나, 멸망한 고 문명에서 만들어진 유산을 일컫는다. ‘시공관리국’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들 로스트로기아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46) 편집자 주) 이 때문에 <나노하>는 <기동포병 나노하>, <방공포병 나노하>등의 별칭(?)을 얻기도 한다.

47) 편집자 주) 여담이지만 미즈키 나나는 한때 엔카(演歌) 가수를 지망하던 성우 다. 따라서 연기가 주(主)이고 

노래가 부(副)인 여타 성우들과는 달리 자연히 그녀의 보컬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 한편 음 를 졸업했

음에도 오히려 더 노래를 못하는(?) 중견급 성우가 존재하기도 하니 재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48) 편집자 주) 참고로 1위를 기록한 앨범이나 싱글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49) 편집자 주) 코믹마켓에 한 사항은 로사 카츠라의 ‘[해외] 코믹마켓73(C73) 참가 보고서’ 를 참고한다.

50) 편집자 주) 페이트/스테이 나이트(Fate/Stay Night), 월희(月姫) 등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유명한 18금 게임 

제작사. 가끔 ‘페이트/타이가 콜로세움(フェイト/タイガーころしあむ)’ 과 같은 괴작(?)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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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히메>의 시즈나츠나 <나노하>의 나노페이(+하야)51)의 팬층은 거의 막상막하라고 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이히메> 시리즈는 <나노하>만큼 역사에 기록될 만한 폭발적 

인기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일까?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답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믿

고 다음 문단을 전개한다.

 <나노하>와 <마이히메>의 결정적인 차이는 속칭 ‘오타쿠 시장의 포획여부’에 달려 있었다. 

오타쿠 시장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남성들임을 감안할 때, 여기서 어(?)를 낚는 것은 

제작자들에게는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 비록 작품 자체는 수작이었지만, 백합적 요소만으

로 승부한다면 <마이히메>나 <스토파니> 정도의 파급력이 한계로 보인다. <나노하>는 백

합인들의 인기에 충분히 부합하면서도 남성향 시장을 제 로 포획하 기 때문에, 백합으로

서도, 미소녀게임 원작의 TVA로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성 팬들에게 백합을 인정하게끔 만들었으니 이 어찌 남성향에서 거둔 백합의 

참 승리가 아닐 수 있으랴.52) 역시 타카마치 나노하, 역  백합물의 진정한 챔피언이다.

Chapter.6 <전격 G's 매거진>의 정통파 학원 백합 드라마, <스트로베리 패닉!>

 항상 느끼지만 월간 미소녀게임 전문지인 <전격 G's 매거진>은 하이라이트 내지는 클라이

맥스를 장식하는 데 재주가 있어 보인다. 독자들을 포획하기 위하여 설정을 모든 가능성으

로 꽉꽉 채워서 그마저도 슬쩍슬쩍 수준이 아닌 아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니까. 12명의 

여동생을 등장시킨 <시스프리>나, 이제부터 다룰 <스토파니>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잠시 

든 생각이다. 작품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다룬 다른 작품들에 비

하면 가장 백합인들의 애정과 2차 창작이 적은 비운의 백합물이었다.53) 비록 구경거리나 

이야깃거리는 꽤 많았지만. 특히 나카하라 마이와 시미즈 아이의 실사 엔딩54)을 처음 보았

을 때의 경악과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2002년도를 기점으로 <시스프리>에서 절정을 이룬 여동생 장르가 서서히 백합으로 이동

하면서, 백합의 가능성을 점친 카도카와쇼텐(角川書店) 계열의 미디어웍스55)에서 발행되는 

미소녀게임 전문지 <전격 G's 매거진>에서 프로젝트56)를 시작한 것이 2003년 11월이었

다.57) 아스트라에어(アストラエア) 언덕에 세워진 명문 여학원 3개교, 미아트르(聖ミアトル)

와 스피카(聖スピカ), 루·리므(聖ル・リム)에 각기 전입한 주인공(즉 독자)의 3명의 여동생인 

아오이 나기사(蒼井渚砂), 코노하나 히카리(此花光莉), 휴우가 키즈나(日向絆奈)가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 각 1명, 총 3명의 애정공세를 받으며 벌어지는 ‘정통파 학원 백합 드라마’가 

캐치 프레이즈 다.58)

51) 편집자 주) ‘나노페이’ 는 나노하×페이트, ‘하야’ 는 야가미 하야테(八神はやて)를 가리킨다.

52) <나노하 스트라이커즈>에 이르러서는 유노라든가 자피라, 에리오 등의 남성캐릭터는 정말 주변인 수준이다.

53) 편집자 주) 이에 한 사항은 로사 카츠라의 ‘[평론] <스트로베리 패닉!> 소설 다이제스트·평론’을 참고한다.

54) 편집자 주) <스토파니>의 등장인물인 아오이 나기사(蒼井渚砂)의 성우인 나카하라 마이와, 스즈미 타마오(涼

水玉青)의 성우 시미즈 아이가 서로 뒤엉키는(?) 충격적인(!) 실사 상을 가리킨다.

55) 편집자 주) 미디어웍스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카도카와쇼텐 계열의 IT 계열 출판사인 아스키 코퍼레이션

과 합병하여, 그 이름이 ‘아스키-미디어웍스’로 변경될 예정이다.

56) ‘잡지의 프로젝트 작품’이란 독자들이 잡지에서 제시하는 앙케트나 선택에 투표로 참가하여 이야기를 마치 

현실에서 있는 것처럼 매월 시간에 맞추어 나아가는 독자참여 형태의 구도를 가리킨다.

57) 실제 이것은 <전격 G's 매거진>의 정체성(?)으로 볼 때도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격 G's 매거진>

의 G's란 단어 자체가 이미 미소녀게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성독자가 무려 90% 이상을 장악하는 마당에서 

백합을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이전의 히트(?)를 기록한 후타코이나 시스프리와 완전히 차별화된 일이었다. 

실제로 미디어웍스에서도 ‘아무리 최근 <마리미테>가 남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지만, 편집부로서도 이것

은 정말 단한 모험의 신기획’이란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왔던 모양이다.

58) TVA <스토파니>의 미아트르에서 나기사를 좋아하는 상 역이 하나조노 시즈마(花園静馬), 스즈미 타마오(涼

水玉青), 츠키다테 치요(月館千代)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초반 설정부터 ‘미아트르에 입학한 여동생 

나기사’의 커플링 상 역이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의 3명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인공의 여동생이란 설정 

때문에, 원래 나기사와 히카리와 키즈나에게는 ‘성(姓)’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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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망의 꿈을 안고 2003년 11월 첫 프로젝트를 선보인 <스토파니>는 말 그 로 처

참한 패배를 면치 못하 다. 무엇보다 제1회 총투표수가 1,979표에 그쳤다. 이는 <후타코이

(双恋)>의 5,600여 표, <시스프리>의 10,000여 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 다. 좀 더 심하

게 비교를 하자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의 메인 히로인급 캐릭터인 사쿠야(咲耶)가 혼자서 2

천표를 독식했으니, <스토파니>의 모든 캐릭터를 모아도 <시스프리>의 사쿠야 하나를 못 

당해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상황은 더 심각해져서, 2회 투표 때는 총합 1670표로, 1

위 커플링도 150표에 불과한 참담한(?) 지경에 이른다.

 실제로 2004년 초반에 메이저급 백합 블로그를 통하여 가끔 <스토파니>가 회자되기는 했

지만 그 내용은 부분 비판 아니면 원성(?)에 가까웠다. <마리미테>의 아류작이라느니, 남

성 위주의 백합물이라느니, 그리고 ‘오빠’에 의한 가짜백합이라느니.

 본디 <스토파니>의 설정에 ‘오빠’ 라는 캐릭터가 등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작인 <시스프리>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 이유로는 <전격 

G's 매거진>의 남성 독자수가 전체 독자의 90%를 장악하기 때문이다. 헌데 희한하게도 남

성 독자들조차 이 ‘오빠’란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 다. 백합물에서는 여성들의 테

두리에서 남성의 존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격 G's 매거진>에서는 몰랐던 것이

다.59)

 이런 참패의 결과를 받아들여 2004년부터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 첫 

번째로서 만인의 원성을 사던 오빠란 존재 제거를 들 수 있다. 오빠가 사라졌으니 나기사와 

히카리, 키즈나가 친자매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친자매 설정도 삭제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2004년 여름에 이른바 독자들을 선거권자로 삼은 ‘에트와르(エトワール) 전’

이 열렸는데, 우승자는 총투표 8605표 중 1653표를 거머쥔 나기사×타마오 커플이었다. 말

하자면 작품상으로는 시즈마×나기사가 에트와르전에 나가지만, 진짜 에트와르는 나기사-타

마오 다는 의미.60)

 <전격 G's 매거진>은 2005년에 들어서며 미디어 믹스 시 에 발맞춘 개정을 거친다. 두께

도 두 배 가량 두꺼워지고, 가격도 200엔 정도 뛰어오른다. 이 때 <스토파니>의 원화가는 

타쿠미 나무치(たくみなむち)씨로 전격 교체되었다. 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지만, 

오리지널 프로젝트의 메인 일러스트레이터가 바뀌는 일은 <전격 G's 매거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유는 불명에 부쳐지고 있지만, 당시 편집부원들이 현재의 캐릭터 디자인

으로서는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편집부의 과감한 결정은 

제 로 먹혀들어갔고, 현재 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백합인들이 <스토파니>의 캐릭터 디자인

에 친숙함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시기의 일러스트레이터 교체라 하겠다.

 물론 <전격 G's 매거진>이라면 인기가 없어도 그 로 어 붙 겠지만(?), <스토파니>의 

인기가 서서히 상승하자 가능성을 확신한 제작진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돌입한다.61) 각종 저

명한 작품의 스태프를 모아 결성한 TEAM ‘딸기숙사(いちご舍)’의 TVA <스토파니>는 월등

한 수작은 아닐지언정 <시스프리>에 비하면 구성이나 내용과 퀄리티 면에서 꽤 훌륭하

다. 특히 스즈미 타마오와 미나모토 치카루(源 千華留)가 2006 사이모에 토너먼트에서 예상

을 뛰어넘어 나름 로 선전하 으니 이 정도면 성공한 백합물이 아닌가 싶다.

59) 편집자 주) 이런 제약 탓에 <스토파니>의 ‘새하얀 별의 왕자님’, <마리미테>의 ‘미스터 리리안’ 등의 캐릭터

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제약은 오히려 다양한 커플링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60) 여담이지만 필자는 나기사×타마오 커플을 지지하고, 그중에서도 타마오를 가장 좋아한다.

61) <마리미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스토파니>가 제법 이야깃거리로 떠오른 것은 TVA 상  이후 다. 잡

지 프로젝트의 시작은 2003년 11월이고 방 이 2006년 4월에 시작하 으니 햇수로는 약 3년의 격차가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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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백합의 여명기 (2007~)

Chapter.1 2007년의 <나노하>와 <러키☆스타>, 차세 의 백합에 한 고찰

 이제 필자는 마지막으로 2007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마법소녀 리리칼 나노하 스트

라이커즈(魔法少女リリカルなのはStrikerS)>는 2007년 4월에 TVA로 방 되어 같은 해 9

월에 종 하 다. 생기발랄한 소녀에서 갑자기 19세의 처녀로 등장한 나노하의 모습에 실망

하고 발길을 돌린 사람도 있었으나, 장담컨  이들은 부분 남성들이었다. 오히려 백합인

들은 나노하-페이트-하야테의 속칭 ‘간지나는’ 언니가 된 모습을 모니터가 뚫어져라 쳐다보

며 무척 좋아하 다.

 그러나 <스트라이커즈>가 종 하기 이전부터, 이제는 백합 세의 시 가 저물어 제 로 

된 백합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는 백합인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 반면 남성향

에는 ‘츤데레’부터 시작하여 이미 갖가지 새로운 모에 장르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2008년, 과연 백합의 시 는 완전히 지나간 것일까?

 미소녀게임에서 10여년의 긴 세월 동안 장기 집권의 위세를 누린 ‘여동생 장르’의 시 는 

2003년을 기점으로 저물었다. 회사들도 더 이상 여동생 하나만을 내세우며 미소녀게임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여동생 장르는 진실로 미소녀게임의 세계에서 완전히 전멸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지금은 어느 미소녀게임을 들추어 보아도 한두 명의 캐릭터는 필수적으

로 여동생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비록 여동생 장르를 주 콘셉트로 하는 메이저 미소녀게임

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겠지만, 그 신 모든 미소녀게임에서 여동생 장르가 ‘보편화’가 된 

것이다.

 백합물도 이와 마찬가지다. ‘백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여성 캐릭터들만의 테두리 속

에서만 성립될 수 있으며, 남성 캐릭터들은 그 속을 절  침범해선 안 되는 그야말로 서브 

캐릭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백합인들이 많다. 혹은 제 로 된 백합물은 여×여 커플을 중

점적으로 다루는 작품이어야만 하기에, 몇몇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제 로 된 백합물 미소녀

게임은 거의 없다고 아쉬워하는 백합인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현재의 상황을 조망하면 당

연히 백합물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백합물’이 출시될 가능성은 매

우 낮다.

 필자는 그 반 로, 오히려 백합의 위력은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어느 애니메이션, 

어느 미소녀게임이라도 그 속에서 백합적인 요소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2006년 

초에 상 되어 전 세계적인 댄스열풍을 불러온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涼宮ハルヒの憂

鬱)>은 물론, 높은 품질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명가로 알려진 쿄토 애니메이션(京都アニメー
ション)의 작품들은 예외 없이 백합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에 리프(Leaf)에서 발매된 <ToHeart2 Xrated>는 한 두 명의 극히 예외

적인 캐릭터를 제외한 부분의 캐릭터들의 백합구현이 가능할 정도이다. 이제 백합의 위상

은 이제는 남성향·여성향 부분의 작품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모에 장르로 인정할 만큼 높

아진 것이다. 여기에 착안하면 차세  백합의 방향을 <나노하>와 쿄토 애니메이션의 <러키

☆스타(らき☆すた)>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러키☆스타>는 정통 커플링인 이즈미 코나타(泉こなた)×히이라기 카가미(柊かがみ)를 두

고 남성향에서도 매우 말이 많았다. 참고로 필자는 2007년 여름의 코믹마켓72(C72)에 참가

하여, 첫날인 금요일 내내 백합부스만 쭉 돌아본 적이 있다. 그 결과 코나×카가62) 동인지

를 꽤 건질 수 있었음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듯하다.

 남성향 쪽에서도 츤데레 카가미의 인기는 다른 캐릭터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62) 편집자 주) 이즈미 코나타×히이라기 카가미의 커플링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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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인들은 놓고 백합을 표방하는 이와사키 미나미(岩崎 みなみ)×코바와카와 유타카(小早

川 ゆたか)보다도 오히려 코나×카가 커플에 더욱 열광한다. 즉, <러키☆스타>에서 히이라기 

카가미의 존재는 남성향에서도, 백합인에게서도, 양쪽으로 모두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 나노하와 페이트처럼. 그리고 <나노하>와 <러키☆스타>는 남성향으로서도, 백합물로

서도 일본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차세 의 백합물은 ‘남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에 요소를 가지는 

동시에 백합인에게도 인정을 받는’ 작품이 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제작진에게 있

어서 이것은 하나의 생존 전략이다. 백합만으로 박을 날리기 힘들다는 것은 <스토파니>

나 <마이히메>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백합인들도, ‘남성향 백합물은 참다

운 백합물과 다르다. 남성들과 백합인은 어울릴 수 없다.’ 는 등의 고정 관념은 이제 타파해

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남성들과 백합인이 한 작품을 두고 함께 열광하며 연합할 수 있는 

백합물이야말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마리미테>가 붐을 일으킨 결정적인 요소가 다

름 아닌 남성향의 쏠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성향의 모에 따윈 필요 없어! 백합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백합인들을 지배해 온 하나의 고정 관념일지도 모른다.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 보면 모든 작

품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는 백합을 확인할 수 있다. 온 누리가 백합으로 가득한 세상, 그리

고 가끔씩 백합을 메인으로 삼고 출시되는 작품이 한둘씩 있어 준다면, 우리와 같은 백합인

들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행복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닐까? 이제 백합인들이 해야 할 일

은, 가상의 세계에서 널리 퍼진 백합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리라.

Chapter.2 미즈우미가 바라보는 백합

 지금까지 필자의 부족한 논문을 읽어 준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백합은 무엇인가? 왜 백합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백합 때문

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필자에게 있어 백합은 삶이다. 백합 덕에 필자는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그것은 미소

녀게임도 마찬가지이다. 1년 전 필리핀에서 돌아와 <다카포 2>를 클리어하고 나서 마치 하

나님의 계시라도 받은 듯 “나는 정통파 미소녀게임 플레이어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란 생각

이 불쑥 들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필자는 미소녀게임

을 즐기는 면에서는 플레이어가 맞다. <동급생>으로 시작하여 엘프(Elf)와 Leaf, Key 등의 

정통파 루트를 밟았고, 비록 늦기는 했지만 미소녀게임 애호가들과 무리 없이 어울리고, 한

국인 미소녀게임 플레이어의 필요조건(일본어 능력, 컴퓨터 기술, 커뮤니티 활동 등)을 체

로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통파 미소녀게임 플레이어, 즉 주변의 지인들과 독특하게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

는 것은 필자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필자는 ‘남자 캐릭

터’를 상당히 중시한다. 이거야말로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동

떨어진 플레이어가 아닐까. 필자 개인적으로 최고의 미소녀게임인 <Ever17-the out of 

infinity>의 경우도, 주인공의 이름이 고정된 데다,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서 높은 포인트

를 받았다. 심지어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소년’일 정도. 그렇다면 이런 필자

에게 있어 미소녀게임을 플레이하는 목적이 타 지인들과 크게 다르다, 란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과연 필자 미즈우미는 왜 미소녀게임을 하는가? <Ever17>을 플레이하며 이 질

문에 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고, 이 실마리는 <다카포2>를 클리어하며 확신

으로 변하 다.

 필자는 ‘행복한 세상’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작품 속의 세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들의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좌충우돌의 일상과, 주인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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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열정과 노력, 시련을 극복하여 해피엔딩으로 이르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었다. 미소

녀들의 일상과 사랑을 그리고 있는 ‘백합’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미소녀

백합게임은 그 작품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63) 

이것은 필자가 정통파 미소녀게임 계열에서 남자 주인공에 해서 그토록 추구해 온 설정이

니만큼, 필자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도 무리가 없었다고 본다.

Chapter.3 Lily Standing Proud,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백합64)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백

합은 무엇인가? 왜 백합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백합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

는가? 그것이 필자와 같이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좋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

들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읽는 여러분은 부분 고등학생 내지는 학생이며, 차가운 현실 속에서 무척이

나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행복해!’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기 바란다. 안타깝게도 부분의 청년들이 그렇기 때

문이다. 그러나 그 난국을 타개할 능력이 바로 백합에 한 열정에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왜냐하면 필자가 바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백합에 한 정확한 이해

에서 시작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주위의 것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다. 예를 들

어, 서로 동경하고 좋아하는 사이의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세상에 아무 것도 필요 

없고 딱 두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된다. 젊은 한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리리안 여학원의 원장수녀와 수십 년 전 자살시도를 했던 <가시나무 숲(いばらの森)>

의 저자 스가 세이(須加星)가 그랬고, 쿠보 시오리(久保栞)에게 도피를 제안할 때의 사토 세

이(佐藤聖)가 그랬다. 그러나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세월이 흐른 뒤 리리안 여학

원 원장수녀님이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 세이에게, ‘한 가지에 빠져 주위의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65)

 동경하는 자와 좋아하는 자, 그리고 그 사이를 메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거리와 

성장은 언제나 필요하다. 아무리 서로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둘이서 사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사회라는 거 한 지구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신이 정한 

상 방 외에도 수많은 사람과 부딪혀야 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칸나즈키의 무

녀>에서 쿠루스카와 히메코(来栖川姫子)가 한 말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 좋아해주는 주위의 사람

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이를 실천하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훌륭하게 성장한 두 

사람의 사랑이란 얼마나 멋진 것인지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백합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소중히 하기를 진정 권하고 싶다. 여전히 

백합에 한 일반인들의 시선은 편견과 오해로 인해 차갑기만 하다. 여러분들이 백합을 진

정으로 좋아한다면, 세상을 백합으로 바라보고, 백합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며, 백합을 통해 

63) <아트락나카>, <아카이이토(アカイイト)>, <카타하네(かたはね)> 같은 표적인 백합물 미소녀게임들의 시점

을 상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64) 편집자 주) 이 문구는 한 유명 학교의 슬로건이나, 이러한 패러디는 순전히 필자의 취향이다. 따라서 혹시

라도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독자가 있다면 양해를 구한다.

65) 연구소장 주) 하지만 ‘(사람이든 사물이든)무언가에 한 번도 빠져 보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누군가의 말 한

마디에 바로 열차를 끊어서 야밤의 부산으로 달려가거나, 다음 날 데이트 시간을 맞추려고 야근도 불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쉽게 공감할 수 없으리라 본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젊은 시절에 한 두 번으로 

그치도록 하자. 요즘 KTX 요금도 비싸고, 밤늦게까지 일하면 다음날 꽤나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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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여 나가는 자랑스러운 한민국의 백합인이 될 수 있다. 그 때에 주위 사람들은 우리

들을, 나아가 백합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언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백합의 세상을 위한 필자의 작은 소망이다.

 ‘Lily Standing Proud’,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질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백합’의 미래

를 기 한다.

 2008년 1월 20일

한민국백합연합 유리라역사연구공방.

1년 내내 백합꽃이 시들지 않는 한여름의 하츠네 섬에서.

백합연구소 객원연구원, 미즈우미 유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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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부록

Chapter.1 연표

 * 1996

 1996. ZUN, 도쿄전기 학 이공학부 문화제에서 동방Project 제1작 <東方靈異伝> 발매

 1996.12 TVA <천사소녀 네티> 국내 방

 * 1997

 1997.05 TVA <달의 요정 세일러문> 국내 방

 1997.01 슈에이샤(集英社) <Cobalt> 1997/2월호에 단편 <マリア様がみてる> 첫 게재

 1997.12 미소녀게임 <아트락나카> 발매

 * 1998

 1998.04 문고본 <마리미테> 제1권 일본 발매

 * 1999

 1999.06 TVA <카드캡터 체리> 국내 방

 * 2002

 2002.03 문고본 <마리미테> 제10권 <레이니 블루> 일본 발매

 2002.07 문고본 <마리미테> 제11권 <파라솔을 쓰고서> 일본 발매

 * 2003

 2003.07 최초의 백합 전문 만화잡지 <유리시마이> 발행

 2003.11 <전격 G's 매거진>, <스트로베리 패닉!> 프로젝트 시행

 * 2004

 2004.01.07 TVA <마리미테>　방  (~2004.03)

 2004.07 TVA <마리미테~봄~> 방  (~2004.09)

 2004.09 정식 한국어 문고본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제1권 발매

 2004.09 TVA <마이히메> 방  (~2005.03)

 2004.10 TVA <마법소녀 리리칼 나노하> 방  (~2004.12)

 2004.10 TVA <칸나즈키의 무녀> 방  (~2004.12)

 2004.10 미소녀게임 <아카이이토> 발매

 * 2005

 2005.07 백합 전문 만화잡지 <コミック百合姫> 재창간

 2005.10 TVA <마법소녀 리리칼 나노하 A's> 방  (~2005.12)

 2005.10 TVA <마이오토메> 방  (~2006.03)

 * 2006

 2006.01 TVA <카시마시~Girl meets girl~> 방  (~2006.03)

 2006.04 TVA <스트로베리 패닉!> 방  (~2006.09)

 2006.10 미소녀게임 <その花びらにくちづけを> 발매

 * 2007

 2007.01 미소녀게임 <카타하네(カタハネ)> 발매

 2007.04 TVA <마법소녀 리리칼 나노하 StrikerS> 방  (~2007.10)

 2007.04 TVA <러키☆스타> 방  (~2007.10)

 2007.05 미소녀게임 <その花びらにくちづけを わたしの王子さま> 발매

 2008.04 미소녀게임 <アオイシロ> 발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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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참고 게시물 및 관련 포스트

 * 아니메위킥스

 Strawberry Panic의 서론 (2006.11.12)

http://marimite.xt.to/bbs/zboard.php?id=yuri&no=152

 백합기초용어모음, ‘걸즈러브’ (2007.01.24)

http://marimite.xt.to/bbs/zboard.php?id=yuri&no=252

 <마리미테>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 백합 붐의 역사 (2007.01.30)

http://marimite.xt.to/bbs/zboard.php?id=yuri&no=261

 제가 백합물을 좋아하는 이유 (2007.03.10)

http://marimite.xt.to/bbs/zboard.php?id=yuri&no=317

 * 하츠네 섬

 학원아리스 감상 완료 (2005.08.17)

http://mizuumiy.egloos.com/1099185

 [TVA] 칸나즈키의 무녀 (神無月の巫女) (2005.05.14)

http://mizuumiy.egloos.com/1001704

 * 오가사와라 제도 본부

 카이엔의 미소녀게임론

http://www.mizuumiy.net/yggdrasil/bbs/view.php?id=yurira&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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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 Macabre님

산무챰회 만세!



언니가 필요해요 Vol. 1 (Winter 2008)

- 73 -

[축전] choran00님

학술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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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가나다 순)

루나로즈

 글쎄요…그다지 할 말이(퍽퍽퍽). 백합과 관련된 창작 소설을 쓰려고 구상했다가 마감 며

칠 전에 학술지라는 이야기 듣고 엄청 놀란 기억이 제일 강하네요. 급하게 쓴 글이라 자신

이 없습니다만…그래도 소장님이 잘 하셨으니까 걱정 마세요. 후훗. 이곳에서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러스트 4컷 만화를 그리지 못한 것일까. 

다음에 또 ‘기회’ 라는 것이 찾아온다면 해보고 싶네요(생긋).

로사 카츠라

 2007년 하반기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혹했다. 매 주마다 살아남는 것이 최 의 목표

다. 그런 와중에 일본 출장이나 백합제가 없었더라면 난 일찌감치 정신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른다. R903에서 낮과 밤을 함께 했던 현 의 마법사 후보생들에게, 2007년의 마지막 사

흘 동안 전쟁을 치 던 C73의 모든 참가자와 스태프들에게, 그리고 이번 백합제를 계획한 

스태프 여러분들과 참가자에게, Good Luck. 코토노하씨, 다 좋으니 피 묻은 칼은 치워요.

 -마리아님이 지켜보시는 고등학교에서-

미즈우미 유세현

 백합사에 한 미즈우미의 견해를 총정리하다시피한 이번 논문을 구입해 주신 독자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과연 몇 권이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일러스트레이터로 수고한 

CHEN(ii)님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백합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백합제에 부스를 내고 출

전하여 지면을 제공해 주신데다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백합연구소 소장, 로사 카츠라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밝힙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디 백합의 축복이 있기를!

소녀 커플 보호 위원회

 여러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ㅠㅠㅠ제발 맞춤법, 빈칸 띄우기 좀 지켜주세요 흑흑흑.

 전국의 소녀 커플 여러분 힘내세요! 꼭이요! 그리고 코토노하씨도 수고하셨어요!

CHEN(ii)

 많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다음이 있다면 좀 더 열심히!

 낙장 및 파본은 자동 폭파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여기 후기 쓰는 곳 아니던가......?

카츠라 코토노하

 오늘은 1월 22일 오후 11시, 드디어 편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

습니다^^. 저도 최종 마감 끝나는 로 나노하 꼭 볼게요!

Heeyachan

 다들 고생하셨습니다……랄까 편집자님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서 미안해요ㅠㅠㅠㅠㅠㅠㅠ

ㅠ 좋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ㅠㅠㅠㅠㅠㅠ랄까 내 원고가 있다는 것 자체로 좀 불안이

네요. 테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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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물 소개 (가나다 순)

루나로즈 | rune@onesama.net

 백합연구소 객원 연구원. 한 인터넷 방송국의 운 진도 겸임하고 있다.

 호그와트 도서관을 관리하고 싶어 사서 교육까지 받았다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로사 카츠라 때문

에 백합의 세계에 걸려든(?)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일본 출장을 다녀온 로사 카츠라가 내민 <사신의 

발라드(しにがみのバラッド。)> 액세서리에 알면서도 낚이는 바람에 이번 회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로사 카츠라(Rosa Katsura) |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학술지 제작 진행 총괄.

 K  재학 시절인 2004년 하반기,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를 접하고 백합의 세계를 발견하여 백합문

화를 연구 중이다. 연구 분야는 H신이 배제된 순수한 소녀×소녀 사이의 우정을 다룬 소프트 백합. 연

구소 운 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IT 관련 매체에서 기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저서로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 25·28권, <스트로베리 패닉!(ストロベリ・パニッ

ク!)> 1·2권 외 지하 번역본 다수.

미즈우미 유세현(水海唯Se-hyeon) | mizuumiy@hotmail.com

 백합연구소 객원 연구원. 화학공학을 전공하는 정통파 개신교 신도.

 홈페이지 <한여름의 오가사와라 제도, 백합의 하츠네 섬( 한민국백합연합 유리라역사연구공방)>.  

1996년 <천사소녀 네티>와 <동급생>을 통하여 이 세계에 입문. 모든 작품을 백합물로 망상하는 이른

바 Unlimited Lily Works의 능력은 소속 동호회 내에서도 ‘백합물이 아니라 여자 둘만 봐도 미즈우미

가 생각난다’는 평판이 있을 정도. <ああっ女神さまっ>의 베르단디 여신님과 그 성우 이노우에 키쿠

코씨의 열렬한 팬. 저술로는 <천사소녀 네티 사전> 및 <카드캡터 사쿠라 논문 제전>, <여신정보학개

론> 등.

엔토류아 | gothlos@hotmail.com

 백합연구소 비상임 고문. 자료 제공 및 검증 담당. 일본 여동생 보호회(가칭) 한국 연락책.

 정작 본인은 건전평범소시민지향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원양어선단을 이끄는 낚시질

의 명수. 로사 카츠라에게 백합제의 존재를 알려 백합연구소 설립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CHEN(ii) | yamujin@onesama.net

 백합연구소 공식 일러스트레이터. 학술지 일러스트 총괄.

 <괴도 세인트 테일>때문에 인생이 180도 뒤바뀐 20  소녀처녀. 청순거유안경누님이 자신의 취향이

라고 공공연히 주장한다(편집자 주 - 굵은 글씨 처리는 본인희망). 한때 “빈유라니 오네상일리 없어

요!” 라며 로사 카츠라와 맞선 적이 있으나 현재는 회지 발간을 위해 휴전중이다. “이런 회지인줄 알

았으면…” 이라고 한탄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으니….

카츠라 코토노하(カツラ古都ノ葉) | kotonoha@yuriinst.org

 백합연구소 소속. 학술지 편집 담당.

 어느 날 갑자기, 수상한 보스턴백을 들고 등장한 편집자. 본인의 말에 따르면 로사 카츠라가 보트 모

형을 사준다고 해서 군말 없이 승낙했다고. 그러나 연구소 재정이 파탄 지경이라는 것을 알고는 열심

히 칼을 갈고 있다. 회지의 프랑스어 제목은 순전히 그녀의 취향에 따른 것이다.

Heeyachan | heeyachan@hotmail.com

 백합연구소 객원 연구원. 통계·조사 담당.

 소꿉친구+여동생 코드에 정신을 못 차리는 중증의 시스터 콤플렉스 환자. 위험인물임.

 아니 사실은 평범한 학생 청년입니다. 네 정말이라구요.

 (편집자 주 -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데 연구소장과 편집자의 의견이 처음으로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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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수업이나 논문 등 학술적·비 리적인 용도의 전재 및 복사는 허용되며, 이 경우 출처

를 명확히 명기해야 합니다.

이 책에 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공식 블로그 yuriinst.org, 표메일 yuri@yuriin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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