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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年、当時まだサラリーマンであったゆうきまさみは西武池袋線江

古田駅前の喫茶店で、当時高校生であった川村万梨阿、とまとあきらと集まっ

てはアニメ、SF、漫画等について語り合っていた。この頃仲間内では架空のア

ニメ番組の設定、ストーリーなどを考える「企画ごっこ」という遊びが流行っ

ており、この「企画ごっこ」で最初に考え出されたのが『シェーラザード』と

いう、宇宙船乗りの養成学校に通う生徒たちが活躍する、星間戦争をテーマに

した物語であった。『シェーラザード』とパトレイバーとの共通点は主人公が

女の子であることくらいであったが、当時SFで女の子が主人公であるものなど

皆無に近かったことを考えると画期的なことであった。 

 

1982년, 당시 아직 셀러리 맨 이었던 유우키 마사미(ゆうきまさみ)

는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에코다(西武池袋線江古田)역 앞의 찻집에서 당시 고

교생이었던 카와무라 마리아(川村万梨阿), 토마토 아키라(とまとあきら)와 함

께, 아니메, SF, 만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당시 친구들 사이에

는 가공의 아니메 프로의 설정, 스토리 등을 생각하는「기획 놀이」란 것이 

유행하고 있었고, 이「기획 놀이」에서 처음 생각해 낸 것이「세헤라자드(シ

ェーラザード)」라고 하는, 우주선 승무원 양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

을 그린 성간전쟁을 테마로 한 이야기였다.「세헤라자드(シェーラザード)」

와「패트레이버(パトレイバー)」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여자아이라는 점 정도 

밖에는 없었으나 당시 SF에 여자아이가 주인공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

을 생각한다면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次に考え出されたのは『電光石火ギャラクレス』である。未来のある

銀河系で力仕事を請け負う会社の社長代理であった主人公が、作業メカ『ギャ

ラクレス』で銀河を駆け巡るライトコメディーで、『ギャラクレス』は『機動

戦士ガンダム』や『伝説巨神イデオン』などの、キャラクターが死亡するアニ

メに対し疑問を感じた一同が「キャラクターが絶対に死なないロボット・アニ

メ」というコンセプトで企画された。このコンセプトはパトレイバーにも受け

継がれており、また、前作と同じく主人公は女の子であった。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전광석화 갸라클레스(電光石火ギャラクレ

ス)」였다. 미래의 어느 은하계에 용역회사의 사장대리인 주인공이 작업메카 

「갸라클레스(ギャラクレス)」로 우주를 누비는 러브코메디로 「갸라클레스 

(ギャラクレス)」는 「기동전사 건담(機動戦士ガンダム)」, 「전설거신 이데

온(伝説巨神イデオン)」등 캐릭터가 사망하는 아니메에 의문을 가진 일동이 

「캐릭터가 절대로 죽지 않는 로보트 아니메」란 컨셉으로 기획되었다. 이 

컨셉은「패트레이버」에게도 이어졌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여자아

이였다. 

 

『ギャラクレス』の次に考え出されたのは『バイドール』で、とある

宇宙の植民地が舞台で、惑星開発及び土木作業用に広く普及した人型ロボット

『レイバーマシン』の悪用に対して、主人公の所属する警察側もレイバーマシ

ンで対抗する、といった内容であった。この『バイドール』は、レイバーとい

う呼称の登場、主人公が女の子で警察機構に所属している、『ファルコーネ・

シャフト（通称：シャフト）』という巨大企業かつ犯罪組織の登場、科学特捜
隊をモデルにした制服など、パトレイバーとの共通点が多く見られるようにな

った。 

 

「갸라클레스(ギャラクレス)」의 다음에 생각한 것은「바이돌(バイ

ドール)」로 어느 우주식민지를 무대로 혹성개발 및 토목작업용으로 널리 보

급된 인간형 로보트「레이버 머신(レイバーマシン)」의 악용에 대해 주인공

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 측에서도 레이버 머신에 대항 한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바이돌(バイドール)」은 레이버라는 호칭의 등장, 주인공이 여자아이로 

경찰기구에 소속되어 있고「팔코네 샤프트(통칭:샤프트) ファルコーネ・シャ

フト（通称：シャフト）」라는 거대기업이 범죄조직으로 등장하며 과학특수

대를 모델로 한 제복 등 패트레이버와의 많은 공통점을 보이게 된다. 

 

ゆうきはこの『バイドール』に、舞台が第二次関東大震災により半分

が壊滅した東京となるなどの変更を加え、知り合ったばかりの出渕裕に見せた。

出渕はこの企画を気に入り、TV化実現に向けて動き出した。出渕はSF作家で

ある火浦功に協力を求め、タイトルも『機動警察パトレイバー』となった。こ

の頃のパトレイバーには、特車二課が存在せず町の警察署にパトレイバーが配

備される、主人公の名前が『速見翼』であるなど現在のパトレイバーとはかな

り異なっていた。この企画は製作プロダクションに持ち込まれたが却下され、

宙に浮いてしまう。また、この後火浦は多忙になりパトレイバーの企画からは

抜けることとなった。 



 

유우키는 이 「바이돌(バイドール)」에서 무대가 제2차 칸토우 대지

진(第二次関東大震災)에 의해 절반이 붕괴된 도쿄(東京)가 되는 등의 변경을 

더해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즈부치 유타카(出渕裕)에게 보여준다. 이

즈부치는 이 기획이 마음에 들어 TV화 실현을 위해 움직이게 되고 SF작가

인 히우라 코우(火浦功)의 협조를 얻어 타이틀도「기동경찰 패트레이버(機動

警察パトレイバー)」로 바꾸었다. 이 당시 패트레이버에는 특차2과가 존재하

지 않았고 마을의 경찰서에 패트레이버가 배속되고 주인공의 이름이「하야

미 쯔바사(速見翼)」인 등 현재의 패트레이버와는 많이 달랐다. 이 기획은 

제작 프로덕션에 전달되었지만 각하되었고 허공을 떠돌게 된다, 이후 히우라

는 우여곡절 끝에 패트레이버에서 손을 떼게 된다. 

 

1986年、ゆうきは出渕から伊藤和典を紹介され、出渕は伊藤にパトレ

イバーの話を持ちかけた。伊藤は『テクノポリス21C』（パトレイバーと同じ

く近未来の警察機構を舞台としたロボット・アクション。前評判はよかったが

内容はいまひとつだった）を連想したことと「ブッちゃん（出渕）のプレゼン

テーションが下手だった」ことであまり良い印象を受けなかったが、「『ポリ

ス・アカデミー』のようなノリで」やることを出渕に相談し、ゆうき、出渕、

伊藤の三人で再度設定を煮詰めることとなり、コンセプトは「焼き魚志向の生

活アニメ」とした。同年秋には高田明美がキャラクター・デザイナーとして参
加した。これは、ゆうきが「名もない漫画家がしゃしゃり出てアニメ作るより

も、キャリア（業界の信用）のある人をキャラデザインに立てたほうが良いと

思った」ことと、「メカ・アニメのキャラデザインを女の人がやるのって初め

てだろうし、ストレートに自分の絵がアニメになるのって面白くもなんともな

いよね。俺、パトレイバーを作りたいんじゃなくて、見たいんだもん」という

理由による起用であった。その後作業は順調に進み、伊藤家のクリスマス・パ

ーティーでバンダイの鵜之沢伸プロデューサーにプレゼンテーションすること

となった。この結果TVシリーズ化は実現せず、異例の全6巻のOVA化が決定し

た。この頃参加したのが押井守であり、「ヘッドギア」のメンバーが出揃うこ

ととなった。なお、押井はメカデザインに「風呂釜のような作業機械に手足」

という案を出したが、ゆうきは初期の段階から「目の前に立ちふさがる巨人の

影に思わずブレーキを踏んでしまう」ような「あからさまな人型シルエット」

をイメージしており、却下された。 

 

1986년 유우키는 이즈부치로부터 이토우 카즈노리(伊藤和典)를 소

개받고, 이즈부치는 이토우에게 패트레이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토우는 



「테크노폴리스21C(テクノポリス21C)」(패트레이버와 비슷한 미래의 경찰기

구를 무대로 한 로보트 액션, 비평은 좋았지만 내용은 그저그런)을 연상케 

하고「붓쨩(이즈부치) ブッちゃん（出渕）의 프리젠테이션이 서툴다.」라는 

점 때문에 그다지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지만「『폴리스 아카데미(ポリ

ス・アカデミー)』같은 느낌」이란 점을 이즈부치와 상의해, 유우키, 이즈부

치, 이토우의 3명이 다시 한번 설정을 검토하게 된다. 컨셉은「생선구이 지

향의 생활 아니메(焼き魚志向の生活アニメ)」였다. 같은 해 가을에는 다카타 

아케미(高田明美)가 캐릭터 디자인으로 참가했다. 이것은 유우키가「이름도 

없는 만화가가 갑자기 나타나 아니메을 만드는 것 보다 캐리어(업계의 신용)

이 있는 사람이 캐릭터 디자인을 맡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과「메카 

아니메의 캐릭터 디자인을 여자가 하는 것이 처음이 되겠고, 바로 자신의 그

림이 아니메가 되는 것은 별로 재미없다. 나는 패트레이버를 만들기 보다는 

보고 싶다.」라는 이유로 기용되었다. 이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토

우집안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반다이(バンダイ)의 우노사와 신(鵜之沢伸) 

프로듀서에게 프리젠테이션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TV시리즈화는 실현되

지 않았고, 의외로 전6권의 OVA화가 결정되었다. 이 때쯤 해서 합류한 것이 

오시이 마모루(押井守)였고 이로 인해「헤드기어(ヘッドギア)」의 멤버가 확

정되기에 이른다. 오시이는 메카 디자인에「욕조 같은 작업기계에 손발이 달

린」이란 안을 냈지만 유우키는 초기 단계부터「눈 앞에 일어선 거인의 그

림자에 놀라 브레이크를 잡을 정도」의「명백한 인형 실루엣」을 상상하였

기에 각하되었다. 

 

출처 「일본어판 위키피디아 무료백과사전(http://ja.wikipedia.org)」 

번역  akane@butterflydigital.org

 

 

<저작권에 대해 한 말씀> 

1. 원문의 저작권은「일본어판 위키피디아 무료백과사전」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2. 2차 저작물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은 akane@butterflydigital.org에 

있습니다. 

3. 본 문서는 상업용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편집, 가공, 첨삭 등의 수

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문서는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나 다른 곳에 옮기실 때에는 출처

를 기재 하시고 어디에서 얻었는지 알지 못 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옮겨 왔다라고 명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http://ja.wikipedia.org/
mailto:akane@butterflydigital.org
mailto:akane@butterflydigita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