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 작품명 발표경로 수록 단행본 비고

1966
심장

心臟
작화그룹 동인지

1966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輝ける未來のために 
작화그룹 동인지

1967
별

星 
작화그룹 동인지 작가 17세

1967
태양은 빛나고 있다

太陽は輝いていた
별책 7

1968
행복의 한조각 : 월드 챔피언

幸福のかけら ワ―ルドチャンピオン
그룹 1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아나벨』 작가 대학에 입학

1968
일그러진 우주

歪んだ宇宙 
그룹 2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아나벨』

ㆍ비블로스 코믹문고 『초인 로크』 13권

1968
행복의 한조각 : 마왕의 딸

幸福のかけら 魔王の娘
SG시리즈 1

ㆍSG기획 앤솔로지 『붕우』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ㆍ東考社 앤솔로지 『진흙투성이의 천사』

1968
모래언덕의 묘비

砂丘の墓標 
작화그룹 동인지

1969
얄미운 그 아이

にっくいあの子 
작화그룹 동인지

1970
그 아이는 천사

あの娘は天使 
작화그룹 동인지

1972
우리 오빠

うちの兄貴 
별책 소녀코믹 5월호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컴퓨터 소녀』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아나벨』

ㆍ비블로스 코믹문고 『초인 로크』 12권

프로 데뷔작

(작가 23세)



1972
아키라 미오 대표류

アキラㆍミオ大漂流 
소년매거진 28~31호

ㆍSG기획 합작대전집 1 『아키라 미오 대표류』

ㆍ東考社 앤솔로지 『아키라 미오 대표류』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초인로크 신세계전대』

작화그룹 합작

1972
만화 스파르타 학원 4

まんがスパルタ學院 4 
동인지 ‘나카마’ 8

1972
러브레터 작전

らぶれたぁ作戰
소녀코믹 여름증간호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컴퓨터 소녀』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아나벨』

ㆍ비블로스 코믹문고 『초인 로크』 15권

1972
스카이호크 댄디 1

スカイホ―クㆍダンディ1 
별책 9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1972
레이디 캣

レディキャット 
소녀코믹 46호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컴퓨터 소녀』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아나벨』

1972
사랑을 찾아봐요

戀をさがそう
별책 소녀코믹 12월호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컴퓨터 소녀』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플레밍가의 비극』

1973
컴퓨터 소녀

こんぴゅうたあちゃん 
소녀코믹 6호

1973
날아올라라! 루시

飛び出せ！ル―シ― 
별책 소녀코믹 2월호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플레밍가의 비극』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1권

1973
지구는 평안해

地球はごきげん 
별책 소녀코믹 4월호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컴퓨터 소녀』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아나벨』

1974
주피터

ジュピタ―
소녀코믹 9호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컴퓨터 소녀』

ㆍ신서관 『초인로크의 세계 Part Ⅰ』

1974
다이아몬드 아이

ダイヤモンドㆍアイ 
TV랜드 2~4월호 특촬 코미컬라이즈

1974
마법소녀 메구양

魔女っ子メグちゃん 
소녀코믹 18~30호 애니 코미컬라이즈



1974
아그네스의 눈 이야기

アグネスの雪物語 
TV랜드 4월호 음악 관련

1974
사쿠라다 쥰코의 첫사랑 이야기

櫻田淳子の初戀物語 
TV랜드 5월호 음악 관련

1974
전진! 핑거 파이브

すすめフィンガ―5 
TV랜드 6월호 음악 관련

1974
고우 히로미의 쟈니즈주니어 특훈

鄕ひろみのジャニ―ズジュニア特訓 
TV랜드 7월호 음악 관련

1974
만화 스파르타 학원

まんがスパルタ學院 
‘나카마’ 증간 2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1974
플레밍가의 비극

フレミング家の悲劇 
별책 소녀코믹 9월호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플레밍가의 비극』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11권

1974
우주전함 야마토

宇宙戰艦ヤマト 
TV랜드 ’74.11월~’75.3월 애니 코미컬라이즈

1974
허구의 표적

虛構の標的
탑코믹 11월 28일호 유우키 신고와 합작

1975
우주전함 야마토 외전

宇宙戰艦ヤマトㆍ外傳
TV랜드 2월호 증간 애니 코미컬라이즈

1975
콘돌맨

コンド―ルマン 
TV랜드 4~9월호 특촬 코미컬라이즈

1975
스페이스맨 A

スペ―スマンA 
별책 TV랜드 5월호

ㆍ토쿠마서점 아니메쥬 코믹스 『페어페어 라이선더』 1권

ㆍSG기획 『초인 로크』 Vol. 2

ㆍ비블로스 코믹문고 『초인 로크』 12권

『팰콘 50』의 원형

1976
스카이호크 댄디 2

スカイホ―クダンディㆍ2 
캡틴코믹스 3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1976
닌자 캡터

忍者キャプタ―

ㆍ별책 TV랜드 10~11월호

ㆍ즐거운 유치원 5~6월호

ㆍTV랜드 ’76.7월~’77.2월

ㆍTV매거진 ’77.1월 증간호

ㆍ토쿠마서점 아니메쥬 코믹스 전2권

ㆍ토쿠마서점 TV랜드코믹스 『닌자캡터 걸작선 1』
특촬 코미컬라이즈



1977
만화 스파르타 학원

まんがスパルタ學院
만화군 창간호 별책부록

ㆍSG기획 합작대전집 5 『백만명 중의 두사람』

ㆍ신서관 『초인로크의 세계 Part Ⅱ』
작화그룹 공동작품

1977
쾌걸 즈밧토

怪傑ズバット
TV매거진 4월 증간호 ㆍ토쿠마서점 아니메쥬 코믹스 『닌자캡터』 2권 특촬 코미컬라이즈

1977
하야토의 도전

ハヤトの挑戰
자동차클럽 7~9월호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1977
대철인 17

大鐵人17 
TV랜드 2월 증간호 특촬 코미컬라이즈

1977
나가자, 젯츠!

進めジェッツ！ 
만화군 16호~? ㆍ쇼가쿠간 만화군 코믹스 전2권 ‘ひじり悠紀’ 명의

1977
컴퓨터 소녀

こんぴゅうたあちゃん 
캡틴코믹스 6

ㆍ오오토모출판 캡틴코믹스 『컴퓨터 소녀』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플레밍가의 비극』

ㆍ비블로스 코믹문고 『초인 로크』 5권

1977
다리우스의 바람

ダリウスの風
소녀코믹 11~14호

ㆍSG기획 합작대전집 3 『다리우스의 바람』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전1권
작화그룹 합작

1977
프리웨이 레이서

フリ―ウェイㆍレ―サ― 
증간 TV랜드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ㆍ소년화보사 히트코믹스 『초인 로크』 1권

ㆍ다이토샤 단행본 『페어페어 라이선더』 2권

1977
햄릿

ハムレット 
단행본 오리지널

ㆍ슈에이샤 몽키문고 전1권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전1권
셰익스피어 원작

1978
타이마닉

タイマニック 
TV매거진 별책 봄,여름호 완구 코미컬라이즈

1978
투장 다이모스

鬪將ダイモス 
TV군 5~12월호

애니 코미컬라이즈

(캐릭터 원안에 참가)

1978
황금의 전사

黃金の戰士 
아니메쥬 창간호~’80.5월호

ㆍ토쿠마서점 아니메쥬 코믹스 전1권

ㆍ다이토샤 단행본 전1권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1권

1978
데굴데굴 팍스

くるくるパッＸ 
만화군 10호~’80.8호

ㆍ쇼가쿠간 만화군 코믹스 전4권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9~11권
‘ひじり悠紀’ 명의



1978
로드 스튜어트 이야기

ロッドㆍスチュワ―ト物語 
더 뮤직 음악 관련

1978
빌리 조엘 이야기

ビリ―ㆍジョエル物語 
더 뮤직 음악 관련

1978
백만명 중의 두사람

1000万人の2人
소년킹 45~46호

ㆍSG기획 합작대전집 5 『백만명 중의 두사람』

ㆍSG기획 『초인 로크』 Vol. 4
작화그룹 합작

1978
엘리엇의 망령

エリオットの亡靈
세븐 코믹스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플레밍가의 비극』

1978
슈쨩은 구장에 갔니?

秀ちゃんは球場へいった？ 
집필 당시 미발표/단행본 특별게재 ㆍSG기획 『초인 로크』 Vol. 1

1979
잃어버린 전설

失われた傳說
GROUP 2~5호 ㆍSG기획 합작대전집 2 『잃어버린 전설』 작화그룹 합작

1979
오디오 견문록

お―でお見聞錄 
FM레코팔 봄 증간호 음악 관련

1979
스펙트럼 학원

スペクトラム學園 
소년빅 15~17호

ㆍ쇼가쿠간 소년빅 코믹스 

  『히지리유키 선집 : 스펙트럼 학원』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11권

1979
스페이스 코롯케

スペ―スㆍコロッケ
중1시대 하계증간호 ㆍ소년화보사 히트코믹스 『초인 로크』 11권

1979
앙리에타!

アンリエッタ!
단행본 오리지널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플레밍가의 비극』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11권

1979
거울 속의 마리

鏡の中のマリィ 
단행본 오리지널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플레밍가의 비극』

1979
오디오 연결방법 가르쳐드려요

つなぎかたおしえます 
FM레코팔 가을 증간호 음악 관련

1979
암흑선회강하

暗黑旋回降下 
SF만화 경작대전집 4

1979
바다로...

海へ… 
류 1



1979
페어페어 라이선더

ペアペアライサンダ―
류 2호~’82.9월호

ㆍ토쿠마서점 아니메쥬 코믹스 전3권

ㆍ다이토샤 단행본 전2권
초기 부정기 연재

1979
스카이호크 댄디 등장

スカイホ―クダンディ登場
세븐 코믹스

ㆍ신서관 『초인로크의 세계 Part Ⅱ』

ㆍ토쿠마서점 아니메쥬 코믹스 『페어페어 라이선더』 3권

1980
아나벨

アナベル 
단행본 오리지널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아나벨』

1980
스카이호크 댄디의 화려한 부활

スカイホ―クダンディ華麗なる復活 
세븐 코믹스 ㆍ토쿠마서점 아니메쥬 코믹스 『페어페어 라이선더』 3권

1980
마녀의 계절

魔女の季節 
GROUP 4호

ㆍSG기획 『라스트 위저드』

ㆍ다이토샤 단행본 『황금의 전사』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1권

1980
전인 자보거

電人ザボ―ガ― 
류 9 특촬 코미컬라이즈

1981
괴도 스카이락

怪盜スカイラ―ク
GROUP 6~7호 ㆍSG기획 『괴도 스카이락』 작화그룹 릴레이만화

1981
은하를 잇는 자

銀河を繼ぐ者
소녀코믹 11~15호

ㆍSG기획 합작대전집 4 『은하를 잇는 자』

ㆍ코단샤 KC프렌드 전1권
작화그룹 합작

1981
스위트 미카

スイ―トㆍミカ 
소년빅 18호부터 부정기 연재

ㆍ쇼가쿠간 소년빅 코믹스 

  『히지리유키 선집 : 스위트 미카』

1981
나의 시나 이스턴

ぼくのシ―ナㆍイ―ストン 
FM레코팔 24호 음악 관련

1981
사운드ㆍ러브 함께 가르쳐드려요

サウンドㆍラブ 組み合わせ敎えます 
단행본 오리지널 ㆍ신서관 「초인로크의 세계 PartⅢ」 음악 관련

1982
황금세계의 공주님

黃金世界の姬君 
GROUP 10호

1982
팰콘 50[파이브 오]

ファルコン50 
WINGS 창간호~’87.5월호

ㆍ신서관 페이퍼문 코믹스 전6권

ㆍ미노리서방 OUT COMICS 전5권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5~8권



1982
괴도 스카이락의 화려한 모험

怪盜スカイラ―ク華麗なる冒險
SF만화 경작대전집 17

ㆍSG기획 합작대전집 5 『백만명 중의 두사람』

ㆍ東京三世社 앤솔로지 『시간 사냥꾼』
작화그룹 합작

1982
히노마루 포세이돈

日の丸ポセイドン
소년빅 8월 증간호

ㆍ쇼가쿠간 소년빅 코믹스 

  『히지리유키 선집 : 스펙트럼 학원』

1982
러브 미 푸딩!

らぶㆍみいㆍぷりん！ 
소년빅 11월 증간호

ㆍ쇼가쿠간 소년빅 코믹스 

  『히지리유키 선집 : 스펙트럼 학원』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11권

1982
베레누스의 로빈 : 불꽃의 전설

ベレヌスのロビン 炎の傳說
소년KING 3~9호 ㆍ소년화보사 히트코믹스 전1권 작화그룹 합작

1982
초은하활동대사진

超銀河活動大寫眞
WINGS 3호 ㆍSG기획 합작대전집 2 『잃어버린 전설』 작화그룹 합작

1982
파이팅! 고고즈

がんばれ!!ゴ―ゴ―ズ 
FM레코팔 12호 음악 관련

1983
포세이돈 카미카제

ポセイドン神風 
류 1월호

1983
일본이 4해협을 기뢰봉쇄하는 날

日本が4海峽を機雷封鎖する日 
GORO 4월 14일호

1983
마녀인데 좋아?!

MAJOっていいかな!? 
소년빅 8월 증간호

ㆍ쇼가쿠간 소년빅 코믹스 

  『히지리유키 선집 : 스펙트럼 학원』

ㆍ비블로스 코믹문고 『초인 로크』 7권

1983
유카리선생 위기일발

ゆかり先生危機一髮
소년빅 14호

ㆍ쇼가쿠간 소년빅 코믹스 

  『히지리유키 선집 : 스펙트럼 학원』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1권

1983
매지컬 미스테리 저니

マジカルㆍミステリ―ㆍジャ―ニ―
FM레코팔 5호 음악 관련

1983
마키에게 안부전해줘!

マ―キ―へようこそ!! 
FM레코팔 17호 음악 관련



1983
솔라 스나이퍼

ソ―ラ―ㆍスナイパ―
소년빅 증간호

ㆍSG기획 『라스트 위저드』

ㆍ쇼가쿠간 열광단편만화걸작집 ’83

ㆍ다이토샤 단행본 『페어페어 라이선더』 2권

1984
스타더스트 포물첩

スタ―ㆍダスト捕物帳
소년빅 증간호

1984
베레누스의 로빈 : 불꽃의 전사

ベレヌスのロビン 炎の戰士
단행본 오리지널 ㆍSG기획 단행본 전1권 작화그룹 합작

1984
하이하이 록쿤로드 : 프리텐더스

はいはいロックンㆍロ―ド--プリテンダ―ズ--
FM레코팔 11호 음악 관련

1984
스카이호크 댄디(파트 1)

スカイホ―クダンディ 
소년KING 여름 증간호

ㆍ소년화보사 히트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ㆍ다이토샤 단행본 『스카이호크 댄디』

1985
에니카

エニカ 
GROUP 21호 ㆍSG기획 『라스트 위저드』

1985
악마의 반지

夢魔の指輪
GROUP 22호 작화그룹 합작

1985
스카이호크 댄디(파트 2)

スカイホ―クダンディ 
소년KING 겨울 증간호

ㆍ소년화보사 히트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ㆍ다이토샤 단행본 『스카이호크 댄디』

1985
TWD 익스프레스

TWDエクスプレス 
SF애니메디아 창간호~NORA

ㆍ학습연구사 노라코믹스 전4권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2~4권
’87년에 OVA화

1985
스카이호크 댄디(파트 3)

スカイホ―クダンディ 
소년KING 증간호

ㆍ소년화보사 히트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ㆍ다이토샤 단행본 『스카이호크 댄디』

1986
인법 네고로 영웅열전

忍法根來良英雄列傳
GROUP 그래피티 ㆍSG기획 합작대전집 5 『백만명 중의 두사람』 작화그룹 합작

1986
스카이호크 댄디(파트 4)

スカイホ―クダンディ 
소년KING 증간호

ㆍ소년화보사 히트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ㆍ다이토샤 단행본 『스카이호크 댄디』

1986
미나모토 타로란 자는 이런 사람!

みなもと太朗とゆ―のはこ―ゆ人でっせ！ 

동료작가 미나모토 타로의 

단행본 축전
ㆍ『호모호모 세븐 걸작선』

1986
스카이호크 댄디(파트 5)

スカイホ―クダンディ 
소년KING 신춘증간호

ㆍ소년화보사 히트코믹스 『스카이호크 댄디』

ㆍ다이토샤 단행본 『스카이호크 댄디』



※보라색으로 표시된 판본은 현재 전자책으로 구입 가능. 그외는 모두 절판.

※비블로스 코믹문고 『초인 로크』는 시공사에서 18권까지 한국어판 발매. 동시수록된 비(非) 로크 단편들도 모두 번역되었으나 현재 절판.

  (그밖에 히지리 유키의 오리지널 작품들이 한국어로 정식번역된 예는 적어도 작성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음)

■ 참고링크 ■

http://www.denkaba.com/works_lists.html [년도 및 발표경로]

http://www.aurora.dti.ne.jp/~yken/locke/nocom.htm [수록 단행본(로크 외)]

http://www.center.nitech.ac.jp/~kenji/locke.html [수록 단행본(로크 관련)]

1987
모모코 사가

モモコㆍサ―ガ 
소년KING 신춘증간호

ㆍ다이토샤 단행본 『황금의 전사』

ㆍ비블로스 코믹문고 『초인 로크』 12권

1987
스카이호크 댄디

スカイホ―クダンディ 
소년KING 증간호

1987
익스플로러 50

エクスプロ―ラ―50 
WINGS 8월호

ㆍ미노리서방 OUT COMICS 『팰콘 50』 5권

ㆍ비블로스 『히지리유키 작품집』 4권

1989
GP 그리폰

GPグリフォン 
NORA 2월호

1989
라스트 위저드

ラストㆍウィザ―ド 
GROUP 42, 43, 45호 ㆍSG기획 『라스트 위저드』

1990
워 프린세스

ウォ―ㆍプリンセス 
NORA 1~8월호 ㆍ학습연구사 노라코믹스 전1권

1990
미르잔느의 폭풍

ミルザンヌの嵐 
코믹GIGA ㆍ주부와생활사 GIGA COMICS DX 전1권

1994
용전사 미코토

龍戰士ミコト 
GROUP 66, 6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