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추천] 이것들이 벌써 10년전 애니라니.. 추억의 인기 애니 17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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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디어를 통해서 「17 Popular Anime That Aired 10 Years Ago（10년전 인기 애니메이션 17작）」 가 발표 됬습니다. ㄷㄷ 대충 2006~2008년 사이의 인기작품들
을 대상으로 인기 있었던 17개 작품을 선정해놓듯 합니다. 저처럼 10년 전부터 애니를 봐온 사람들에게는 "이게 벌써 10년전 작품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시간은 진짜 빠른가 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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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루토 - 질풍전

제법 취향이 갈리긴 하지만 한시대를 풍미한 애니임에는 틀림없네요. 특히나 서양 사이트에서 선정한 작품이라 특히나 동양풍인 나루토가 선정됬나봅니다. 나루토만 보면 군
대에서 선임들이 후임들 부를 때
소환! 하면서 바닥에 손대던게 기억이 나네요 ㅋㅋㅋ 언제 잊으려나

2. 천원돌파 그렌라간

말이 필요없습니다. 제 수능을 망치게한 주범이자 가슴에 불을 지폈던 그 애니. 애니계에 다시 한번 드릴붐을 일으켰던 명작.. 다시 보고싶네요 ㅎ 이게 벌써 10년전이라
니..;;

3. 바카노!

옴니버스 작품의 최고봉. 원작 소설이 하늘을 뚫을정도로 인기가 좋아서 더불어 애니도 인기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4. 클라나드

이것도 말이 필요할까요. 안보신 분 계시면 꼭 보세요.
제 안의 애니에 대한 편견을 부순 작품. 벌써 눈물이 ㅠ

5. 초속 5센티미터

요즘 한창 날아다니시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인 「초속 5센티미터」 입니다. 작화도 내용도 아주 감성자극 당합니다. 「너의 이름은.」 과도 관련 있는 장면도 조금 나오
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6. DARKER THAN BLACK - 흑의 계약자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 흑의 계약자.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남자 오덕들의 마음을 빼았아갔던 캐릭터인 '인'이 등장하는 작품. 동시기에 방영된 그렌라간, 럭키스타, 나노
하 등에 묻혔던게 아쉽네요

7. 안녕 절망선생

이건 개인적인 감상으론 아직도 10년밖에 안 됬다고? 이긴 한데요.
아직 얼마 안됬구나 ㅋㅋ

8. 스쿨 데이즈

「말이 필요한가?」 3번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본사람 있다면.. 그대로 살아갑시다.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9. 히다마리 스케치

일상물. 일상물은 예나 지금이나 사랑받네요.

10. 럭키☆스타

2006년 희대의 히트작인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와 함께 재밌게 본 기억이 나네요.
오따꾸의 일상물이라 뭔가 신기했었지요 ㅋㅋ 사실상 저는 '코미케'라는걸 이걸보고 알았어요. ㅋ

11. 러브 콤플렉스

와 이것도 벌써 10년이구나.. 아직도 엔딩곡인 'BON BON' 노래방에서 부르고 있는데.. 10년전 노래가 됬다니 ㅠㅠ
달달한 러브코메디인데 오랜만에 또 보고싶네요.

12. 아프로 사무라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러 가는 내용이던가? 확실히 예전에는 사무라이 작품들이 제법 여러개 나왔었네요.

13. 모리비토 - 정령의 수호자

이 안에서 제가 유일(?)하게 안본 작품. 어떤 내용이지?

14. 모노노케

오프닝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나름 생각하면서 봤던...

15. ef - A Tale of Memories

크아.. 이게 벌써 10년이라니 이프 ㅠ
마음 아픈 작품들은 재탕한적 없어서 스토리밖에 기억이 안나네요..명작.

16. 카이지 - 도박묵시록

인생은 한방이라는걸 보여주는 애니였죠... 자와 자와 최근에 영화를 다시 봐서 그런지
10년이라는게 믿어지지않네요 ㅋㅋ

17. 피코 - 나의 작은 여름이야기

응... 저는 안봤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듯합니다.

<관련 링크>

17 Popular Anime That Aired 10 Years Ago
Hey! Did you know that 2007 was 10 years ago?!?! Crazy, right? ⋯
goboiano.com

1. Naruto: Shippuden
2. Tengen Toppa Gurren Lagann
3. Baccano!
4. Clannad

5. 5 Centimeters Per Second
6. Darker than Black
7. Sayonara Zetsubou Sensei
8. School Days
9. Hidamari Sketch
10. Lucky Star
11. Lovely Complex
12. Afro Samurai
13. Moribito: Guardian of the Spirit
14. Mononoke
15. ef: A Tale of Memories
16. Kaiji: Ultimate Survivor
17. Pico: My Little Summer 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