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쟁이 조치 점성가 마드모아 젤 사랑의 추억

占星術師のマドモアゼル愛に会って鑑定してもらったのは今から二十九年前位 前の

事だ。 점성가의 마드모아 젤 사랑을 만나 감정 해 준 것은 지금부터 이십 구 년

전에 위 전이다. 当時、私は熊本にいて福岡に行った時にある占い師を見て、その人を

通して福岡市の天神コアビルで占い師のチャリティに行ってみた。 당시 나는 구마모

토있어 후쿠오카에 갔을 때의 점쟁이를보고 그 사람을 통해 후쿠오카시 텐진 코아비

루에서 점쟁이의 자선에 가서 보았다.
その時に東京から来ていたのがマドモアゼル愛と紅有里だった。 그 때 도쿄에서 온
것이 마드모아 젤 사랑과 붉은 아리 사토이었다. もう一人は福岡市の占い師だったと
思う。 또 한사람은 후쿠오카시의 점쟁이이었다고 생각한다. マドモアゼル愛と紅有里
にみてもらった。 마드모아 젤 사랑과 붉은 알리 봐달라고했다. 紅有里は今はすでに
この世にいない。 홍 알리 지금은 이미이 세상에 없다.
紅有里が言った事は、もう忘れてしまった。 붉은 개미들이 말한 것은 또 잊어 버
렸다. さて、マドモアゼル愛。 그런데, 마드모아 젤 사랑. その頃、炎愛という名前で
どこかに書いていたのを見たことがあった。 그 무렵, 불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
딘가에 쓰고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었다. 実際に見ると今の顔とは少し違って、もちろ
ん若いし、髪の毛もまだ普通にあった。 실제로 보면 지금의 얼굴과는 조금 다른,
물론 젊고 머리도 아직 일반에 있었다. チャリティ箱に五百円入れて、占いの始まり
。 자선 상자에 오백 엔 넣고 운세의 시작.
マドモアゼル愛は、 마드모아 젤 사랑은
「あなたはふつうの職業ではだめですね。」 "당신은 보통 직업이 안되네요."
とかいう事を言った。 라고 말하는 것을 말했다.
「今は何をされていますか。」 "지금 무엇을하고 있습니까?"
「陸上自衛隊です。」 "육상 자위대입니다."
「うん、それも普通じゃないな・・・。」 "그래, 그것도 보통이 아닌데 ...."
「前は壁紙の会社で働いていたんですけど。」 "전에는 벽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
는데."
「それは、だめです。」 "그것은 안됩니다."
とマドモアゼル愛は言うと首を横に振った。 과 마드모아 젤 사랑 말하면 고개를
가로 저었다.
「何か金管楽器なんかやるといいですよ。」 "뭔가 금관 악기 따위 주면 좋아요."
とアドバイスしてくれた。 고 조언 해 주었다.
「とにかく職業はふつうではだめです。」 "어쨌든 직업은 보통이 안됩니다."
とか何とかも。 라든가 뭐도. それから私は普通のサラリーマンをやった事がない。
그럼 보통의 샐러리맨을 해본 적이 없다. 朝、通勤電車に乗って会社に行ったのも合
計で半年にも満たないだろう。 아침, 통근 전철을 타고 회사에 갔는데도 총 반년도
안되는 것이다.
そういう意味ではマドモアゼル愛の占いは当たった。 그런 의미에서 마드모아 젤 사
랑의 운세는 맞았다. もしかして、そのアドバイスを実行したのかも、とも思えるが、
やはり自衛隊をやめても普通といえる職業にはつかなかったので占星術は当たるのだ。
혹시 그 조언을 실행했을지도라고 생각되지만, 역시 자위대를 그만 두어도 보통이
라고 할 수있는 직업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점성술은 해당 것이다. まあ、楽器は何
もしませんでした。 글쎄, 악기는 아무것도하지 않았습니다. だからアドバイスは実行
していないわけだが。 그래서 조언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それから十二年くらいたって、あるところにあったマドモアゼル愛の通信鑑定に 그
리고 십이 년 정도 경과 한 데 있었다 마드모아 젤 사랑의 통신 감정에
申し込んでみた。 신청 보았다. 郵便で鑑定は送られてきたが、その中に 우편으로 감



申し込んでみた。 신청 보았다. 郵便で鑑定は送られてきたが、その中に 우편으로 감
정이 전달되어 왔지만, 그 동안
「あなたには億万長者の星があります。」 "당신은 억만 장자의 별이 있습니다."
と書いてあった。 라고 써 있었다. その時も、現在も億万長者という状態には程遠いの
だが、私も少しは占星術はわかるので、その占断はわかります。 그때도 지금도 억만
장자라는 상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도 조금 점성술은 알 수 있으므로
그占断는 알 수 있습니다. が、時期は特定してなかったし、私もいつかはわからない
。 이시기는 확인하지 않았고, 나도 언젠가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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