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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 만이, 진실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당신의 대답」입니까？

이 초대장을 받을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묻고 있습니다. 

A r e  y o u  a  t h i n k i n g  r e e d ?
(당신은 생각하는 갈대입니까?)

［CD Series 2nd Season Title Visual］

「華Doll*(하나돌)」은 악곡과 드라마 파트가 수록된 CD시리즈 콘텐츠입니다. 

「華Doll*(하나돌)」은 지금까지의 아이돌의 이미지를 다른 시점으로 오려내어, 금기라고 할 수 있는 테마에 일부러 

발을 들여놓은 지적 흥분형 콘텐츠입니다. 

언뜻 보면, 그것은 아이돌을 꿈꾸는 소년들의 성장과 인생을 그린 스토리이지만, 거기에는 뒷 설정과 연결되는 

이야기의 복선이나 메세지가 다양한 형태로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본 작품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그대로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혹시 당신이 이 작품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 그리고 「듣고×보고×생각하는」 힘을 활용하여 이 작품에 숨겨진 본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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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금지

  https://www.hana-doll.com/ 　 　 @Amagiri_Prod　　   @amagiri_production　아마기리 프로덕션
［Character design］Anthos* - Teita ■ Loulou*di - Fumi Takamura



Are you a thinking reed ?

화려하게 빛나는 업계의 인기인, 「아이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두가 동경하는 직업. 

하지만, 그 아이돌 업계는 지금은 수많은 이미테이션이 넘쳐나며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어느 연예기획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華Doll*(하나돌) 프로젝트」

그것은 「예술」과 「의료」의 융합.

사람의 몸에 특수한 꽃씨를 심고, 그 성장에 맞춰 

사람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의료 기술. 

그 기술을 통해 높은 재능을 가진 「완벽」에 가까운 아이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다.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꿈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다. 

혹독한 오디션을 통과하고, 가혹한 레슨을 거쳐 선발된 것은, 6명의 소년. 

그들은 각자가 가진 「어떤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세계에 발을 내딛었다. 

그것은 인생과 바꾸어 「꽃」을 얻은 소년들.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미숙한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

그들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華Doll*(하나돌)』
그것은 「인간」인가、「인형」인가.

ABOUT THE HANA-Doll Project ��

아마기리 프로덕션

창업자/현 대표 이사 사장 아마기리 하지메

아마기리 프로덕션은 아이돌 양성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연예 기획사이다. 예의나 규칙이 엄격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소속 아이돌에게는 엄격한 규율과 카스트(계급) 제도가 적용된다. 

이 아마기리 프로덕션이 시작한 새로운 아이돌의 형태를 추구하는 프로젝트. 

그것이 【華Doll*(하나돌) 프로젝트】（HANA-Doll Project）이다.

Anthos*　

Anthos*(프리 데뷔 시：Anthos)는 華Doll*(하나돌) 프로젝트의 보이그룹이다. 유닛 명의 유래는 그리스어로 

「꽃」을 의미하는 말. 華Doll*(하나돌) 프로젝트 중에서는 【이제부터 성장해 가는 유닛】이라는 의미로, 처음부터 

완전한 데뷔가 아니라 「프리 데뷔」조로서 활동을 시작하여, 초기 멤버 6인이 전원 개화한 뒤, 비공개 멤버였던 

야시로 세츠나가 새롭게 합류해 7인조 그룹으로서 정식 데뷔했다.

【華Doll*(하나돌) 프로젝트】 에서는, 특수한 꽃의 「씨앗」이라 불리는 캡슐을 인체에 심어서,  일반적으로는 억제되어 있는 

뇌 기능의 리미터를 해제하여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방하여 「완벽한」아이돌을 추구한다.

“씨앗”의 성장은 그 인물의 감정이나 팬으로부터의 응원에 좌우된다. 언젠가 씨앗은 체내에 꽃을 피운다. 

“씨앗”에는 GPS 기능도 있어, 한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인물은 프로젝트의 관리하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며, 매일 뇌파 

측정, 건강 진단 등이 이뤄진다. 이런 건강 관리는 모두가 최신 기술을 탑재한 마스코트 안드로이드 PLANTs（플랜츠）가 

실행한다.

Loulou*di

Loulou*di는 아마기리 프로덕션의 SS클래스 연습생이었던 카라스마 아게하, 히나기 루이, 아메미야 카이토의 3

인조 그룹으로, 카라스마 아게하를 절대적 센터로 하는 인기 아이돌이었지만, 아메미야 카이토의 탈퇴로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그 후, 새로운 멤버로 사쿠라이 토키가 가입해 새로운 「Loulou*di」로서 활동을 재개. 유닛 명은 

그리스어로 「꽃」을 의미한다. 

【Loumiel(루미엘)】

Loulou*di 팬의 통칭이며, 공식 팬클럽 이름이기도 하다. 

【Antholic(안톨릭)】

Anthos* 팬의 통칭이며, 공식 팬클럽 이름이기도 하다.

안토스

루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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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ST PROFILES

影河凌駕
카게카와 료가
CV:하마노 다이키 (濱野大輝)
Birthday：8/31 Age：25
Height：183cm Blood type：A
Image color：Green
Group Responsibility：근육 담당
Flower Mark：클로버
Mark Location：오른팔
Hobby or Specialty：카메라, 근육 트레이닝
Personality：
Anthos*의 부모님같은 존재. 멤버 중 최연장자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Anthos*를 지탱하고 있는 줄기 
같은 존재. 그의 근육미는 멤버 전원이 동경한다. 보기와는 
달리 의외로 눈물이 많고, 안는 베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섬세한 일면도 있다. 최근의 고민은 발 사이즈가 
너무 커서 맞는 신발이 없다는 것. 

結城眞紘
유키 마히로
CV：야마시타 세이이치로 (山下誠一郎)
Birthday：4/4 Age：20
Height：174cm Blood type：O
Image color：Red
Group Responsibility：미소 담당
Flower Mark：아네모네
Mark Location：목
Hobby or Specialty：시대극, 요리 
Personality：
솔직하고 견실하지만 어딘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성격으로, 
어리광을 잘 부려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생 역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자거나 먹거나 하면 곧 잊어버리는 
낙관론자. 어쨌든 순수하고, 남을 거의 의심하지 않고, 멤버들을 
정말 좋아한다.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복의 센스가 
극악이라 지금은 보다 못한 멤버들에게 받은 옷을 입고 있다. 

如月 薫
키사라기 카오루
CV：토키 슌이치 (土岐隼一)
Birthday：2/7 Age：20
Height：178cm Blood type：A
Image color：Blue
Group Responsibility：음이온 담당
Flower Mark：물망초
Mark Location：왼쪽 가슴
Hobby or Specialty：과자 만들기, 그림 그리기
Personality：
성실하고, 노력파이며, 누구에게나 공손하고 신사적인 왕자 
기질. 그 상냥한 성격이 화를 불러서 여러 사건에 쉽게 휘말린다.
차분한 성격으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도 연상으로 보이는 것이 
고민. 멤버 중에서는 가장 협조성이 좋아 Anthos*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챙겨주는 역할이지만, 그런 반면 꽤 
천진난한 성격도 있는 치유계. 

チセ（祥來千勢）
치세(쇼라이 치토세)
CV：코마다 와타루 (駒田 航)
Birthday：1/2 Age：22
Height：181cm Blood type：AB
Image color：Yellow
Group Responsibility：비주얼 
Flower Mark：수선화
Mark Location：배
Hobby or Specialty：패션, 새로운 것
Personality：
The 마이페이스인 자유인. 긴장을 풀면 다른 공간으로 혼이 
날아가 버릴 때가 있다. 사교적이고 천진난만해서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프렌들리한 커뮤니케이션의 괴물. 모델 
체형의 멤버도 인정하는 미남이지만, 자신의 비주얼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큰 나르시스트. 방향치라서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장난스러운 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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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I Am～

SERIES

Anthos* 멤버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솔로 시리즈.

華Doll* Anthos*
～The Way I Am～LIHITO

2020. 9. 11 발매
【Tracklist】
1：Pain In My Heart
2：Pain In My Heart(Off Vocal)

華Doll* Anthos*
The Way I Am～KAORU

2020. 10. 9 발매
【Tracklist】
1：Breathe
2：Breathe(Off Vocal)

華Doll* Anthos*
～The Way I Am～RYOGA

2020. 11. 13 발매
【Tracklist】
1：The Days
2：The Days(Off Vocal)

華Doll* Anthos*
～The Way I Am～CHISE

2020.12.11 발매
【Tracklist】
1：Persona
2：Persona(Off Vocal)

華Doll* Anthos*
～The Way I Am～HARUTA

2021.1.15 발매
【Tracklist】
1：太陽が眠ってる時間に(태양이 잠든 시간에)
2：太陽が眠ってる時間に(태양이 잠든 시간에/Off Vocal)

華Doll* Anthos*
～The Way I Am～MAHIRO

2021. 2. 12 발매
【Tracklist】
1：Tycoon
2：Tycoon(Off Vocal)

華Doll* Anthos*
～The Way I Am～SETSUNA

2021. 5. 21 발매
【Tracklist】
1：Might ｂｅ
2：Might ｂｅ(Off Vocal)

灯堂理人
토도 리히토
CV：이토 켄토 (伊東健人)
Birthday：9/16 Age：23
Height：179cm Blood type：AB
Image color：Purple
Group Responsibility：보컬 담당
Flower Mark：용담
Mark Location：등
Hobby or Specialty：독서, 무도(거합도)
Personality：
쿨한 독설가, 금욕주의적 성격 때문에 차가운 인상을 주지만 
어쨌든 남을 잘 챙겨주는 믿음직한 존재. 뭐든지 귀찮아 하는 
에너지 절약형 인간이지만 머리에서 상당한 칼로리를 
소비하는 두뇌파. 로맨티스트지만 실은 수줍음이 많고 
낯가림이 심하다. 아트에 흥미가 있어서 Anthos*의 홍보나 
굿즈 디자인에 참여할 때도 있다. 

清瀬陽汰
키요세 하루타
CV：마스다 토시키 (増田俊樹)
Birthday：6/5 Age：18
Height：166cm Blood type：B
Image color：Orange
Group Responsibility：무드 담당
Flower Mark：마리골드
Mark Location：왼쪽 팔
Hobby or Specialty：게임, 음악 감상
Personality：
자타가 공인하는 Anthos*의 무드 메이커. 팀의 막내로 애교가 
있으면서도 남자다운 성격으로, 마이페이스인 다른 멤버들에게 
태클 거는 역할을 맡는 고생스러운 면도 있다. 언뜻 보면 속편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변을 잘 살피며 배려를 잘 한다. 연습광으로, 
퍼포먼스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 외로움을 타는 면도 
있어, 팬과의 교류를 위해 SNS에 자주 출몰한다

八代刹那
야시로 세츠나
CV：호리에 슌 (堀江 瞬)
Birthday：2/26 Age：24
Height：178cm Blood type：-
Image color：White
Group Responsibility：마이페이스 담당
Flower Mark：스노우드롭
Mark Location：허리
Hobby or Specialty：원예
Personality：
Anthos*의 정식 데뷔와 함께 발표된 비공개 멤버. 독특한 
아우라를 갖고 있으며, 미스터리한 마이페이스. 평소에는 
얌전한 성격으로 멍하니 있거나 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외에는 무관심. 하지만 스테이지나 
아이돌 일을 할 때는 갑자기 텐션이 오르기도 한다. 식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하며, 이름을 붙여 소중하게 기르고 있다. 

����



P R O F I L E

히나기 루이
氷薙ルイ

CV：타케우치 슌스케
      (武内駿輔)
Birthday：12/27　Age：25
Height：184cm　Blood type：-
Image color：Silver
Flower Mark：그레이셔스 그레이(장미)
Mark Location：왼다리
Hobby or Specialty：아로마, 예술 감상
Personality：
Loulou*di의 초기 멤버로, 아게하와는 연습생 
시절부터 함께 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위압감이 있지만, 성격은 조용하고 과묵하다.
만나는 동물들 대부분에게 사랑받는다. 아게하와 
있을 때 이외에는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여, 자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목격된다.

카라스마 아게하
烏麻 亜蝶

CV：토요나가 토시유키
      (豊永利行)
Birthday：11/19　Age：23
Height：177cm　Blood type：AB
Image color：Black
Flower Mark：흑법사(아에오니움)
Mark Location：옆구리
Hobby or Specialty：연기, 인간 관찰
Personality：
「Loulou*di 」의 센터 겸 리더. 「완벽」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모든 일에 1등이 아니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으로 아이돌로서의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칠흑의 아름다운 외모에서 독특한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어, 어딘가 비현실적이고 다가가기 힘든, 
고독한 거물의 느낌이 있다. 레전드 클래스 
아이돌이었던 ChiHERO를 존경하고 숭배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아이돌이 되는 것이 목표다. 

사쿠라이 토키
櫻井 鬨
CV： 야마시타 다이키
       (山下大輝)
Birthday：3/19　Age：18
Height：166cm　Blood type：B
Image color：Pink
Flower Mark：벚꽃
Mark Location：오른다리
Hobby or Specialty：독서, 카페 탐방
Personality：
천진난만하고 조금은 멋대로인 Loulou*di의 막내.
단 것이나 귀여운 것을 좋아하며 쉬는 날에는 
귀여운 카페에서 독서를 하는 것이 취미. 튀고 싶고 
지기 싫어하는 면이 있어, 겉보기와는 달리 자주 
독설을 내뱉는다. 아게하와 루이를 절대적인 존재로 
보고 숭배하고 있다.

ARTIST PROFILES ����



PROJECT ALBUM
DISCOGRAPHY

華Doll*1st season ～Flowering～ Vol. 1 - Birth
2019.6.21 발매

【Tracklist】
1：Project Archive1-1　2：Project Archive1-2　3：Project Archive1-3
4：Project Archive1-4　5：Project Archive1-5　6：BIRTH　7：Unknown

華Doll*1st season ～Flowering～ Vol. 2 - Boxed
2019.10.11 발매

1：Project Archive1-6　2：Project Archive1-7　   3：Project Archive1-8
4：Project Archive1-9　5：Project Archive1-10　6：Juliet
7：Stay Away

【Tracklist】

華Doll*2nd season INCOMPLICA:IU ～Univers～
2020.12.25 발매

1. Project Archive: L 2-1　2. Project Archive: L 2-2　3. Project Archive: L 2-3
4. Project Archive: L 2-4　5. Project Archive: L 2-5　6. Project Archive: L 2-6
7. Intro: Univers　              8. Empty Dream　              9. Addictive Whispering

【Tracklist】

華Doll*1st season ～Flowering～ Vol. 3 - IDOLls
2019.12.13 발매

1：Project Archive1-11　2：Project Archive1-12　3：Project Archive1-13　
4：Project Archive1-14　5：Project Archive1-15　6：S.T.O.P　7：ChangeYourWorld

【Tracklist】

華Doll* 1st season ～Flowering～ Vol. 4 - Message
2020.3.20 발매

1：Project Archive1-16　2：Project Archive1-17　3：Project Archive1-18
4：Project Archive1-19　5：Project Archive1-20　6：Me Against Myself
7：Silent Message

【Tracklist】

華Doll*1st season ～Flowering～ Vol. 5 - For...
2020.6.26 발매

1：Project Archive1-21　2：Project Archive1-22　3：Project Archive1-23
4：Project Archive1-24　5：Project Archive1-25　6：I know,Who I am
7：Antholic

【Tracklist】

華Doll*2nd season INCOMPLICA:I/F ～Idéal～
2021.6.25 발매

1. Project Archive: L 2-7　   2. Project Archive: L 2-8　 3. Project Archive: L 2-9
4. Project Archive: L 2-10　5. Project Archive: L 2-11　6. Intro: Idéal
7. Final Direction　　　　  8. Butterfly Knife

【Tracklist】

華Doll*2nd season INCOMPLICA:IU ～Meet～
2021.3.26 발매

1. Project Archive: A 2-1　2. Project Archive: A 2-2　3. Project Archive: A 2-3
4. Project Archive: A 2-4　5. Project Archive: A 2-5　6. Flash Point　7. Shine On

【Tracklist】

2019년에 발매된 「華Doll*(하나돌) 프로젝트」앨범 CD

HANA-Doll PROJECT ALBUM DISCOGRAPHY ����



P r o j e c t  S p e c i a l  B o o k l e t  O v e r s e a s  E d i t i o n

P r e s e n t e d  b y  A m a g i r i  E n t e r t a i n m e n t  P r o d u c t i o n

보이는 것 만이, 진실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당신의 대답」입니까？

이 초대장을 받을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묻고 있습니다. 

A r e  y o u  a  t h i n k i n g  r e e d ?
(당신은 생각하는 갈대입니까?)

［CD Series 2nd Season Title Visual］

「華Doll*(하나돌)」은 악곡과 드라마 파트가 수록된 CD시리즈 콘텐츠입니다. 

「華Doll*(하나돌)」은 지금까지의 아이돌의 이미지를 다른 시점으로 오려내어, 금기라고 할 수 있는 테마에 일부러 

발을 들여놓은 지적 흥분형 콘텐츠입니다. 

언뜻 보면, 그것은 아이돌을 꿈꾸는 소년들의 성장과 인생을 그린 스토리이지만, 거기에는 뒷 설정과 연결되는 

이야기의 복선이나 메세지가 다양한 형태로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본 작품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그대로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혹시 당신이 이 작품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 그리고 「듣고×보고×생각하는」 힘을 활용하여 이 작품에 숨겨진 본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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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금지

  https://www.hana-doll.com/ 　 　 @Amagiri_Prod　　   @amagiri_production　아마기리 프로덕션
［Character design］Anthos* - Teita ■ Loulou*di - Fumi Takamu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