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된 시설은 사정에 의해 견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견학시에는 매너를 지키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구시로

구시로 관광가이드북
구루토쿠 패스포트

①
JR구시로역

로케MAP
●

①JR구시로역

관광가이드와 쿠폰이 붙
어있는 유용하고 편리한
한 권. 역 안내소에서 배
포중.

●

http://www.kushiro.
pref.hokkaido.lg.jp/
ss/srk/gurupass.htm

구시로
구시로
중앙우체국 와쇼시장

「우리들이 있었다」의 이별 장면에 많은 여성들이 애절
함을 느꼈을 것입니다！2010년에 이 역의 2층 갤러
리에서 오바타 유키의 원작 전시전이 개최돼 많은 팬
들이 방문했습니다.
구시로시
기타오도리 14-5
0154-24-3176
http://www.
jrkushiro.jp/index.html

●

●

구시로지방
합동청사

어린이
유학관

구시로강 하구의 누사마이바
시 다리(5대째)에는 사계절
의 이름을 붙인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림
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들
이 있었다」 「하나미즈키」에
등장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
던 「만가」또한 이 다리
(1대째)부근에서 촬영됐는
데 구시로가 이국정서를 풍
기는 마을로 나옵니다. 누사
마이 관광가이드 스테이션에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사마이바시 옆에 위치
한 누사마이광장에는 약 4만
구의 전구가 반짝이는「Love
구시로일루미네이션」이 설
치되어 있는데, 빼놓을 수 없
는 볼거리!

개최시기:12월하순~3월중순

기타오도리는 800m
(구시로역～누사마이바시)

●구시로 마치나카 컨시어지 구루루

⑥레스토랑 ｢이즈미야｣ 본점
평
화
공
원

●구시로

②홋카이도립 구시로 예술관

시청

항구 가까이에 위치하며 구시로 출신 작가의 예술작품
과 함께 다양한 테마로 홋카이도 내외의 아트를 전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었다」에 등장합니다.

구시로시 사이와이초
4-1-5
(월요일・
연말연시 정기휴일)
0154-23-2381
http://www.kushiroartmu.jp/

⑤누사마이바시 다리

구시로의 전통있는 양식집인 이즈미야.
따끈따끈한 철판 위에 스파게티, 돈까스,
미트소스를 얹은 일명 「스파까스」가
유명하며 「우리들이 있었다」에 등장.

사
카
에
마
치

구시로시 스에히로 2-28
월 1회 정기휴일-화요일
(부정기)
0154-24-4611

②
③로바타렌가

홋카이도립
구시로예술관

④
구시로피셔맨스 워프
MOO

③로바타렌가
구시로의 명물인 로바타야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중
국영화 「쉬즈 더 원」에서 주인공인 소소와 진분, 진분
의 친구인 우산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⑥레스토랑 ｢이즈미야｣
본점
●누사마이 관광가이드 스테이션

⑦슛세자카 언덕
분위기 있는 가로등이 돌계단을 비
추는 슛세자카 언덕.
「하나미즈키」 초반에 주인공인
코헤이와 사에가 다툰 후 재회하
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⑤누사마이바시 다리
⑧누사마이 공원

●고분관
구시로시 니시키초 3-5-3
12/31～1/2 정기휴일
0154-32-3233
http://www.renga.jp/

⑧누사마이 공원
⑦ 슛세자카 언덕

●마나봇토 누사마이

국도394・44호→

로터리, 누사마이바시 다리, MOO, 기타
오도리 길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누사마
이 공원은 야경 감상에 좋습니다.
「우리들이 있었다(원작）」에서 야노와
나나미가 데이트하는 장소로 등장.

④구시로 피셔맨스 워프 MOO

DATA

인기 가게인「간페키로바타」를 비롯한 음식점과 특
산물 가게, 시장이 모여있는 복합상점.
「스미레는 블루」에서 주인공인 스미레가 친구와 자주
가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있었다
(2012년)

오바타 유키 원작. 이쿠타 토마, 요시타카 유리코 주연, 미키 타카히로 감독의 작품. 구시로시, 앗케시초, 시라누카초 등에서 로케가 이루어졌으며 지역주민들이 엑스트라로 다수 참여.

하나미즈키
(2010년)

이쿠타 토마, 아라가키 유이 주연. 도이 노부히로 감독의 작품. 히토토요의 명곡 「하나미즈키」를 모티브로 표현에 서툰 두 사람이 이별 후에 서로의 길을 걷지만 결국 재회하여 순애보를

스미레는 블루
(2001년)

오바타 유키(구시로시 거주)의 장편코믹. 고등학교 1학년생인 기노시카 스미레는 도서관에서 처음 본 마키무라 다이치에게 끌리기 시작하지만 다이치에게는 짝사랑하는 어릴 적 친구

구시로시 니시키초 2-4
11/7.8、1/1.12
정기휴일
0154-23-0600
http://moo946.com/

베쓰코미(소학관)에 원작이 10여년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코믹 발매누계 1200만 부를 넘은 초인기작. 주인공이 학창시절을 보내는 마을로 구시로시와 근교의 풍경, 지명이 등장.

이룬다는 이야기. 구시로시, 하마나카초, 시라누카초 등에서 로케가 이루어졌으며 사계절의 다양한 풍경이 그려져 있다. 지역 주민들이 엑스트라로 참여.

시노부가 있는데 … 안타깝고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신선하게 그린 작품. 구시로의 풍경이 다수 등장하며 다이치가 참가하는 아이스하키 시합 장면도 이곳이 배경이 됨.

서기 주연. 펑샤오강 감독 작품의 중국영화. 원제는 If you are the one. 진실된 사랑을 추구하며 운명의 상대를 찾아가는 젊은이를 그린 작품. 중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대히트작이 되었다.
쉬즈 더 원
(2010년 일본공개) 또한 홋카이도 여행의 붐을 만든 계기이기도 하며 로케 장소였던 아칸코 호수 온천지역은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만가(1957년)

하라다 야스코 원작. 구가 요시코 주연. 고쇼 헤이노스케 감독 작품. 만가의 여주인공을 모방하는 젊은이들을 칭하는 「만가족」이 생겨나기도 함. 구시로시, 시베차초에서 촬영됐다.

지역관광정보는 구시로관광연맹 공식HP「도동 구시로 관광 팬클럽」을 참고해 주세요.

http://www.kushiro-fan.com/

2012년 구시로종합진흥국 작성(문의처 0154-43-9184)

소개된 시설은 사정에 의해 견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견학시에는 매너를 지키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구시로

로케MAP

①사에의 집( 구시로시
온베쓰초)
「하나미즈키」 에서 사에와 엄마가 사는 집으
로 촬영 당시의 민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JR샤쿠베쓰역에서 도
보 5분. 일반인이 소유
하고 있는 집이므로 견
학시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⑨ＪＲ도로역

구시로시부터의 거리
(시간)

아기사슴과 소년의 성장스토리 「개구장이 죠디」. 도로역에서
촬영한 장면은 인기코믹인「동물병원 선생님」(사사키 노리
코 작품) 5권에서도 소개됐습니다.

＊시속50km/h로 산출

－앗케시초 46km (55분)
－시베차초 48km (60분)
－데시카가초
73km (90분)
－쓰루이무라 34km (40분)
－아칸코 온천
75km (90분)

⑧가와유온천역
⑩구)앗케시시오미 고등학교
구)앗케시시오미 고등학교
에서 촬영된 「우리들이 있
었다」. 두 주인공의 이야기
는 옥상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현재는 신류중학교 건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건물 밖 견학만
가능합니다.

⑥아칸코 호수＆유람선
⑦로바타하맛코

②시라누카 어항

⑪고쿠타이지(앗케시초)

어협이 근접해 있는 시라누카 어항. 「하나미
즈키」 에서 대학에 합격한 사에가 코헤이와
함께 기쁨을 나
누는 장면 등이
촬영됐습니다.

국가지정사적인 고쿠타이지(国泰寺). 「쉬즈 더 원」에서 주인
공들이 얼떨결에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는 코믹한 장면이 촬
영됐습니다.

⑨도로역
③ＪＲ시라누카역, 니시쇼로역
「하나미즈키」 에서 코헤이와 사에가 통학하
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시라누카역은
「시라보로역 白幌駅」, 니시쇼로역은「단
베쓰역 丹別駅」으로 등장합니다.

④단쵸 구시로공항
구시로 지역 하늘의 현관인 단초구시로공항.
「우리들이 있었다」 에 등장합니다.

③니시쇼로역
④단초 구시로공항

⑫베칸베우시
습원
。

⑤고이토이 해안
시라누카역③
②
시라누카
어항
①사에의 집

⑤고이토이 해안(시라누카초)

⑥아칸코 호수＆유람선

국도 38호선을 따라 태평양에 면해 있는 고이토이 해안
에는 아름다운 사구가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었다」
「하나미즈키」
가 촬영됐습니다.

「쉬즈 더 원」 에서 진분과 소소가 숙박하는 곳
은「아칸 쓰루가별장 히나노자 스위트」. 저녁
놀이 지는 호수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미치노에키(휴게소)
시라누카 고이토이
http://city.hokkai.or.
jp/~koitoi/index.htm

구)앗케시
시오미 ⑩
고등학교

NPO 아칸
관광협회
http://www.lakeak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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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로바타하맛코(구시로시 아칸초)

「쉬즈 더 원」에서「선술집 네자매」라는 가
게가 바로 이 곳. 주인공이 「미인자매」라는
간판에 끌려 가게에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구시로시 아칸초 아칸코온천 1-1-21
0154-67-3298

⑪고쿠타이지

정원 밖과 건물 밖의 견학
만 가능합니다. 건물 안
입장은 삼가해 주세요.
또한 장례식과 법사가 있
는 경우에는 견학이 불가
능합니다.

하마나카초
기리탓푸
⑭ 시가지
⑬기리탓푸
미사키 곶,
등대

⑫베칸베우시 습원(앗케시초)
국민적인 영화 「낚시바보일지」 최종작의 무대는 홋카이도 동
부. 베칸베우시 습원은 갈대와 사초가 무성한 저층습원으로
하마쨩이 환영의 물고기인 이토를 낚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앗케시관광협회
앗케시수조관찰관

⑧JR
가와유온천역

⑬기리탓푸미사키 곶
＆등대(하마나카초)

ＮＨＫ 연속TV드라
마 소설「그대 이름
은」에서 마치코와
하루키는 매일 아침
만날 듯하면서도 스
쳐지나갑니다.
홋카이도 동부 각지
에서 촬영됐습니다.

「하나미즈키」에서 두 주인공이 첫
데이트를 할 때, 헤어진 후 잠
시 재회할 때 등의 중요한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낚시바보일지20

니시다 토시유키, 미쿠니 렌타로 주연. 아사하라 유조 감독 작품. 낚시바보 시리즈 20 작품 중 마지막 작품. 큰 주문건을 올린 포상으로 홋카이도에 낚시 여행을 오게 된 하마쨩과 스상의 여행

파이널(2009년)

해프닝을 담은 이야기로 앗케시초, 나카시베쓰초 등에서 촬영. 원작 코믹 (글/야마사키 주조 그림/기타미 켄이치)은 빅코믹오리지널(소학관)에서 현재도 연재중.

http://akkeshi-kankou.7pm.jp/
http://www.akkeshi-bekanbeushi.com/

⑭하마나카초 기리탓푸 시가지
「루팡3세 비애의 참철검」
(TV제２시리즈108화)에 등장. 오랜만의 휴
가. 루팡은 온천에서, 지겐은 초원에서 휴가
를 즐기지만 고에몽은 외딴 섬에서 수행. 그
사이 참철검의 비밀을 캐기 위해 도공과 그
손녀인 나미가 접근하는데…
곶의 바위에 3명이 있었던 장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대 이름은(1991년) 1952년 라디오드라마가 인기를 얻어 영화, 연극, 4번의 TV드라마가 제작되었다. 1991년판은 스즈키 쿄카, 구라타 테쓰오 주연, NHK 아침연속TV소설로 같은 채널 같은 시간대의 「오신」이후로
1년간이나 방송된 드라마로 화제를 모음. 제 3부 「여행・홋카이도편」에 가와유온천역, 유황산, 비호로고개 등이 등장.

개구장이죠디(1991년) 미우라 토모카즈, 야마다 텟페이 주연. 사와다 유키히로 감독 작품. 아기사슴 럭키와 소년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로 구시로습원 주변, 센모본선의 연선, 시베차초 등에서 장기 촬영을 함.
루팡 3세(1967년～） 등장인물은 루팡, 지겐, 고에몽, 후지코, 제니가타. 국민적 인기작으로 TV시리즈(1971년, 1977년, 1984년)외에도 극장판, TV판 장편 등이 다수 제작됨. 루팡 3세가 하마나카초 출생으로 설정되

하마나카 관광협회
http://www.kiritappu.jp/home/top.html

어 있는데 이는 원작자 몽키 펜치가 하마나카초 출신이기 때문임. 2007년 방송된 장편「루팡 3세 안개의 일루시브」의 고대부터 미래까지의 무대가 하마나카초이다.

지역관광정보는 구시로관광연맹 공식HP「도동 구시로 관광 팬클럽」을 참고해 주세요.

http://www.kushiro-f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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