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에도 가기 좋은 시로이코이비토 파크 

시로이코이비토 파크는 홋카이도의 기념품으로 유명한 ‘시로이코이비토(白い恋人, 하

얀 연인)’의 제조사인 이시야 제과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과자 테마파크입니다. 랑드샤 

쿠키사이에 화이트 초콜렛을 샌드한 ‘시로이코이비토’의 제작과정과 생산라인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핫초콜렛을 담는 용도로 쓰였던 섬세하고 고풍스러운 컵을 구경

할 수 있는 ‘시로이코이비토 공장 견학’과 같은 어트랙션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공장을 견학하고 있다보면 쇼콜라와 갓 구운 쿠키 냄새가 솔솔 풍겨와 달달한 간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또 다른 인기 어트랙션은 느긋하게 커피와 차를 즐기며 ‘시로이코이비토’를 비롯한 

이시야 제과의 오리지널 과자들을 먹어볼 수 있는 초콜렛 라운지입니다. 하트모양 또는 

홋카이도의 지형 모양으로 쿠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과자 만들기 체험 공방도 아이부

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단, 보다 많은 방문객에 대응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9 년 7 월 11 일까지 리뉴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현재 과

자 만들기 체험 공방 등 일부 어트랙션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장 견학 등 주요 어트랙션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 중이지만 겨울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이벤트도 많습니다. 시로이코이비토 파크 안에 있는 로즈가든은 겨울이면 반짝

반짝 빛나는 원더랜드로 탈바꿈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색색깔의 장미가 피는 중정에

는 매년 11 월부터 3 월에 걸쳐 약 10 만개의 전구가 장식되며 중정의 설경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일루미네이션 속에서 느긋하게 산책하며, 이곳저곳에 위



치한 포토스팟에서 오래오래 추억으로 남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약 10 미터에 

달하는 트리와 유리 온실은 인기가 많은 포토스팟입니다. 독특한 튜더풍 건물에 둘러싸

여 일루미네이션의 빛이 새하얀 눈에 부딪혀 반사되는 풍경 속에 서면 삿포로에 있다

는 사실을 잊고 동화 속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 착각해버릴지도 모릅니다. 

2019 년 3 월말까지 중정에는 미디어 파사드와 얼음을 사용하지 않는 특설 스케이트 

링크가 설치됩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파사드는 게스트가 ‘캔디 슈터’로 불리는 캔디케

인처럼 생긴 도구를 사용해 과자를 좋아하는 몬스터를 공장 밖으로 쫓아내는 게임이며, 

플레이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동시에 16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얼음을 사용하지 않

은 특설 스케이트장은 플로어 위에 별과 캔디 모양의 영상이 흐르고 있어 가까이 다가

가면 음악이 재생되는 유니크한 체험형 어트랙션입니다.  

실내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두근두근 겨울 빙고’와 스노우 돔 만들기 체

험은 3월 하순까지 진행됩니다. ‘두근두근 겨울 빙고’는 시로이코이비토 파크의 각 지역

에서 스탬프를 모아 참가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이시야 제과의 과자를 상품으로 받

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이면 시설 내의 ‘캔디 랩’에서 형형색색 귀여운 디자인의 사탕을 만드

는 전문가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캔디 랩 옆의 ‘숍 피카델리’에서는 ‘시로이코

이비토’와 숍 피카델리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상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사용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쿠키박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달달한 과자 외에 다

른 음식을 먹고 싶다면 메인시설과 건너편의 ‘미야노사와 시로이코이비토 축구장’에 레

스토랑과 카페가 있습니다. 양고기 바베큐인 징기스칸이나 삿포로가 발상지인 스프카레

를 먹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시로이코이비토 파크에서는 3 월 

31 일까지 ‘홋카이도 사슴고기 페어’를 개최합니다. 에조사슴 허벅지살이 큼직하게 들어

간 스테이크 카레와 에조사슴 라구 파스타 등 홋카이도산 식재료로 만든 맛있는 요리

를 시설 내 음식점 3 개 점포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에조사슴 라구 파스타는 3 월 1 일

부터 개시). 

또, 시로이코이비토 파크에서는 이슬람교 방문객을 위해 삿포로 시내 관광시설 중 최

초로 예배실을 오픈했습니다. 튜더 하우스 2 층에 있는 남녀별 예배실에서는 이슬람교 

방문객이 손과 발을 씻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실 이외 시설의 개장은 2019 년 7

월 상순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볼거리를 즐길 수 있으므로 7 월 리뉴

얼 오픈 때도 한 번 찾아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시로이코이비토 파크

의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과 미디어 파사드 등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을 즐

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리뉴얼을 위해 시로이코이비토 파크 내 초콜렛 라운지는 휴업중이지만 삿포로 



시내에 있는 이시야 카페에서는 포도와 건포도 파르페, 로열 밀크티와 헤이즐넛 파르페 

등 이시야 제과 오리지널 디저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ishiya.co.jp/cafe/

시로이코이비토 파크 공식 홈페이지 

http://www.shiroikoibitopark.jp/

시로이코이비토 파크 겨울 일루미네이션 

http://www.shiroikoibitopark.jp/illumination/

홋카이도 사슴고기 페어 

http://www.shiroikoibitopark.jp/topics_pdf_post/topicspdf_351.pdf

캔디 랩 

http://www.candy-la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