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뿐사뿐 민쌤입니다.

권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권쌤입니다.

민쌤: 권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권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민쌤: 네, 잘 지냈어요. 권 선생님은요?

권쌤: 저도 잘 지냈어요.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기는 했지만요.

민쌤: 권 선생님 아이들이 몇 살이지요?

권쌤: 첫째는 여섯 살, 둘째는 네 살이에요.

민쌤: 아, 한참 손이 많이 갈 나이네요.

권쌤: 맞아요. 먹는 것부터 옷 갈아입기, 씻기, 잠 자는 것까지 다 도와줘야 해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민쌤: 그렇지요. 그 나이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요.

권쌤: 아이들이 어서 커서 스스로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민쌤: 생각보다 빨리 올 걸요.

권쌤: 그런가요? 저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민쌤: 그럴 만하지요. 그런데 권 선생님은 아이들과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권쌤: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영어로 보여 줘요.

민쌤: 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겠네요.

권쌤: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집 근처 공원에 가요.

민쌤: 아이들이 공원에 가는 걸 좋아하나 봐요?

권쌤: 네, 공원에 가서 뛰어놀면 아이들도 즐겁고 저도 좀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민쌤: 아이들이 한참 뛰어놀 나이잖아요.

권쌤: 그렇죠. 그런데 매일 같은 공원을 가면 아이들이 지루해해요.

민쌤: 어머나, 그렇군요.

권쌤: 그럴 때는 한국에 있는 키즈 카페(kids cafe)가 참 그리워져요.



민쌤: 키즈 카페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떤 곳인가요?

권쌤: 한편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어른들이 차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민쌤: 그런 곳이 있군요.

권쌤: 네, 키즈 카페는 보통 실내에 있어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민쌤: 그럼 비 오는 날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겠네요.

권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잇감과 놀이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민쌤: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권쌤: 그네나 미끄럼틀이나 정글 짐(jungle gym)도 있고요. 또 드레스를 입어 보거나 블록

놀이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민쌤: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골라서 할 수 있겠네요.

권쌤: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민쌤: 그렇군요. 그럼 어른들을 위한 공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권쌤: 다양한 간식거리와 음식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참

좋아요.

민쌤: 키즈 카페가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네요.

권쌤: 네. 또 어떤 키즈 카페에는 안마 의자가 있어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어른들은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민쌤: 어머, 그런 곳이 있다니...제가 아이들 키울 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쌤: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도 않아요.

민쌤: 비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권쌤: 키즈 카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시간에 4천 원 정도 해요. 좀 비싼 곳은 만

원이 넘기도 하지만요.

민쌤: 그 정도면 비싸지 않은 편이네요.



권쌤: 맞아요. 그리고 부모는 입장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요. 대신 음료나 음식을 사먹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요.

민쌤: 그렇군요. 한국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공간이 있어서 아이 키우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권쌤: 네.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요리 클래스를 진행하는 키즈 카페도 있어요.

민쌤: 아이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요리를 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을 거 같아요.

권쌤: 맞아요. 저도 우리 첫째와 원숭이 모양 피자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민쌤: 그렇군요. 키즈 카페가 참 다양하네요.

권쌤: 아, 그리고 아이들이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키즈 카페도 있어요.

민쌤: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직업을 체험하나요?

권쌤: 아이들이 직접 경찰관이 되어 경찰차를 타 보기도 하고, 소방관이 되어 불을 꺼 보기도

해요.

민쌤: 그렇군요.

권쌤: 얘기하면 할수록 한국의 키즈 카페가 참 그리워져요.

민쌤: 그러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권쌤: 네, 정말 가고 싶어해요.

민쌤: 다시 한국의 키즈 카페를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권쌤: 그러게요.

민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의 키즈 카페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았어요. 어떠셨어요?

권쌤: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공간이 있나요?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민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권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민쌤: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