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1 No.6 Serial No.95 _ 2012. 12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6호 통권95호 _ 2012.12         23

키즈카페의 유형별 공간특성과 이용자 만족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he User’s Satisfaction by Types of the Kids Cafes

Author 문자영 Mun, Ja-Young / 정회원,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신경주 Shin, Kyung-Joo / 참여이사,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학술박사*

Abstract There is a demand for a complex cultural space of play, leisure and education, a kids cafe, which will replace a

playground just for kids as awareness for the need of a space where parents can spend leisure time with their

own children and can take a rest grows,

Thus, this study aims to find features for user satisfying kids cafes by conducting observations of the kids cafes

and user survey. This study selected 12 kids cafes, 3 kids cafes per type (play focused, cafe or restaurant

focused, education focused, multipurpose focused), in Seoul which were built after 2007 and conducted surveys

on space planning and spatial characteristics by users and types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As a result, the

play focused kids cafes are used the most and the multipurpose focused kids cafes are used the second most.

So the reason for using kids cafes is for the play of children. Also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for kid cafes

were above the average except for the pri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differences of

satisfaction based on the type of user satisfaction, size of children space, finishes, colors, furniture and

accessories, sanitary conditions. For the overall satisfaction, users were satisfied with the interior space, however,

users were unsatisfied with functional parts, such as toys, foods and educational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based on the types of the kids cafes, users' satisfaction rate for space size for the children,

finishes, colors, furniture and accessories, sanitary conditions were different and for the functional parts, the

satisfaction rate was different in all aspects. Also, in overall, the educational focused type users showed higher

satisfaction rate than other users.

Finally, the level of satisfaction is different by type of kids cafes and we have to consider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users in order to plan kids cafes which meet the demand of th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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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사회는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저 출산

으로 인해 나타난 자녀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에 따라 아

이들에게 적절한 놀이 환경과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여가를 보내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기존의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

공간이었던 실내놀이터1)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을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놀이와 여가 그리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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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키즈카페2)가 등

장하여 두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기존의 실내

놀이터는 아이에게만 초점을 두어서 부모들을 위한 공간

이 없거나 협소하였고, 놀이기능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모들은 아이들이 노는 동안 적절

한 여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키즈카페는

1) 소비자 보호원은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자유로운 놀이활동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실내에 위치한 놀이터로 정의하고 있다.

2) 키즈카페는 실내놀이터와 카페의 시설을 한 공간에 두어 어린이는

실내 놀이터에서 즐겁게 노는 동안 부모는 차나 식사를 즐기며 아

이를 한눈에 살필 수 있게 한 시설이다. 실내놀이터가 어린이의

놀이시설에 중점을 둔 아이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키즈카페는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를 고객층으로 하는데서 차이가 있다.

(한국 키즈테마파크 연구소, 2011, http://kpg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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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기능 역시 기존의 실내놀이터보다 향상 된 것에 그 차이

가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실내 놀이 공간 외

에 카페 혹은 레스토랑과 교육프로그램 및 파티의 제공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나타나

는 복합문화놀이시설의 성격을 띤 테마카페의 하나로 자

리 잡게 되었다. 서울의 키즈카페는 수적 증가와 함께

이용자 수와 카페의 종류도 여러 가지 기능과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

에 적합한 키즈카페를 선택해야 하게 되었다. 이에 키즈

카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에 대한 선호와 만족도

및 어떤 조건이 키즈카페의 만족도 결정에 중요한 요건

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발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

으로 키즈카페의 유형을 목적 측면에 따라 네 가지로 분

류하여 각 분류별 이용자의 공간 사용 현황과 만족도,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둔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

하여 설문조사를 허가한 곳을 대상으로 그곳에 대기하면

서 방문자중 협조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

다.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키즈카페 이용자의 키즈카페

유형별 선호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유형별

차이점을 알려서 목적에 맞는 곳을 선택하여 만족도를

높여준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고 만족할 키즈카페의 정

착을 위하여 새로운 키즈카페의 실내공간계획이나 기존

공간 개선 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계속연구는 유형별 키즈카페에

서 동영상 분석, 모션 스터디 분석 등의 심화 작업을 통

한 어린이의 행태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용 어린이에

게 안전하고 유익하며, 동시에 즐거운 공간으로 탈바꿈

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동반 성인의 공간에 대한 심화

연구도 계속 연구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방법에 의했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과 키즈카페 견학,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첫째, 우리나라 키즈카페의 현황을 파악 한 후3),

둘째, 키즈카페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키즈카페의 특성을

3) 키즈카페는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건립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는데 놀이뿐만 아니라 식음과 교육 등 다양한 기능

을 더하면서 키즈 카페별로 차별화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았다. 키즈카페의 유형은 목적, 입지적 측면, 입점형태, 운영형태

에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 이용 목적이 달라지는 목적별 키

즈카페 종류에 의한다고 판단된다. 목적측면에서는 놀이 강화형,

레스토랑 강화형, 교육 강화형, 복합문화 강화형으로 구분 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파악하고,

셋째, 키즈카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용 설

문지를 작성하여,

넷째, 다양한 조건을 감안 하여 선정 한 유형별 키즈카

페에 협조 요청을 한 후 설문조사를 허가한 곳을

대상으로 그곳 방문자 중 협조하는 이용자에 한하

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2) 설문지의 내용 구성

키즈카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조상대상자(이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선호도와 만족도 및 중요도로 구성 하였다. 일반

적 특성은 분석 시에 필요로 하는 부모와 아동에 대한

사항으로 개인특성(5문항), 이용특성(6문항), 카페에의 접

근성 (2문항) 으로 구성 하였다. 선호도는 공간배치와 카

페 선택으로 한정 하였다(2문항). 그리고 만족도와 중요

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된 가능한 모든

내용을 포함시켜서(36문항) 도합 51 문항으로 구성 하였

다.4) 더 문항이 많아지면 조사 시간이 길어져서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항목 문항수 문항내용

일반적

특성

개인특성 5
• 부모 성별, 부모 및 아동의 연령, 직업 및

근무 형태

이용특성 6

• 키즈카페 이용시 동반인

• 주 이용 시설 유형

•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 이용잇점

접근성 2 • 교통수단, 소요시간

선호도 2 • 공간 배치 선호도, 키즈카페 선택시 선호도

만족도및

중요도
36

• 공간크기

• 접근성

• 인테리어

• 마감재, 색채, 소품

• 안전성

• 위생상태

• 놀이기구의 종류 및 수

• 프로그램의 질

• 음식의 종류 및 맛

• 이용가격

• 전담직원의 서비스 정도

• 주차시설의 편의성

합계 51

<표 1> 설문지의 내용 구성

(3) 조사대상 및 시기

우리나라에 키즈카페가 활발히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2007년이었으므로 조사대상 선정은 이 시기이후에 건립

된 곳으로 서울지역에 한정하였다.5)

4) 키즈카페 관련 직접적인 설문조사는 이루어진 선행 연구가 없었으

므로 문항 개발이 쉽지 않았다. 연구자가 그간 진행해온 다른 많

은 주제의 논문의 만족도 설문지 개발 경험과 내용 구성을 참고하

여 구성한 후 예비 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이 주제 연구

의 시작이므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 이

루어지면서 관련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안전하고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키즈카페가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

한다.

5) 이 연구의 목적이 이용자에게 키즈카페 선택 시에 키즈카페에 따

른 차이점을 알려 주어 적합한 곳을 선택 할 수 있게 하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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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용목적의 충

족으로 목적별 키즈카페 종류에 의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놀이 강화형 3곳, 레스토랑 강화형 3곳, 교육

강화형 3곳, 복합문화 강화형 3곳으로 도합 12곳의 키즈

카페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키즈카페

의 상세에 대해서는 <표 10>에 제시한다. 선정된 키즈

카페의 이용자 중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120여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1년 9월 2주간

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방법

키즈카페 유형별로 30부씩 총 120부의 설문지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유효부수가 각 유형별로 30부가 되게 2주

간을 연장하여 일부 부족한 부수를 보충함), 수집된 자료

는 윈도우용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분석하였고, 복수 응답의 문항 경우에

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5

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한다’에 5점 ‘매우

불만족한다’에 1점을 주어서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

였다. 유형별 이용자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은 ANOVA

의 Duncan test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그간의 관련 선행연구<표 2>를 살펴보면 아직 키즈카

페에 관련된 연구는 시작 단계였다. 테마카페의 하나인

키즈카페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실내 놀이터6)와 일

반 카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연구를 살펴보

면 실내놀이터는 실내 어린이공간으로 분류되어 연구가

진행되는데, 1980년대부터 관련연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실내놀이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1990

년대에 들어와서는 ‘실내 어린이 놀이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1990)’를 시작으로 유치원 놀이 공간7), 패밀리레스

를 높여주며, 나아가 이용자에게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키즈카

페 계획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키즈

카페 개념 설정이 불명확 했던 시기의 키즈카페는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곳

은 대도시이며 그 중에서도 서울이 키즈카페 문화를 선도할 수 있

다고 판단되어 서울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한다. 앞으로는 지역을

넓혀서 서울과 지역 간에 키즈카페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가 다른

지 검증 연구도 필요하겠다.

6) 실내놀이터란 F1918-98 (Standard Safety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soft Contained Play Equipment)의 3.1.20장에 기술된‘soft

contained play equipment'에 의해 어린이가 지정된 출입구로 들어

가 폐쇄된 공간 내에서 기기, 오르기, 타기 등 다양한 놀이를 배우

고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시설을 말하며,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은 미국의 자발적인 안전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시설이나 제품 구입시 ASTM 기준을 취득하였는지 항

상 관심을 가지며 만일 사고로 인한 소송 시 기준위반 업체는 매

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므로 미국 내 모든 실내 놀이시설이 준수하

고 있었다.

7) 이용애, 유치원 놀이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

구분 연구자 제 목

실

내

놀

이

터

관

련

안지운

(1986)
종합병원의 소아놀이방 공간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유재임

(1988)
백화점 유아휴게실의 실내 계획에 관한 연구

오창희

(1990)
실내 어린이 놀이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이용애

(1994)
유치원 놀이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은경

(1997)

패밀리레스토랑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어린이 놀

이공간을 중심으로

장소정

(2000)

어린이병원의 실내 놀이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이윤홍

(2003)
상업시설 내 어린이 실내 놀이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윤미

(2009)

색채 이미지 선호에 의한 실내 놀이 공간 색채 계획에 관

한 연구

최수현

(2011)

백화점 내 어린이 놀이 공간 비주얼아이덴티티 디자인 개

발에 관한 연구 : 신세계백화점내 어린이 놀이공간을 중심

으로

카

페

관

련

한명진

(2006)
떡 카페 메뉴에 대한 고객 선호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재찬

(2006)

고객이 인지한 베이커리 카페 선택속성의 중요도·수행도

분석

서진영

(2007)
감각체계를 활용한 여가공간으로서 카페의 속성

이은주

(2009)

베이커리카페의 물리적 환경지각이 감정반응, 만족 및 재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황보경

(2009)
복합형 카페의 고객행동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현숙

(2009)

탈정형적 공간 표현특성이 적용된 테마 카페 계획

: 카프카 문학의 표현요소를 토대로

권경란

(2011)

베이커리 카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적용사례 : 베이커리

카페의 대표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를 중심으로

김옥경

(2011)

발도르프 특성에 의한 유아 놀이 공간으로서 키즈카페 공

간에 관한 연구

홍태영

(2012)

키즈카페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브랜드 이미지 및 충

성도에 미치는 영향

윤한나

(2012)

키즈카페 상품이 감정반응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어

린

이

행

태

관

련

고경숙

(1988)
어린이놀이터 이외의 놀이공간 이용행테애 관한 연구

공혜진

(1997)

관람행태를 고려한 박물관내의 어린이 전시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승재연

(2005)
행태특성에 기반한 어린이박물관 디자인 연구

이보경

(2008)

어린이 행태 특성에 따른 놀이 환경 디자인 제안 : 어린이

와 보호자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신경희

(2008)
어린이 도서관의 열람공간 이용행테에 관한 연구

나수빈

(2010)

어린이의 행태특성을 고려한 어린이 체험전시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장상옥, 신경주

(2010)

어린이집 실내놀이 영역 게획을 위한 유아의 놀이 행위

관찰 연구 -한국과 미국의 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대상으로-

권태훈

(2011)
아동 행태 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공간디자인 연구

홍민지

(2012)
어린이 관람 행태를 고려한 공룡박물관 전시디자인 연구

<표 2> 실내놀이터, 카페, 어린이 행태관련 선행연구들

토랑 공간8)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교육 및 상업시설

내의 실내놀이터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도에는 어린이 병원 실내 놀이 공간9), 상업시설

내 어린이 실내 놀이 공간 외에 백화점, 음식점, 병원 등

사학위논문, 1994

8) 김은경, 패밀리레스토랑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어린이 놀

이공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9) 장소정, 어린이병원의 실내 놀이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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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업시설 내 실내 놀이공간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각종 공간에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공간에서도 동반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이

필요해 졌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그 대상 공간도 확대

될 것으로 유추 되었다. 실내놀이터 관련 선행연구를 주

제별로 보면 먼저 놀이 공간계획에 관한 논문이 5편, 건

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한 논문 2편, 사례 분석 및 기

초자료 제시를 위한 논문이 각각 1편으로 이용자를 대상

으로 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논문은 없었다.

다음은 카페관련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82년 배경

숙의 ‘호텔 커피숍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

로 카페가 발달되면서 커피전문점, 브랜드 커피전문점,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일반 카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와

서는 특정 소비계층을 공략한 테마카페의 연구가 시작되

는데, 떡카페, 베이커리카페, 여가공간으로서의 카페, 복

합형카페 등 다양한 이름으로 테마카페의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이처럼 카페는 사회적, 문화적 흐름에 따라 다

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변화함으로써 카페에 관한 연구

또한 그 흐름에 맞춰서 다양하게 진행 되어 오고 있었

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테마카페의 하나인 키즈카페 연

구는 김옥경(2011)에 등장하여 현대 생활에 맞는 놀이

교육공간의 대안으로서 키즈카페의 유용성과 방향에 대

해 고찰한 교육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였다. 본 연구자의

연구진행 이후인 2012년에는 키즈카페 이용자를 대상으

로 고객 만족 및 재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논문이 홍태형(2012), 윤한나(2012)에 의해 발표되는 등,

최근 들어 이용자 연구의 필요성이 인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1). 키즈카페는 영·유아기 어린이가 주 이용자

이므로 아동의 행태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았으나 키즈

카페에서의 행태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제언 한다. 동영상 촬영에 의한 행태분석은 장상

옥, 신경주(2010)12)가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있으며, 그 외 관련 연구로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비

10) 서정훈(2005)은 카페라는 명칭은 본래 프랑스의 커피(Cafe)에서 시

작되 었는데, 프랑스어로 카페는 커피를 의미하기도 하고, 음료를

마시는 공공적인 장소를 지칭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11) 전자의 “키즈카페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브랜드 이미지 및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2.은 경영대학원 경영

학과 논문으로 보는 관점이 달랐고, 후자 “키즈카페 상품이 감정반

응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 석사학위논

문, 2012.는 조리외식 경영학과 논문으로 역시 본 연구와는 연구

목적 등의 관점이 달라서 비교나 참고가 불가능 하였다. 또한 두

연구 모두 조사 시기가 본 연구보다 늦었다.

12)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놀이행위를 동영상 촬영을 통하여 관찰 분석

한 “어린이집 실내놀이 영역 계획을 위한 유아의 놀이 행위 관찰

연구 -한국과 미국의 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대상으로-”는 키즈카

페에서의 어린이 행태분석에 참고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실내디

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6호, 2010, pp.214-223

롯하여 어린이 전시 공간,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어린이 행태를 고려한 단순 관찰연구

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최근에는 어린이 관람 행태

를 고려한 공룡박물관 전시디자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3. 키즈카페의 유형분류와 그 특징

3.1. 키즈카페의 개념

국내의 키즈카페 시작은 199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

한 실내놀이터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실내놀이터는 어린

이의 놀이시설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 된 아이들만을 위

한 공간이었다. 2000년대부터는 실내놀이터의 개념을 공

유한 키즈카페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를 주 고객층으로 디자인 된 점에 차이가 있었

다. 키즈카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부모가 아이와 함

께 여가시간을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이 생기면

서, 거기에 더하여 아이에게 놀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즉, 키즈카페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새로운 문화의 반영

으로 볼 수 있었으며, 시대 변화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문화공간을 의미하였다.13)

<그림 1> Family Grounds <그림 2> Little Prince <그림 3> Little eats

Cafe (IL) (LA) (Melbourne)

키즈카페는 현재 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구자가 파악한 해외의 키즈카페는 미국

에서는 시카고<그림 1>, 뉴욕, LA<그림 2> 등 많은 주

에서 키즈카페가 있었는데, 그 중 시카고에 위치한 키즈

카페의 수는 10곳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키즈를 위한 음

식을 주로 제공하는 곳에서 발전되어 놀이시설이 추가된

사례로는 호주 멜버른<그림 3>에 위치한 ‘Little eats 키

즈카페’로 이곳은 동, 서, 남, 북 방향으로 구분하여 프랜

차이즈 형식으로 키즈카페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 수는

동부에 28곳, 서부에 22곳, 남부에 25곳, 북부에 31곳으

로 총 106곳의 키즈카페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이

곳에서는 밀크쉐이크 모양의 개수를 통한 평가방법이 이

루어지는데, 밀크쉐이크의 수가 많을수록 시설 수준이

강화된 곳으로 이를 통해 해당 키즈카페의 시설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교외로 시설이 확장 되면서

13) 문자영 신경주, 키즈카페의 유형별 실내공간구성현황과 특성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발표논문집 제13권 3호, 2011,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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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주체
공간 구성 특징

부모

공간

카페 및

레스토랑
- 부모들과 유아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공간

수유실 - 영아의 수유나 유아의 수면을 위한 휴식 공간

휴게실 - 휴식공간

키즈

공간

놀이실

-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플레이존과, 창의

력과 사고력을 위한 장남감이 있는 공간, 3～5세 유아

를 위해 공간을 분리한 토틀러존 등으로 구분

교육실
- 독서를 하거나, 유아나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미니도서관, 교육실, 영상실 등

체험실

- 아이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직접 만들기, 미술, 요

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 회원제,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무대
- 각종 이벤트나 문화행사, 공연을 위한 공간

- 규모가 비교적 큰 시설에 설치

파티룸 - 아이들의 생일파티나 부모의 모임을 위한 공간

피씨룸 - PC공간

기념품 샵 -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및 기념품을 파는 공간

근무자

공간

카운터 - 입장이나 퇴실시 요금을 계산하는 공간

조리실 - 음식 조리 공간

<표 3> 키즈카페의 이용자별 공간구성과 그 특성

유형 특징

놀이 강화형

- 놀이 ≧ 카페 > 교육

- 세 기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시작은 놀이에

초점을 맞춘 공간으로서 카페와 교육의 기능 보다는 놀이

에 목적이 더 강화된 유형

- 현재는 놀이와 카페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수준은 높지 않음

카페 및 레스토랑

강화형

- 놀이 < 카페

- 음식의 맛과 질에 중요도를 높이고 레스토랑의 기능과 분

위기에 더 목적을 둔 유형

- 어른에 맞춰진 인테리어와 고급화된 음식이 특징

교육 강화형

- 놀이, 카페 ≤ 교육

- 기본적으로 놀이와 카페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나

그 중에서 교육의 목적에 비중을 높인 유형

- 교육프로그램을 회원제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

복합문화 강화형

- 놀이 + 카페 + 교육

- 강화된 놀이시설 및 카페와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

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유형

- 유형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세 기능의 수준이 강화됨

<표 5> 키즈카페의 유형별 특징(목적관점 분류에 의함)

유형 구분 유형

목적관점 놀이 강화형, 레스토랑 강화형, 교육 강화형, 복합문화 강화형

입지관점 도심지형, 주거지형

입점형태관점 로드샵형, 상가형, 쇼핑센터입점형

운영형태관점 개인운영프랜차이즈, 기업형프랜차이즈, 개인키즈카페

<표 4> 다양한 관점에서 본 키즈카페의 유형

도시에서 차로 교외에 데려가서 교외 농촌 체험을 시킨

후 데리고 돌아오는 곳도 생기고 있었다.

3.2. 키즈카페의 공간구성

키즈카페의 공간은 이용주체에 따라 부모 이용부문과

키즈 이용부문, 근무자 이용부문으로 나눌 수 있었다. 부

모 이용부문은 카페 및 레스토랑 공간과 수유실, 휴게실

이 있었으며, 키즈 이용부문은 놀이 공간, 교육 공간, 체

험 공간, 파티 공간, 무대 공간, PC공간 등이 있었다. 근

무자용 공간은 카운터, 조리 공간,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

었다. 각 공간 구성 요소들은 키즈카페의 규모나 시설

목적에 따라 크기나 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제시된

각각의 공간 모두가 독립된 실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기능이 유사할 경우 겸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

다. 또한 이용자는 각 공간에 대해서 제한 없이 자유롭

게 이용가능 하였다. 키즈카페의 이용자별 각 공간구성

과 그 특성을 <표 3>에 제시한다.

3.3. 키즈카페의 유형별 특징(목적관점분류)

키즈카페는 유형별로 차별화 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부는 그 기능들이 중복되어 있어서 명칭으로

유형 구분이 어려웠다. 그러나 목적관점, 입지관점, 입점

형태관점과 운영형태관점에서 명확한 유형분류가 가능

하였다.<표 4> 이중 키즈카페의 공간 구성에 가장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목적관점의 분류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키즈카페의 목적관점에 따른 유형별 특징을 선택하

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표 5>14)

(1) 놀이강화형 키즈카페

놀이 강화형 키즈카페<표 6>는 초창기에 설립된 키즈

카페처럼 실내놀이터의 개념에서 시작되어 놀이공간에

카페의 기능을 더해 나타난 형태이나 현재는 두 기능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유형이다.

구분 L.B C.M P

평면

배치

다이어

그램

이미지

<표 6> 놀이 강화형 키즈카페의 공간구성과 실내이미지

또한 키즈카페의 흐름에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이 제공

되고 있지만 주말만 이용할 수 있거나 회원제로 운영되

기 보다는 시간제로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이 다소 높

14) 목적관점 유형분류는 키즈카페 설립 시 키즈카페 기능 중 어떤 기

능에 중점을 두어 설립했는지 이다. 키즈카페의 기본 기능인 놀이

에 카페기능을 추가한 곳을 놀이 강화형 키즈카페로 칭한다. 식사

를 강조한 곳을 레스토랑 강화형 키즈카페라 칭한다. 키즈 교육을

강화한 곳을 교육 강화형 키즈카페라 칭한다. 행사, 문화체험기능

을 강조한 곳을 복합문화 강화형 키즈카페라 칭한다<표 5>, <표

6>, <표 7>, <표 8>, <표 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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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O Z M.C

평면

배치

다이어

그램

이미지

<표 7> 카페 및 레스토랑 강화형 키즈카페의 공간구성과 실내이미지

지 않다. 실내디자인은 부모가 아닌 아이들 위주의 컨셉

에 맞추어 디자인 되며, 이런 키즈카페를 놀이 강화형

이라고 칭한다. 배치형태를 살펴보면 놀이 공간 혹은 카

페공간이 중앙에 배치되고 그 외에 공간이 주위에 배치

되는 형태인 카페공간 중심형, 혹은 놀이 공간 중심형으

로 나타났다. 사례조사 결과 두 곳(L.B, C.M)은 카페를

중심으로 한 배치형태였고, 한 곳(P)은 놀이공간을 중심

으로 카페공간이 주위에 배치되는 형태이었다.

(2) 카페 및 레스토랑 강화형

카페 및 레스토랑 강화형 키즈카페<표 7>는 고급화된

음식의 제공과 함께 레스토랑의 기능과 분위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었다. 놀이 강화형과

가장 큰 차이는 공간의 분위기인데, 단순히 아이들의 놀

이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여가나 모임장소로

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내 분위기 역시 다른 유형보

다는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고 있었다.

카페 및 레스토랑 공간은 놀이공간과 면적이 비슷하거

나 보다 더 큰 것이 특징이며, 두 공간은 어느 정도 분

리되어 있어 부모들이 아이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안

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

한 키즈카페를 카페 및 레스토랑 강화형이라 칭한다. 배

치 형태는 놀이 강화형과는 달리 놀이 공간과 카페(레스

토랑) 공간이 병렬을 이루는 배치형태를 보였으며, 두 공

간이 어느 정도 분리를 이루어서 부모가 아이들의 간섭

을 덜 받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3) 교육강화형 키즈카페

교육 강화형 키즈카페<표 8>는 아이들의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두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며,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교육 시설에서 제

공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키즈카페 내에서 받게 한 유형

이다. 교육형 키즈카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었다. 이러한 키즈카페를 교육 강화형 키즈카페라 칭한

다. 배치형태는 L.M사례의 경우 카페와 교육 및 놀이공간

이 층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L.R사례는 카페와 놀이공간

이 병렬 형태로 나타났으며, 놀이 공간 안에 교육 공간이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N사례는 카페와 교육공

간이 병렬형태로 나타났고, 놀이 공간은 교육 공간 안에

배치된 형태이었다. 즉 교육 강화형 키즈카페는 두 공간

이 병렬되거나 분리되는 배치형태로 나타났다.

구분 L.M L.R N

평면

배치

다이어

그램

이미지

<표 8> 교육 강화형 키즈카페 공간구성 및 실내이미지

(4) 복합문화 강화형 키즈카페

복합문화 강화형 키즈카페<표 9>는 놀이와 카페, 그

리고 교육 및 체험이 한층 강화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며, 어느 한 기능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모든 기능이

함께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놀이 강화형 키즈카페와 큰 차이점은 규모부분으로서

두 배 이상 면적이 넓고, 따라서 놀이시설이 더 강화되

고 규모가 큰 놀이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었다. 또한 특정 캐릭터를 테마로 하여 디자인 되는 것

이 특징이며, 그에 따라 아이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를 통

해 스토리텔링 기법의 실내디자인이 다른 유형과 차별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직접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카페 기능 역시 레스토랑 급으로 변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키즈카페를 복합문화 강화형 키즈카페

라 칭한다. 배치형태를 살펴보면 두 곳은(T, K.L) 카페

를 중심으로 놀이 공간과 교육 공간이 주위에 배치되는

카페 공간 중심형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사례(D.L)은 카

페 공간과 놀이 공간이 병렬되는 형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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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구분15)

오픈일 위치 면적
건물

층수목적측면 입지측면 입점형태 운영형태

L.B
놀이

강화형
주거지 상가형

프랜

차이즈
2007

서울시

강동구
140여평 6층

C.M
놀이

강화형
도심지 상가형

프랜

차이즈
2008

서울시

강남구
100여평

지하

1층

P
놀이

강화형
도심지 상가형 개인운영 2009

서울시

광진구
150여평 2층

L.O
교육

강화형
도심지 상가형

프랜

차이즈
2009

서울시

서초구
150여평 4,5층

Z
교육

강화형
주거지 상가형 개인운영 2009

서울시

송파구
170여평 6층

M.C
교육

강화형
주거지 로드샵형 개인운영 2010

서울시

서초구
80여평 4층

L.M
교육

강화형
주거지 로드샵형 개인운영 2010

서울시

강남구
140여평

1,2,3

층

K.R
교육

강화형
주거지 상가형

프랜

차이즈
2011

서울시

동작구
200여평 6층

N
교육

강화형
주거지 로드샵형 개인운영 2011

서울시

강남구
70여평

지하

1층

T
복합문화

강화형
주거지 로드샵형

프랜

차이즈
2009

서울시

송파구
320여평 1층

K.L
복합문화

강화형
도심지

쇼핑센터

입점형

프랜

차이즈
2011

서울시

송파구
600여평 6층

D.L
복합문화

강화형
주거지

쇼핑센터

입점형

프랜

차이즈
2011

서울시

동대문구
300여평 4층

<표 10> 조사 대상 키즈카페의 일반적 특성

구분 T K.L D.L

평면

배치

다이어

그램

이미지

<표 9> 복합문화 강화형 키즈카페 공간구성 및 실내이미지

4. 키즈카페 이용자의 만족도

4.1. 조사대상 키즈카페의 일반적 특성

목적관점 유형분류에 따라서 놀이 강화형, 레스토랑

강화형, 교육 강화형, 복합문화 강화형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 3곳씩 도합 12곳의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표

10>에 제시한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목적관점 유형분류

는 의도적인 선정에 의해서 놀이 강화형, 레스토랑 강화

형, 교육 강화형, 복합문화 강화형이 각각 3곳씩이었다.

입지측면 유형구분은 주거지가 8곳, 도심지가 4곳으로

주거지에 위치하는 곳이 2/3를 차지하였다. 아마도 이동

성이 결여 된 이용 어린이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선택

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입점형태 유형분류는 상가형

이 6곳으로 50%를 점 하였고, 로드샵형이 4곳으로

33.7%, 쇼핑센터에 있는 것이 2곳으로 상가형이 가장 많

았는데 이는 동반 주부 등의 이용도가 높아서 편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운영형태는 프랜차이즈가 7곳

(58.3%)16)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운영은 5곳(41.7%)이었

다. 오픈년도는 2007-2011년도 사이에 분포하는데 이는

키즈카페가 활발히 생겨나기 시작한 2007년도 이후에 지

어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위치

는 강남구 3곳, 송파구3곳, 반포구 2곳이었고, 그 외에는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동대문구가 1곳씩 이었다. 대체

로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강남 쪽이 강북에 비하여 그

15) 유형분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별 분류는 각주9)에 설명

됨. 입지별 분류에서 주거지형은 아파트단지, 또는 대규모 단독주

택 주거지 가까이에 입지한 곳을 말하고, 도심지형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에 위치한 곳을 말한다. 입

점형태별 분류에서 상가형은 상가시설 안에 입점해 있는 곳을 말

하고, 로드샵형은 주거지와는 떨어졌지만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주

간선도로변에 입지한 곳을 말한다. 운영형태 분류에서 프랜차이즈

형이란 체인본부가 매장운영 등에 관한 경영방식을 결정하고, 가맹

점은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되는 형태이며, 개인운영형은 개

인이 직접 경영, 운영하는 형태이다.

16) 기업형 프랜차이즈란 용어를 사용하는 곳도 3곳 있었으나(T, K.L,

D.L,) 운영 주체가 대기업이라는 얘기로 가맹점 수와 무관하며, 대

기업 명칭 공개도 없어서 프랜차이즈와 같이 명명 함.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실제 분포수도 그럴 것으로 유추

되었다. 공간면적은 가장 작은 곳은 70여 평에서 가장

큰 곳은 600여 평으로 그 차가 컸다. 가장 빈도수가 높

은 것은 150평 내외(41.7%)이었으며, 상가형이 여기에

속하였다. 300평 이상인 곳은 3곳으로 25%이었는데 주

거지에 위치한 복합문화 강화형이었다. 100평 미만인 곳

도 2곳 이었는데 주거지에 위치한 교육 강화형이었다.

층수는 지하에서 지상 층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여

러 층을 함께 겸용하는 키즈카페도 있었다. 층수에 따른

유형적인 특징은 찾을 수 없었다.

4.2. 키즈카페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1) 키즈카페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

한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는 어린이와 함께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부모 120명 이었는데 이중 여성이

77.5%, 남성이 22.5%로 이곳 이용자는 여성이 많았다.

연령은 30대가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20대

순서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충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형태는 취업자가 53.3%(전일제42.5%, 시간제 8.3%,

재택근무2.5%) 전업주부가 46.7%로 취업자가 좀 높았는

데 이는 일하는 않는 시간을 유용하게 이용하려는 경향

으로 이해된다. 직업은 주부가 46.7%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30.3%), 사무직(16.7%)이 이용 주류를 이루었고,

사업, 서비스업, 자영업의 이용은 낮았다. 이는 전문직이

나 직업을 가진 주부가 평상 시 어린이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므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런 공간에서

더 충실하게 어린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일,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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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키즈카페 이용자의 이용특성

나 또래 부모와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구분 항목 빈도(N) 백분율(%)

부모 성별
남 27 22.5

여 93 77.5

부모 연령

20대 9 7.5

30대 90 75.0

40대 21 17.5

직업형태

전일제 51 42.5

시간제 10 8.3

재택근무 3 2.5

전업주부 56 46.7

직업

주부 56 46.7

전문직 36 30.3

사무직 20 16.7

사업 2 1.7

서비스업 3 2.5

자영업 3 2.5

<표 11> 키즈카페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N=120

동반한 자녀의 연령은 만1세-만9세까지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세단계의 연령대로 묶으니 만4-6세의 유아기

가 6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만1-3세(40.0%), 만7-9

세( 23.3%)의 순서로 이용 빈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학령

기에는 아무래도 학습 시간이 필요하여 시간이 줄며, 너

무 어린 연령은 스스로 독립하여 이런 공간에서 놀기에

부적당 하였던 결과로 판단되었다.<표 12>

항목 빈도(N) 백분율(%)

자녀 연령

만1-3세 48 40.0

만4-6세 81 67.5

만7-9세 28 23.3

합 계 157 130.8

<표 12> 키즈카페 이용 자녀의 연령분포 N=120(복수응답)

(2) 키즈카페 이용자의 이용 특성

키즈카페의 이용자 특성을 정리하여 <그림 4>에 제시

한다. 이를 살펴보면 이용 시의 동반자는 다른 부모와

그 부모의 자녀가 함께 오는 형태가 57.5%로 가장 높았

고, 본인의 자녀만 동반하는 경우가 28.3% 로 그 다음이

었다. 본인의 자녀와 다른 자녀도 함께 데려오는 경우가

10.7%, 친구등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 3.3%이었다. 이를

통해 다른 부모와 함께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아이도 놀이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부모도

아이가 노는 동안 사회생활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으

며 이 점이 공간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로 이용하는

목적별 유형은 놀이 강화형 52.5%, 복합문화 강화형

30.0%, 레스토랑 강화형 10.8%, 교육 강화형 6.7% 순으

로 놀이시설이 강화된 키즈카페의 이용이 많았다. 따라

서 앞으로는 놀이강화형 카페의 증가가 더 이용자 편의

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용자의 방문횟수는

월 1회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 2회가 24.2%,

월 3회가 10.0%, 월 4회 이상이 8.3%, 4회가 4.2% 의 순

서이었다. 즉 이용횟수(주 1회 정도 12.5%, 열흘에 1회

10%)가 잦다고 보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심층 조사를 통

하여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 그 횟수가 늘어날지 혹은

지금 수준의 이용에 그칠 것인지를 밝힐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1일 방문 시 평균 이용시간은 2-3시간이

68.3%로 가장 높았고, 2시간 이하는 16.7% 뿐이었다. 전

체적으로 볼때 기본 시간인 2시간에 끝나는 경우는

16.7%뿐이므로 83.3%가 초과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

타나 비용 부담도 느낄 것으로 판단되었다(2-3시간

68.3%, 3-4시간 이용 8.3%, 4시간 이용 6.7%). 한편으로

는 부모가 다른 일을 해야 할 경우 이곳에서 놀게 그 시

간을 계획한다고 볼 수도 있어 일종의 탁아 역할을 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키즈카페를 방문하는 교통수단은 자

가용이 63.3%로 가장 높았고, 대중교통이 18.3%, 도보가

15.0%, 데려다주는 형태가 3.3%순이었다. 키즈카페에 도

착하는데 소요 시간은 평균 20-30분이 39.2%로 가장 많

았고, 10-20분이 30.8%, 10분미만이 20.0%, 30분-1시간이

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집 가까운 곳의 이

용자는 20% 정도 수준(도로, 데려다 주는 형태, 10분미만

시간 소요를 종합 판단)으로 아직은 근처 놀이공간의 대

용 보다는 나들이라는 개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키즈카페 이용 현황과 선호도

키즈카페 이용자의 이용현황을 정리하여 <표 13>에

제시한다. 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키즈카페 주된

방문 목적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놀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목

적이 25.0%, 부모의 모임을 위한 목적이 20.0%, 아이가

친구들과 놀기 위한 목적이 10.8%, 아이의 교육 프로그

램을 위한 목적이 6.7% 순이었다. 즉 사회생활 목적(아

이와 사회생활 35.0%, 다른 부모와 사회생활 2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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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백분율(%)

선호도

놀이기구의 다양성 70 58.3

청결도 60 50.0

안전성 59 49.2

위치 49 40.8

실내공간의 크기 30 25.0

음식의 종류 및 맛 21 17.5

이용가격 21 17.5

교육프로그램 질 20 16.7

실내디자인 19 15.8

근무자서비스정도 11 9.2

합 계 360 300.0

<표 14> 키즈카페 선택 시의 선호도 N=120(복수응답)

분류 항목 빈도(N) 백분율(%)

방문목적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42 35.0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30 25.0

아이의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8 6.7

아이의 파티등 행사를 위해 2 1.7

부모의 모임을 위해 24 20.0

식사를 즐기기 위해 1 .8

아이가 친구들과 놀기 위해 13 10.8

이용 시

좋은 점

부모의 시간 활용용이 47 39.2

아이가 또래집단과 어울릴 수 있게 53 44.2

아이에게 교육 및 체험의 기회 20 16.7

공간배치

선호유형

부모공간은 아이들을 볼 수 있게 개방 58 48.3

부모공간은 아이들을 볼 수 있되 분리 56 46.7

부모공간은 아이들을 볼 수 없고 가까운

곳에 분리
6 5.0

<표 13> 키즈카페 이용자의 이용 현황 N=120

<그림 5> 키즈카페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이가 친구와 사회생활 10.8%)이 65.8%로 주로, 교육목적

은 6.7%로 낮았으며, 아이의 파티나 식사에 대한 응답

도 낮아서 교육 강화형, 레스토항 강화형의 증가 기대는

낮았다.

키즈카페의 이용 시 좋은 점에서는 아이가 또래집단과

어울릴 수 있다는 답변이 44.2%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시간 활용이 용이하다는 답변도 39.2%로 나타나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도 키즈카페의 이용에 좋은 점을 찾고

있음을 알았다. 아이에게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답변이 16.7%로 비교적 낮았던 점을 미루어 앞

에서 언급한 대로 교육강화형 키즈카페의 증가요구는 기

대하기 힘들었다. 아이가 또래와 시회생활을 하거나 부

모가 안심하고 아이에서 해방되어 시간을 이용하게 계획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간배치 선호유형은 부모

공간이 아이들을 볼 수 있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48.3%로 가장 높은 반면, 부모공간이 아이들을 볼 수 있

되 분리되어야 한다는 답변도 46.7%로 비슷하게 높았다.

즉 부모공간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95.0%로 대부분의 의견임을 알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부모공간이 아이에게 개방되게 할 것인가에서 차이가 있

었는데 그것은 아이의 친구집중도 혹은 부모부재 어린이

문제 등등 다각도로 생각 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한 심

층 분석 연구를 통한 공간계획 반영이 이루어지기를 바

란다. 부모공간은 아이들을 볼 수 없어도 되고 대신에 가

까운 곳에 분리 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5.0%로 매우 낮았

는데 이를 통하여 모든 부모가 이이의 활동을 보기를 기

대함을 알았고 그렇게 공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키즈카페 선택 시의 선호도 결과는 <표 14>와 같았

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놀이기구의 다양성이었

고(58.3%), 그 다음이 청결도 50.0%, 안전성 49.2%이었

다. 기본적으로 키즈카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므

로 놀이기구의 다양성이 키즈카페 선택 시의 중요 기준

임을 재확인 하고, 이곳이 어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청결도와 안전성이 함께 요구됨을 알았다.

4.3. 키즈카페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키즈카페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크게 실내 공간, 기능,

서비스로 나누어 5점 Lickert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그림

5>와 같았다. 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4점

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았고, 만족도가 높은 순서는 실내 공

간, 서비스, 기능 순이나 그 평균 점수는 별 차가 없었다.

다음은 실내 공간을 살펴보면 디자인과 색채가 3.74로

높았고, 마감재도 3.66으로 높았다. 그리고 안전성, 이동

성이 3.55와 3.53으로 3.5를 넘어 다소 높았다. 어린이 공

간 크기는 3.49로 3.5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위생상

태는 3.16으로 실내공간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즉 실내공간에서는 실내 인테리어 부분의 만족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기능부문에서는 음식의 종류와 맛이 3.43과 3.42로 만

족도 다소 높았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3.16으로 가장 낮았으며, 놀이기구의 수와 놀이

기구의 종류에 대한 만족도도 3.28과 3.25로 낮아서 키즈

카페의 놀이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3.79로 가장 만족도

가 높았고, 주차시설 편리성이 3.59로 높았으나 전담직원

서비스는 3.39점 수준이었다. 이용가격은 2.96으로 3 보다

도 낮아 불만족이었으므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찾는 것

이 이용증가와 함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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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놀이

강화형

레스토랑

강화형

교육

강화형

복합문화

강화형

어린이 공간크기 3.33 3.53 3.83 3.53

부모 공간크기 2.73 3.63 3.63 3.63

디자인 3.63 3.63 3.93 3.73

마감재 3.66 3.7 3.83 3.7

색채 3.53 3.76 4 3.76

가구 및 소품 3.33 3.43 3.8 3.33

이동성 2.46 3.53 3.6 3.53

안전성 3.63 3.5 3.56 3.5

위생상태 2.96 3.16 3.56 3.1

계 3.3 3.5 3.7 3.5

<표 15> 실내 공간에 대한 목적관점 유형별 키즈카페 이용자 만족도

항목

평균

놀이

강화형

레스토랑

강화형

교육

강화형

복합문화

강화형

놀이기구 수 3.16 3.4 3.4 3.13

놀이기구 종류 3.23 3.26 3.26 3.06

음식 종류 3.36 3.56 3.56 3.16

음식 맛 3.26 3.7 3.7 3.23

교육 프로그램 질 3.26 3.7 3.7 2.9

계 3.3 3.5 3.6 3.1

<표 16> 기능 부문에 대한 목적관점 유형별 이용자 만족도

항목

평균

놀이

강화형

레스토랑

강화형

교육

강화형

복합문화

강화형

지리적 접근성 3.7 3.7 3.96 3.6

주차시설 편리성 3.53 3.13 3.4 3.8

전담직원 서비스 3.53 3.33 3.46 3.36

이용가격 3.13 3.13 3.06 2.83

계 3.5 3.3 3.5 3.4

<표 17> 서비스에 대한 목적관점 유형별 이용자 만족도

4.4. 목적관점 유형별 이용자에 따른 만족도

목적관점 유형별 키즈카페의 이용자에 따른 만족도 차

이를 실내 공간, 기능, 서비스부문에 대해 5점 Lickert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표 15-17>과 같다.

(1) 키즈카페 실내 공간에 대한 만족도

실내 공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균 만족도는 교육 강

화형 이용자가 3.7로 가장 높았고, 그 중 색채에 대한 만

족도가 가장 높았다. 레스토랑 강화형과 복합문화 강화

형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도 3.5로 비교적 높았으며, 놀이

강화형 이용자는 3.3으로 0.2점 낮았는데 부모 공간 크기,

이동성, 위생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았다. 세부적

으로는 교육 강화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위생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였다.

특히 놀이강화형은 이외에도 이동성(2.46), 부모 공간 크기

(2.73)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반대로 디자인과 색채 마

감재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유형에서 높았다. 이는 이 시

설이 비교적 최근에 개설되었고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표 15>

(2) 키즈카페 기능부분에 대한 만족도

기능 부문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균 만족도는 교육 강

화형(3.6)과 레스토랑 강화형(3.5)이 3.5 이상으로 다소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음식의 맛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

만족도가 3.7로 높았다. 반면 놀이 강화형의 평균 만족도

는 3.3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고, 복합문화 강화

형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3.1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복합문화 강화형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질 만족도가 평균 2.9로 불만족이 높았다.

(3) 키즈카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표 17>는 대체적으

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그 중 놀이 강화형

과 교육 강화형이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가 3.5로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지리적 접근 편리성이 모든 유형에서 높았

는데 특히 교육강화형이 3.96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정

기적인 교육 참여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이 중요

함을 확인하였다. 만족도가 모든 유형에서 낮은 것은 이

용가격으로 2.83-3.13에 분포하여 평균 3.04에 불과하여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복합문화 강화형은 다양한 시

설 이용으로 체재시간이 길어지므로 높아지는 요금에 불

만족 하였다. 반면 주차시설 편리성은 복합문화 강화형

이 높았는데 이는 쇼핑센터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에 대한 주차시설 확보에 따른 편리함으로 보였으며, 레

스토랑 강화형에서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 경우 많은 이

용객이 모여 주차가 힘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육 강화형 이용자의 경우는 지리적 접근의 편리성에 대

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교육 강화형 이용자의

경우 아이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에서

가까운 곳을 방문 하는 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었다.

4.5. 키즈카페 이용자 만족도 차이 검증

목적관점 유형별 키즈카페 이용자에 따른 만족도에 차

이가 있는지를 One-way ANOVA로 검증하여 그 결과

를 <표 18>에 제시한다. 이를 살펴보면 실내 공간부문

과 기능부문에서 그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실

내 공간에서는 어린이 공간 크기와 마감재, 색채, 가구

및 소품, 위생 상태 항목에 대해 모두 .05수준에서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 다중검정 테스트를 한

결과, 어린이 공간 크기의 경우는 놀이 강화형, 복합문화

강화형 키즈카페 이용자와 교육 강화형 키즈카페 이용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 강화형 이용자의 만

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강화형 키

즈 카페의 경우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필요했고, 비교적 넓은 면적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

으로 제공되었던 것에 따른 결과로 보였다. 마감재의 경

우는 복합문화강화형 이용자와 교육강화형 키즈카페 이

용자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육강화형

키즈카페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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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분류 N Mean Duncan 비고

실내

공간

어린이

공간

크기

놀이 강화형 30 3.27 a
N=120

M=3.49

F=3.037*

복합문화시설형 30 3.33 a

레스토랑 강화형 30 3.53 a b

교육 강화형 30 3.83 b

마감재

복합문화시설형 30 3.43 a
N=120

M=3.66

F=1.835*

놀이 강화형 30 3.67 a b

레스토랑 강화형 30 3.70 a b

교육 강화형 30 3.83 b

색채

놀이 강화형 30 3.53 a
N=120

M=3.74

F=2.727*

복합문화시설형 30 3.67 a b

레스토랑형 30 3.77 a b

교육형 30 4.00 b

가구 및

소품

복합문화시설형 30 3.30 a
N=120

M=3.47

F=3.203*

놀이 강화형 30 3.33 a

레스토랑 강화형 30 3.43 a

교육 강화형 30 3.80 b

위생

상태

복합문화시설형 30 2.80 a
N=120

M=3.16

F=3.899*

기본형 30 3.07 a

레스토랑형 30 3.20 a b

교육형 30 3.57 b

기능

놀이기구 수

복합문화시설형 30 3.13 a
N=120

M=3.28

F=2.231*

놀이 강화형 30 3.17 a

레스토랑 강화형 30 3.23 a b

교육 강화형 30 3.60 b

놀이기구

종류

복합문화시설형 30 3.07 a
N=120

M=3.85

F=3.186*

레스토랑 강화형 30 3.10 a

놀이 강화형 30 3.23 a b

교육 강화형 30 3.60 b

음식 종류

복합문화시설형 30 3.17 a
N=120

M=3.43

F=2.279*

놀이 강화형 30 3.37 a b

레스토랑 강화형 30 3.53 a b

교육 강화형 30 3.67 b

음식 맛

복합문화시설형 30 3.23 a
N=120

M=3.42

F=2.054*

놀이 강화형 30 3.27 a b

레스토랑 강화형 30 3.43 a b

교육 겅화형 30 3.73 b

교육

프로그램 질

복합문화시설형 30 2.90 a
N=120

M=3.16

F=5.315**

레스토랑 강화형 30 2.93 a

놀이 강화형 30 3.20 a

교육 강화형 30 3.60 b

<표 18> 유형별 이용자에 따른 키즈카페에 대한 만족도 차이

* P < .05 ** P < .01 *** P < .001

색채의 경우는 놀이 강화형과 교육 강화형 키즈카페

이용자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 강화형 이용자가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소품은 교육

강화형 키즈카페 이용자가 다른 유형의 이용자보다 만족

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위생 상태는 복합문화 강화형,

놀이 강화형 이용자와 교육 강화형 이용자 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있었으며, 만족도는 교육 강화형 이용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교육 강화형 이용자의 실내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유형의 이용자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육에는 필요한 공간

조건이 단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능 부문에 대한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는 모든 항목

에서 유의미한 차이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먼저 놀이기

구의 수와 종류는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놀이기구의 수의 경우는 복합문화 강화형과 놀이 강화

형 이용자의 두 집단과 교육 강화형 이용자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육 강화형 이용자가 놀이기구의 수에 대

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놀이기구의 종류는 복

합문화 강화형과 레스토랑 강화형 키즈카페 이용자의 집단

과 교육 강화형 키즈카페 이용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교육 강화형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음식의 종류와 맛의 경우는 두 항목 모두 복합문화 강

화형과 교육 강화형 이용자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

육강화형 이용자가 두 항목 모두 만족도가 더 높았다.

프로그램의 질에서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는데 복합문화 강화형, 레스토랑 강화형, 놀이 강화

형 이용자의 집단과 교육 강화형 이용자 간에 차이가 나

타났으며, 교육 강화형 이용자의 만족도가 다른 유형의

이용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만족도 역시 교육 강화형 키즈카페 이용자가 더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키즈카페를 목적측면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이

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첫째, 키즈카페 중 주로 이용하는 유형은 놀이 강화형

이며, 그 다음이 복합형으로 나타나 키즈카페는 아이들의

놀이를 위한 목적이 높음을 알았다. 키즈카페 방문 목적은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과 부모들의 모

임을 위한 목적 순으로 키즈카페는 아이 뿐만 아니라 부

모의 이용에도 목적이 있음을 알았다. 키즈카페 선택 시의

선호도는 놀이기구의 다양성이 가장 많았으며, 청결도, 안

전성, 위치(빈도수 40% 이상)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둘째, 키즈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이용가격을

제외하고 보통이상 만족 하는데,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만

족도가 높고, 디자인과 색채, 마감재, 어린이 공간 크기, 가

구 및 소품 순으로 만족도가 낮아졌다. 기능 부문 만족도

는 보통 정도 수준이었는데 음식의 맛과 놀이기구의 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서비스 부문 만족도는 지리적 접근

성과 주차시설의 편리성이 높았으나, 전담직원 서비스와

이용가격에는 보통정도 만족 하였다. 이용가격에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 된다.

셋째, 목적측면 유형별 이용자 만족도는 놀이 강화형

키즈카페 이용자는 디자인과 마감재, 안전성에 가장 만

족 하였고, 부모 공간 크기와 이동성, 위생 상태에 불만

족하였다. 이는 부모이용 공간이 놀이공간보다 다소 비

중이 적어 이에 따른 불만족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놀이

공간과 카페공간이 어느 정도 개방성을 가지는 경우는

이동성이 불만족 사항으로 앞으로는 두 공간의 연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였다. 관찰 결과로는 비교적 놀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이들의 선호에 일치하므로 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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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색채 항목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았다.

레스토랑 강화형 이용자 만족도는 실내 공간 부문에서

는 색채와 마감재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위생 상태에

가장 불만족 하였다. 기능부문에서는 음식의 맛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 만족도가 높았고, 음식의 종류에도 비교

적 만족하였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주차시설 편리성과

전담직원 서비스 정도는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교육 강화형 이용자는 비교적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

장 높았다. 특히 실내 공간의 색채에 대한 만족도가 4점

으로 가장 높았고, 지리적 접근 편리성도 높았는데 이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키즈카페는 집에서 가깝고 지리적

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을 선택하는 것에 따른 결과로 보

였다.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놀이기구의 종류와 이용 가

격 이였다. 이곳은 교육에 중점을 두므로 놀이 시설 규

모가 작거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놀이시설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교육 외 놀이시설 이용자를 위한 놀이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회원제로 운영하는 교육 강화형 키즈

카페 특성상 교육비 지불에 따른 이용 가격 기준에 대한

불만족 해결을 위한 균형점을 찾기를 바란다.

복합문화 강화형 이용자는 실내 공간에서 색채와 부모

공간 크기, 디자인 만족도가 높았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쇼핑시설 입점에 따라 주차지설 편리성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기능 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만족도가 전

반적으로 낮아 개선이 요망되는데 교육 프로그램 질과

이용가격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였다.

넷째, 목적유형별 이용자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한 결과 실내 공간 부문에서는 어린이 공간 크기

와 마감재, 색채, 가구 및 소품, 위생 상태에 대해 차이를

보였고, 기능 부문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차이를 보였

으나 서비스 부문에서는 만족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어

린이 공간의 크기와 마감재, 색채, 위생 상태에 대해서는

놀이 강화형과 교육 강화형 이용자 간에 차이가 나타났

는데, 모두 교육 강화형 이용자가 더 만족도가 높았다.

나머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역시 유형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 강화형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강화형 이용자가 다른 유형의 이용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 경우는 놀이시설보다 교육실을

강화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조용한 공간 내에서 놀이와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는 실내 공간 만족도가 높

고, 놀이기구와 음식,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부문에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이용가격과 위생상태, 교육 프

로그램의 질 항목이 낮아서 이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키즈카페는 비교적 많은 아이들이 한 공간 안에 수용

되어 이용하는 공간으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바닥에서 뛰고 뒹구는 활동

을 많이 하고, 놀이기구 역시 여러 아이들이 함께 쓰는

시설물이므로 위생 상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

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키즈카페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검사를 받고 있으나 아이들이 놀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

므로 운영자와 부모, 그리고 아이 모두 조심하고 미리

사고 예방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가 낮은 것은 부모들도 이용 시 문제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키즈카페 계획 시에 놀이시설 외에 공간적으

로도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앞으

로 키즈카페의 안전성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공간구성 현황과 함께 어린이 놀이행태 분석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용 가격은 키즈카페의 운영형태

로 보아 낮추는데 어려움도 있겠으나 이용자의 불만족

이 크므로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가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용요금이 높은 대신에 음식이

나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질의 향상으로 이를 보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조사 결과 키즈카페는 목적관점 유형에 따라 만족

도가 다르고,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

형별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하고, 그에 대한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키즈카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또한 키즈카페는 앞으로 그 수가 계

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적으

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아동의 행태를 고려한 키

즈카페의 계획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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