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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는 이제 그만: 시작하기
변기 사용을 배우는 것은 아이에게는 아주 큰 과정입니다. 아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천천히 시작하고 인내심으로 기다려주세요.

적절한 도구를 찾으십시오. 일반 변기에 맞는 유아용 시트나 배변훈련용 유아 전용 의자를 

사용하십시오. 일반 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딤 발판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시트에 

닿을 수 있어야 하고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발을 표면에 올려놓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아 전용 배변 의자를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십시오. 기저귀에 소변을 보거나 

용변을 하면 침착하게 치워주고 변기에서 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용변한 것을 변기에 

넣어서 맞는 장소임을 알려주십시오. 변기의 물 내리는 소리때문에 아이가 놀라면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아이가 변기를 사용하기를 원할 때에 앉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십시오. (많은 어린이들은 잠에서 깨거나 음식을 먹은 다음에 용변을 보게 

됩니다)

추가적인 기술들을 점차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변기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면 닦고, 변기 

물을 내리고, 옷을 입고 손을 씻는 법도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어린이들이 4살이나 그 

이상이 될 때까지 배변 후 닦는데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트레이닝 바지나 “다 큰 어린이”

의 속옷을 시도해볼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낮에 변기 사용을 배우더라도 

수개월간 밤에 기저귀 사용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낮에 실수를 하지 않고 

몇시간 지낼 수 있다면 밤에 기저귀 없이 재워 보십시오.

자녀의 돌보미와 협력하십시오. 돌보미도 자녀의 화장실 사용을 격려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돌보미와 변기 사용 습관에 대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처음에 

아이는 집에서는 가지만 어린이집에서는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을 때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점차적으로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십시오.

실패에 대비하십시오. 아프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변화로 인해 다시 역행할 수 있습니다. 

놀이에 너무 열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집중한 나머지 잊어버리거나 화장실에 

가기 원치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살짝 알려주시거나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이가 변비에 걸리거나 배변에 아파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려주십시오.

아이가 성공했을 때 칭찬해 주십시오. 기저귀에 실수하거나 싼 후에 이야기하는 것도 

발전입니다. 변기에 가는 중 소변을 실수하면 그것 또한 발전입니다. 아이가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고를 사실로 생각하며 계속 아이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낙담할 경우 몇 주 혹은 몇 달을 기다렸다 다시 시도해보십시오. 배변 훈련이 

기싸움이나 당신과 자녀에게 모두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