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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 현상이 지속화되면서 인구구

조의 변화 및 노인부양비의 증가와 같은 많은 사회경제적 문

제에 직면해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이

러한 출산율 감소현상은 여성의 아동양육에 대한 인식 및 사

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출생하여 성장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초기 아동기는 발달속도와 

변화의 폭이 매우 빠르고 큰 시기이다. 이 시기동안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건강의 

토대인 신뢰감, 독립심, 자아 존중감 및 조절능력의 성장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아동 

초기의 건강은 일생동안 중대한 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의 

일차적 환경을 구성하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Hertzman & Wiens, 1996). 따라서 건강

전문가인 간호사는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아동의 발

달 과업을 성취하는데 부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모가 아동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최

적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Edelman & Mandel, 

2006). 이때 부모와 아동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향하는 중

요한 사건 중 하나가 유아기에 시작되는 대소변가리기 훈련

이다.

대소변가리기는 유아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자 

성장과정의 획기적인 사건이다(Stadtler, Gorski, & Brazelton, 

1999). 대소변가리기 훈련동안 아동은 자아성취와 독립에 대

한 욕구가 싹트게 되며 대소변가리기의 각 단계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이에 대한 부모의 적절하고 긍정적인 반응은 자아 

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Fleisher, 2004). 아

울러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시작부터 완료에 이르는 시기 동

안 대소변가리기 행위와 관련된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유아기 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는 어린 

자녀가 대소변가리기를 성취하는 동안 다양한 어려움과 걱정

을 경험할 수 있고, 심지어 이로 인해 가족 내 심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Schum et al., 2001). 이러한 부모-자녀간 스트

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대소변가리기 훈련 

과정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고, 그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

도록 다각적인 중재가 요구되고 있다. 대소변가리기에 관한 

건강 교육은 부모가 자녀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해 더 유

연한 태도를 가지고 대소변가리기 완료 시기에 대한 염려나 

훈련과정에서의 좌절 등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더 성

공적이고 긍정적인 대소변가리기 훈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Edelman & Mandel, 2006). 

그러나 부모의 높은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 저출산 

가정의 증가 등은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각 단계마다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구하기 어

렵게 하고 있다.

또한 대소변가리기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현재의 양육환경을 반 하지 못하며, 대소변가리기 훈련을 양

육방법 및 육아지식의 일부로 사정하여 제한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Kim et al., 1994; Kim, 1997; Kim, Im, Eum, Jung, 

& Cho, 1998; Lee, 1985). 따라서 부모들로 하여금 유아기의 

중요 발달과업인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

라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 및 부모들의 대소변가리기 훈

련에 대한 사전 정보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유아의 대소변가리기의 성취도 및 유아 부

모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관한 지식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를 전체, 연령별로 구분하

여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취도 차이를 분석한다.

• 부모의 아동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

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 및 부모의 대소변가리기 훈련

에 대한 지식정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성취정도와 어머니

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횡

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소아과병원, 보건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12개월에서 29개월 사이의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

다. 외국 문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시작 월령이 만 18개월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 



한국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 및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

아동간호학회지 14(3), 2008년 7월 223

선행연구에서는 12개월부터 대소변가리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들을 본 연구에 포함하 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

니는 332명이었으나, 최종 분석에서는 자료 기입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15부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지역별 분

포는 서울이 76명, 경기가 99명, 강원이 7명, 충청이 42명, 전

라 49명, 경상 42명이었으나, 편의표출법이 사용되어 지역변

수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연구 도구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Schum 등

(2002)이 15개월에서 42개월의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성장에 

따른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개발한 대소변

가리기 성취도(TSS: Training Status Survey)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 다. 위 도구는 Schum 등(2002)이 개발한 후 pilot test

를 거쳐 수정한 도구로써, ‘밤에는 대변을 보지 않는다’, ‘화

장실 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대소

변가리기 훈련 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의 행동 정도

를 부모가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28문항의 도구이나, 26개 문항

은 남․여아 모두에게 해당되고 나머지 2개 문항은 남․여아를 

구분하여(‘서서 소변을 볼 수 있다-남아용’, ‘소변을 본 후 스

스로 잘 닦을 수 있다-여아용’) 각자 해당되는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시작에서부터 12개월에서 18개월간 매주별 자녀의 대

소변가리기 성취도를 기입하여 연령별 성취도 추이를 분석하

는데 사용된 것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으로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소

변가리기 성취도 측정 도구의 문항간 신뢰도 계수는 .94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

유아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예비문항 68문항을 아동간호학 교수 5인, 아동 전문간호사 1

인, 소아과 의사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결

정한 24문항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3개의 하부 역 -대

소변가리기 훈련과 성장발달 특성, 아동의 준비 및 구체적 방

법-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맞다(1점)’, ‘아니다 

또는 모른다(0점)’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부모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자가 문헌에서 

유아의 성별, 출생 순위, 어머니의 연령 등 총 13문항을 이용

하여 측정하 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1월에서 2007년 1월까

지이며 연구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병원, 어린이집, 보건

소 등을 선정하 다. 연구자는 먼저 기관장과 담당자에게 연

구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연구대상 월령에 

해당하는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

여에 동의를 구하 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수락한 유아

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등의 도움을 받

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 다. 소아과 병원은 예방접종이나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급성 전염성 질환의 진료를 위해 방문

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은 해당 연령을 담

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가정통

신문과 함께 설문지를 아동의 가정으로 보낸 뒤 부모가 작성

하게 한 뒤 어린이집을 통해 회수하 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8.1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

식 및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는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아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

한 지식,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는 t-test, ANOVA, 

Duncan 다중비교검증법 및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 유아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과 유아의 대

소변가리기 성취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 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남아가 51.4%, 여아가 48.6% 고, 평균 

연령은 21.65개월이었다. 대상자의 88.3%가 건강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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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315)

Demographics N (%) Mean(SD)

Residence Seoul
Kyung-ki 
Kang won
Chung-chung
Chun-La
Kyung-sang

76
99
 7
42
49
42

24.1
31.5
 2.2
13.3
15.6
13.3

Gender of child Male
Female

163
152

51.4
48.6

Age of child 21.65(4.69)
Presence of illness No

Yes
278
 37

88.3
11.7

Presence of sibling No
Yes

132
183

41.9
58.1

Number of sibling None 
One 
Two 
Three 
Four 

133
147
 24
  6
  5

42.2
46.7
 7.6
 1.9
 1.6

Use of day care No
Yes

193
122

61.3
38.7

Type of day careϯ Child care-home based
Child care center 
Kindergarten 
Relatives or acquaintance

39
71
 6
 6

32.0
58.2
 4.9
 4.9

Age of mother 32.15(3.82)
Marital status Marriage 

Divorce
Separation

310
  4
  1

98.4
 1.3
 0.3

Job of mothers No, house wife
Regular job
Part-time job

206
 85
 24

65.4
27.0
 7.6

Year of education Below 9years
12years
Undergraduate level 
Above graduate level

105
193
 14
  3

33.3
61.3
 4.4
 1.0

Type of family Extended family 
Altered Extended family
Nuclear family 
Single parent family
Others

 49
 65
196
  4
  1

15.6
20.6
62.2
 1.3
 0.3

Monthly family income 300.22(62.93)

다. 현재 어린이집, 개인 보육인 등의 보육지원체계를 이용

하는 가정보다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61.3%로 많았다<Table 

1>.

대상 아동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15세 고 98.4%가 기혼

상태 다. 비취업모가 65.4%로 취업모에 비해 많았고 12년(고

등학교)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은 어머니의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62.2% 고, 가계의 경제수준

은 월평균 300.22만원이었다.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

본 연구 대상자의 대소변가리기의 성취도는 평균 3.04점

(±0.78)이었으며, 월령을 3개 군으로 구분하여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를 확인한 결과<Table 2>,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값이 증가되어(F=41.42, p=.000) 아동의 성장에 따라 대소변가

리기의 전반적 성취도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소변가리기 성취도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월령 구분 없이 전체 유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대소변과 관련된 유아용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

(4.15±0.92)’, ‘변을 보면서 또는 봤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3.75±1.18’, ‘밤에는 대변을 보지 않는다(3.74±1.30)’, ‘유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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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ilet training status of toddlers & mother's knowledge level on toilet training according to demographics  

(N=315)

Demographics N

Toilet training status Level of knowledge on TT

M±SD
F or t

(p)

r

(p)
M±SD

F or t

(p)

r

(p)

Residence Seoul
Kyung-ki
Kang won
Chung-chung
Chun-La
Kyung-sang

76
99
 7
42
49
42

  2.94±  0.75
  3.16±  0.76
  2.60±  0.50
  3.09±  0.64
  2.92±  0.83
  2.98±  0.87

 1.40
(.225) 

 15.55±  3.17
 16.01±  2.54
 14.50±  2.88
 15.71±  2.23
 15.85±  3.29
 15.59±  4.15

0.44
(.821)

Gender of child Male
Female

163
152

  2.96±  0.76
  3.09±  0.77

-1.42
(.157) 

 15.61±  3.14
 15.90±  2.92

-0.86
(.389)   

Age of child   3.04±  0.78 - 0.457***
(.0001)

 15.75±  3.03 -0.038
(.494)

12-17 months 50   2.65±  1.03(b)
41.42***
(.000)

 16.30±  2.83
1.06

(.346)18-23 months 146   2.79±  0.67(b)  15.56±  3.14
24-29 months 119   3.48±  0.63(a)  15.78±  2.98

Presence of illness No
Yes

278
 37

  3.04±  0.76
  2.90±  0.83

 1.03
(.305)   

 15.80±  3.07
 15.43±  2.80

0.70
(.486)

Presence of sibling No
Yes

132
183

  2.87±  0.81
  3.13±  0.72

-2.92***
(.003)  

 16.06±  2.64
 15.57±  3.23

1.44
(.150)

Number of siblingϯ None
One
Two
Three
Four

133
147
 24
  6
  5

  2.84±  0.82(c)
  3.17±  0.68(a)
  3.17±  0.93(a)
  3.27±  0.68(a, b)
  3.06±  0.39(b, c)

 2.77**
(.027)

 15.79±  2.67
 15.54±  3.10
 16.66±  2.85
 18.33±  1.15
 17.00±  2.64

1.41
(.232)

Use of day care No
Yes

193
122

  2.97±  0.72
  3.10±  0.84

-1.38 
(.168)

 15.74±  3.11
 15.76±  2.93

-0.04
(.968)   

Type of day careϯ Child care-home based
Child care center
Kindergarten
Relatives or acquaintance

39
71
 6
 6

  2.96±  0.66(b, c)
  3.18±  0.91(a)
  4.03±  0.31(b)
  2.32±  0.93(c)

 4.13***
(.008)  

 16.02±  2.76
 15.97±  2.77
 16.00±  4.35
 15.40±  1.81

0.07
(.974)

Age of mother  32.15±  3.82 - 0.080
(.164)

 32.15±  3.82 0.043
(.448)

Marital status Marriage 
Divorce
Separation

310
  4
  1

  3.01±  0.77
  3.31±  0.44
  3.25±  3.25

 0.20 
(.815) 

 15.74±  3.04
 14.00±  0.00
 20.00±  0.00

1.14
(.321)

Job of mothers No, house wife
Regular job
Part-time job

206
 85
 24

  3.10±  0.72
  2.91±  0.82
  2.71±  0.91

 3.66**
(.026)  

 15.54±  3.09
 15.95±  2.73
 16.39±  3.31

1.13
(.324)   

Year of educationϯ Below 9years
12years
Undergraduate level 
Above graduate level

105
193
 14
  3

  3.02±  0.63
  3.01±  0.84
  3.02±  0.88
  4.29±  0.00

 0.90
(.444)

 14.69±  3.40(c)
 16.18±  2.78(b)
 16.75±  1.54(b)
 17.00±  0.00(a)

6.11***
(.0005)

Type of familyϯ Extended family 
Altered extended family
Nuclear family
Single parent family
Others

 49
 65
196
  4
  1

  2.97±  0.83
  3.02±  0.75
  3.02±  0.77
  3.79±  0.16
  3.00±  0.00.

 0.79
(.533)

 16.52±  2.62(a)
 14.89±  3.56(c)
 15.89±  2.87(a)
 15.66±  1.52(b)
 15.00±  0.00(b)

2.92**
(.034)

Monthly family income 300.22±162.93 - 0.051
(.410)

300.22±162.93 0.104
(.091)

*** p<0.01 ** p<0.05 * p<0.1          ϯ: showed group difference by Duncan test 

변기를 사용하고 있다(3.62±1.29)’이었으며, 반면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대변을 본 후, 아동 스스로 잘 닦을 수 있다

(1.51±0.82)’, ‘아동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본다(2.03± 

1.18)’, ‘용변 후 스스로 손을 씻는다(2.22±1.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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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tem means of toilet training status                                                                  (N=315)

Items M±SD

Stays bowel movement free at night * 3.74±1.30
Understand Potty words * 4.15±0.92
Has potty chair/seat available * 3.62±1.29
Shows Interest in using the potty 3.57±1.17
Tells during or after having BM * 3.75±1.18
Has regular bowel movements 3.47±1.04
Stays dry for over 2 hours 3.35±1.03
Indicates the physical need to go to the bathroom 3.38±1.20
Sits on potty when placed for 5 minutes 2.53±1.25
Flushes the toilet by oneself 2.83±1.40
Tells during or after peeing 3.49±1.23
Knows how to urinate in the potty 3.55±1.26
Washes hands by oneself + 2.22±1.15
Pulls training pants or underwear up by oneself 3.00±1.26
Urinates in potty with help 3.42±1.23
Pulls training pants or underwear down by oneself 3.16±1.24
Wear training pants or underwear 2.95±1.38
Tells before having a Bowel Movement 3.25±1.28
Uses regular toilet without a potty seat 2.49±1.28
Stays Bowel Movement free during day 3.00±1.44
Tells before having to urinate 3.32±1.35
Stays dry during the day 2.99±1.36
Enters bathroom and urinates by oneself 2.28±1.24
Wakes up dry overnight 2.41±1.27
Enters bathroom and defecates by oneself + 2.03±1.18
wipes poop effectively by oneself + 1.51±0.82
Wipes urine effectively by herself (girl only) 2.01±1.22
Enter bathroom and urinates with standing by oneself(boy only) 2.64±1.35

*: Item showed the highest mean    +: Items showed the lowest mean

따라서 대소변가리기와 관련된 용어의 이해 및 야간의 대변

조절, 대변보기에 대한 아동의 의사표현, 구체적인 배변용기

의 사용은 대부분의 유아가 월령구분과 관계없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성취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

균을 보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형제자매유무(t=-2.92, p=.003), 형제 

자매수(F=2.77, p=.027), 보육시설 이용종류(F=4.13, p=.008)와 

어머니의 직업유무(F=3.66, p=.02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구체적으로는 형제가 있는 유아가 형제가 없는 유아보

다 대소변가리기 성취도가 높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니는 유아가 보육자(친척 또는 고용인)에 의해 돌보아지는 유

아보다, 비취업모 자녀가 취업모 자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예상한 바와 같이 아동연령과 대소변가리기 성취도

(r=.457, p=.0001)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아동의 연령

증가와 함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 지식 정도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

한 지식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앞의 <Table 2>와 같다. 평균 

15.75점(±3.03)(점수범위 0-24)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경우 65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 다. 하위 역별로는 성장발달

과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은 평균 5.06점(±1.39)(점수

범위 0-7), 아동의 준비에 관한 지식은 평균 3.03점(±1.38)(점

수범위 0-5), 구체적 방법에 관한 지식은 평균 7.67점(±1.61)

(점수범위 0-12)이었다.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 정도를 월령군별로 비교한 결과, 12-17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의 대소변가리기 지식 평균(16.30±2.83)이 18-23개월

(15.56±3.14) 및 24-29개월(15.78±2.98)의 자녀를 둔 부모의 지

식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

한 부모의 지식 정도의 하위 역별 평균은 아동의 월령군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 지식의 하위 역별 문항 평균

을 살펴보면<Table 4>, 아동의 준비 지식이 0.60으로 가장 낮

았고 구체적 방법 지식 0.63, 성장발달과 대소변가리기 훈련 

지식이 0.72로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지식의 문항 정답률을 살펴보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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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thers knowledge level on toilet training                                                           (N=315)

Subcategories Items
Correct 

rate(%)

Item

Mean

(SD)

Growth and 
development and 

toilet training 
characteristics

Toileting is an attempt to further the identity of children and to foster their spirit of independence. 80.1

0.72
(0.19)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starting toilet training is the age of the infant. Toilet training should 
start after the child is older than 18 months.

28.9

The temper of the child affects toilet training tremendously. 49.8
The start or methods of toilet training depend on the child. 94.1
Forced toilet training may negatively affect the personality of a child. 89.0
If set-backs occur during toilet training, it does not mean that the training has failed. 73.9
The period of starting the toilet training is not the same as its end. 89.4

Sub total mean 5.06±1.39

Readiness to 
initiate toilet 

training

The child should be able to walk in order to start toilet training. 67.9

0.60
(0.27)

The child should be able to imitate the motion of his or her parents in order to start toilet training.  73.4
The child should be able to pull his or her pants up or down in order to start toilet training. 26.5
Toilet training is recommended when the child is able to express his/her awareness of urination 75.1
Toilet training should start when the child is able to control his/her bowels and bladder. 61.4

Sub total mean 3.03±1.38

Specific strategies 
of toilet training

Diapers are not recommended for use during toilet training. 38.5

0.63
(0.13)

Toilet training should start naturally and comfortably, if possible. 96.8
Males should be trained to urinate while standing from the beginning. 42.6
Toilet chamber pot for children are recommended for use in bathrooms. 53.2
The child should be seated as long as possible for a specific amount of time when he or she starts 

toilet training.
64.7

Portable toilet chairs for children are not recommended for use in nurseries. 26.6
A parent should show a good example of the method for using the toilet chamber pot during toilet 

training.
76.4

If the child is nervous during toilet training, it may be postponed for about three months. 55.9
Each caregiver is recommended to use consistency in the training method. 64.5
If the child is afraid of the infant toilet seat, he or she should not be forced to use it. 94.8
Toilet training is efficient when the child is not facing any changes such as moving, a younger 

sibling, or illness.
84.8

Making sure the child takes in enough fiber helps stimulate regular bowel movements during toilet 
training.

75.6

Sub total mean 7.67±1.61

소변가리기 훈련은 가능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시작해야 한

다(96.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이 유아용 변기 의

자를 두려워한다면 강제로 앉히지 않는다(94.8%)', '대소변가

리기 훈련의 시작과 방법은 아동마다 다르다(94.1%)' 등이 높

은 정답률을 보여 이 항목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시작에서 가장 중

요한 조건은 아동의 연령으로 18개월에 성취되므로 이 시기 

이후에 시작한다(28.9%)’,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시작을 위해

서는 아동이 바지(하의)를 내리고 올리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

다(26.5%)’, ‘대소변가리기 훈련시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등)에서는 이동식 유아용 의자 변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26.6%)’ 등이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여 이 항목

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 

지식 정도는 앞의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 학

력(F=6.11, p=.0005), 가족형태(F=2.92, p=.03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이외의 변수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가족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지식 정도 차이

에서 두 부모가 함께 사는 핵가족 및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

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의 지식 정도가 편부모 가정의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와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 지식 정도와의 상관관계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와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지식 

정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유아

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는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지식 정도

(r=-.113, p=.047)와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지식 하위 역 중 

구체적 방법 지식(r=-.127, p=.027)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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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toddler's toilet training status and mother's knowledge level on toilet training(TT) (r)

(N=315)

Level of 

knowledge on 

TT

r(p)

Subcategories of TT knowledge 

Growth and 

development and TT 

characteristics

r(p)

Readiness of child 

to initiate TT

r(p)

Specific strategies 

of TT

r(p)

Toilet training 
status of toddlers

Total age   -0.113**
(.047)

-0.067
(.244)

-0.035
(.541)

  -0.127**
(.027)

12-17 months -0.215
(.162)

-0.088
(.569)

-0.105
(.497)

-0.216
(.160)

18-23 months -0.085
(.317)

0.003
(.971)

-0.108
(.200)

-0.079
(.349)

24-29 months -0.123
(.182)

-0.103
(.265)

-0.005
(.954)

-0.130
(.158)

** p<0.05 * p<0.1    TT: Toilet training

타냈다.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를 연령집단별로 구분하

여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지식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 수준과 유아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대상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는 3.04(±0.78)점으로 

Schum 등(2002)이 보고한 아동에 성취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chum 등(2002)은 42개월까지를 포함하는 대상자

의 연령별 성취도 추이를 보고한데 비해, 본 연구는 횡단적인 

평균치이나, 연구 대상 연령이 12개월에서 29개월까지 상대적

으로 어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나라 유아의 대소변가리

기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Horn, Brenner, Rao와 Cheng(2006)이 보고한 연구결과와 

함께 백인 어머니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비교적 늦은 연령에

서(아동연령 평균 25.4개월) 대소변가리기 훈련을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반 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월령군 별로 구

분하여 분석해 볼 때 대소변가리기 성취도의 평균값이 증가

되어 아동의 성장에 따라 대소변가리기가 성취도가 높아지고, 

완성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특

성 중 아동 연령과 대소변가리기 성취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도 일치되는 결과 다. 다만, 월령군별 평균의 차

이에서, 18-23개월 아동과 24-29개월 아동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18개월에서 29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대소변가

리기 훈련의 시작 및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를 문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대소변

가리기와 관련된 유아용 언어(응가, 쉬)의 이해력 및 유아용 

변기의 사용, 그리고 밤에 대변을 보지 않는 것 등의 높은 성

취도는 기존연구의 성취도 추이와 유사하 다. 또한 상대적으

로 성취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인 ‘아동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본다’ 및 ‘대변을 본 후 아동 스스로 잘 뒤처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대상 아동의 성취도 추이에서도 27개월 

이후에나 성취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기존 연구의 대상 

아동인 미국문화권 아동들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용변 후 스스로 

손을 씻는다’의 항목은 30개월 이전에 약 60%의 아동이 이를 

성취하는 것으로 보고한 Schum 등(2002)의 결과와는 달리, 한

국의 부모들이 용변 후 아동 스스로 손을 씻도록 교육하는 

면에서는 미국 문화권에 비해 덜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동일 도구를 이용하여 성취도의 추이를 보고한 기존연구

와 횡단적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와의 직접적인 수치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있어서도 아동의 독립심 

고취 측면에서 미 문화권과 아시아 문화권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아동의 위생관념에 입각한 건강한 생활방식을 어린 

시기에서부터 확립시켜야 한다는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부모

로 하여금 아동이 용변 후 스스로 손 씻는 것을 대소변가리

기 훈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건강전문가의 적극

적인 개입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는 형제자매유무 및 형제

자매 수, 보육시설이용 종류, 어머니의 직업유무에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와 상반되게 Schum 등(2001)은 높은 연

령, 인종, 성별과 같은 내인적 변수를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보고하 다. 특히 본 연구는 비취업모 

자녀가 취업모 자녀보다 대소변가리기 성취도에서 높은 점수

를 보 는데,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있어서도 

중요한 항목인 ‘일관되며 연속성 있는 훈련’이 가능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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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 유아

가 고용인이나 친척에 의해 양육되는 유아보다 대소변가리기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물론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이른 시

작 및 아동의 연령에 비해 높은 성취도가 성공적인 대소변가

리기 훈련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Blum, 

Taubman, & Nemeth, 2003), 위의 자료를 요약해 볼 때 아동

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서 주훈련자가 부모인지 또는 정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내지는 보육을 도와주는 고용인 인지에 

따라, 또한 아동 보육기관의 정책이 아동의 대소변가리기에 

대한 훈련방침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아동의 성취

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대는 어머니의 사회진출과 

이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이 보편화된 시대이므로, 대소변가리

기 훈련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가정 및 보육

시설 간에 원활히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대소변가

리기 훈련에 대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유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다가올 대소변가리기 훈련 과정

을 경험해야 하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

수준은 매우 낮아 대소변가리기 훈련 시 아동의 준비 수준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시작, 종료 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의 아

동별 개인차를 충분히 숙지할지라도 아동 준비도에 대한 이

해부족은 대소변가리기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종종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소변가리기 훈

련은 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심리적 부담감을 초래하는 중요

한 발달과업이며, 부모는 아동이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측면

의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한 후 대소변가리기 훈련을 

수행하여야 부모-자녀 모두 신체, 심리적으로 더욱 성공적인 

훈련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Brazelton et al., 1999; Macias, 

Robert, Saylor, & Fussell, 2006). 또한, 아동의 준비상태를 고

려하지 않고 대소변가리기를 시작한다면 대소변가리기에 실패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항목인 자율성

이 성취되지 못할 수 있다(Kinservik & Friedhoff, 2000). 따라

서 건강전문가들이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부모로 하여금 대소변가리기 훈련 전 반드시 아동의 준비

정도를 파악한 후 준비가 되었을 때 훈련을 시작하고, 아동의 

준비상태를 고려한 훈련 속도의 조절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 중 어머니가 학력이 높을수록, 시부모 또는 친

정부모와 같이 사는 대가족일수록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가족의 가족형태 내에 있는 어

머니의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은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양육경

험이 어머니 세대로 전수됨과 동시에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 조부모가 기능함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는 어머니의 대소변가리

기 지식 정도와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지식 하위 역 중 구

체적인 방법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성공적인 대

소변가리기 훈련을 위해서 건강전문가에 의한 부모교육이 중

요하다고 보고한 기존연구(Schuster, Duan, Regalado, & Klein, 

2000)의 입장을 뒷받침하지 못하 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지식 총 평균점수와 

하위 역 평균 점수가 낮다는 점, 둘째,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취도 추이를 종단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점, 셋째, 외국의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

지 못한 문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대소변가리기 지식 정도와 성취도에 대한 관

련성은 추후 연구를 통해서 다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육 행위에 대해 사전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더라도, 실제 양육이 수행되는 현장에서의 실행과 직

접 연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할 때(Grant & Stone, 1986), 

부모가 알고 있는 사전정보들이 실제 대소변가리기 훈련시의 

양육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대소변가리

기 훈련이 진행되는 몇 개월 심지어는 1년여에 걸친 시기동

안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부모들의 문의사항 내지

는 훈련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대소변가리기 퇴행과 

같은 요인에 어떻게 이해,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

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어머니의 직업유무, 보

육시설이용 종류, 가족형태와 같은 사회적 변인들이 아동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에 향하고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관한 

어머니의 지식 중 ‘아동의 준비도’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의 성공적인 대소변가리기를 위

해서는 아동의 발달 상태를 파악하여 각 아동에 맞는 대소변

가리기 훈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아과 간호사 및 소아

과 의사 등의 건강전문인이 중심이 되어 부모에게 이에 대한 

주기적인 지식제공 및 상담을 제공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보육시설로의 양육기능 이행이 증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유아 부모 

및 가족 뿐 만 아니라 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대체인력 집단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

한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대소변가리기 훈련 교육 프로그램

은 아동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성공을 넘어 아동의 신체적 

성장, 발달수준의 향상 뿐 아니라,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동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를 파악하고,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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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후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대소변가리기 훈련

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

련하기 위해, 한국 유아의 대소변가리기의 성취도 및 유아 어

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관한 지식 정도를 확인하고 아

울러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 지식정도와 유아의 대소변

가리기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

하 다.

연구대상은 12~29개월 사이의 유아 315명이었으며 자료수

집은 2006년 11월에서 2007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도구

는 대소변가리기 성취도(TSS: Training Status Survey)도구와 

본 연구자가 개발한 지식도구를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AS 8.1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 t-test, ANOVA, Duncan 다중비교검증법 및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는 평균 3.04점이었고 월령별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연령증가에 따라 대소변가리기의 

성취도가 높아졌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대소변가리기와 관

련된 용어의 이해 및 야간의 대변조절, 대변보기에 대한 아

동의 의사표현, 구체적인 배변용기의 사용에서 성취도가 높

았으나, 아동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 용변 후 

스스로 뒤처리를 하고 손을 씻는 부분에 대한 성취도는 상

대적으로 낮았다.

•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는 형제자매유무 및 형제자매 

수, 보육시설이용 종류,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 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 유아가 고용인에 의해 

양육되는 유아보다, 비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대소변가리기 성취도가 높았다.

• 유아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15.75점이었으며 하위 역별로 성장발달과 대소변가리기 훈

련에 대한 지식은 평균 5.06점, 아동의 준비에 관한 지식은 

평균 3.03점, 구체적 방법에 관한 지식은 평균 7.67점이었다.

• 유아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 정도는 어머

니 학력이 높을수록,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같이 사는 대가

족이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았다.

•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는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지식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지식의 하위 역 중에

는 구체적 방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성공적인 대소변가리기를 위해서 유

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대한 교

육이 필수적임을 시사하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

램의 개발시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역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보육지원시

설에 따른 성취도 차이는 다양한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소변가리기 훈련 현황을 파악하는 추후연구의 필요성

과 연결되며, 가정 및 보육시설 간에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대소변가리기 훈련을 통해 최적의 아동 발달을 도모해야 하

는 건강전문가들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활용 및 추후연구에 대한 본 연구팀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대소변가리기 성취도를 횡단적으로 측정함으

로써 연령별 성취도 추이를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

므로, 향후 한국 유아의 대소변가리기 성취도 추이를 확인

하기 위한 종단적인 조사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 향후 가정-보육시설 간 일관된 대소변가리기 훈련을 수행하

기 위해서, 현재 국내 다양한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유아 어머니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 경제적 변인 및 부모-자녀관계, 

아버지의 역할 등을 포괄하여 상대적 향력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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