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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의 첫 인상은 각자의 성장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해답을 찾게 하셨나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연못으로 
데려가 올챙이를 관찰하게 하거나 가뭄 뒤 물 높이를 
알아보라고 하셨나요? 여러분의 STEM 경험에 따라 
해당 분야에 흥미를 느끼거나 염려하실 것입니다. 
프리스쿨에서 굳이 STEM 학습을 시작할 필요가 있나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즐겁게 놀면 
되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릴 때는 놀고, 발견하며, 궁금증을 
느껴야죠! 체험형 STEM 교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탐구할 만한 무궁무진한 것들과 흥미와 재미로 
가득한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넘치고 그 질문의 대부분은 STEM 
분야와 관련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동은 타고난 
호기심 때문에 배우려는 의욕이 강합니다.

탐구 중심 STEM 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학교? 방정식? 수학 시험 전 날  
밤샘 공부? 따분한 화학 수업? 아니면 세상의 신비를 밝히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신나는 과학 수업이 생각나십니까?

유아기에 실시하는 탐구 중심 STEM 교육은 협력적 
과정으로서, 아동이 스스로 질문하고 관심사를 
탐색하게 합니다. 아동은 놀이하듯 과학적 과정에 
친숙해지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조기 STEM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혁신적인 STEM 조기 교육에서 어른은 조력자의 
역할을 맡아 아동이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협력적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어른은 아동의 개별 
관심사를 관찰해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아동의 
사고 과정을 자극하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조기 STEM 교육은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4살 샘은 더운 날 여러분이 물잔에 얼음을 넣는 것을 
봅니다. 얼음이 물 속에서 녹는 것을 보고 그 과정에 
감탄합니다. 샘은 물잔에 얼음을 더 넣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이 얼음이 전부 녹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구나’ 또는 ‘얼음이 빨리 녹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면 좋겠다’ 식으로 말해서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매우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탐구나 추가 질문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샘은 얼음이 든 물잔을 밖으로 
가져가 햇볕에 녹여보려는 자체 탐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STEM 학습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나 레시피북 
또는 과학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질문에 
경청하고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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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탐구는 왜 중요한가요? 
급변하는 세계에서 STEM 기술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2017년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가 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발전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최대 5천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며, 배우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세계 미래학자들은 한 가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산업 인력은 ‘전통적인 학교 
프로그램의 정규 커리큘럼과 무관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감각과 추론, 융통성, 
창의력, 협력적 문제 해결, 끈기와 적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체험형 탐구 중심 STEM 교육은 사회적 정서적 지능의 토대를 만들고, 아동의 자신감을 높이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 줍니다.

STEM 탐구를 가정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상 속에서도 발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가 매일 던지는 질문이 탐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앞으로 자녀가 ‘얼음 덩어리가 어디로 갔어요?’라고 묻는다면 ‘좋은 질문이야. 함께 알아보자!’라고 대답하세요.

  
참조 문헌: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 (2017). 사라지는 일자리, 생겨나는 일자리: 자동화 시대의 노동력 전환(Jobs lost, jobs 

gained: Workforce transitions in a time of automation), <https://mck.co/2veUcZ5>. 본 내용은 학습 환경 육성에서 조기 STEM 탐구를 권장하는 비영리 

기관인 Little Scientists Australia가 제공했습니다.

https://littlescientists.org.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