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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용 활동지

1차시: 내가 꿈꾸던‘워너비 빌리지’-나의 판타지

¦ 우리 도시(학교)의 문제점을 인식, 공유하여 개선방향을 소통하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
¦ ‘IASA 도시 디자인 제안전’을 열어 나의 판타지를 구현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생각 열기
◆ 우리 도시(학교) 드론 영상 및 인기 예능 ‘나의 판타집’ 시청을 해봅시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자판기에서 음료수
한잔 하기도 하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시간을 내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아니면 학교 안을 산
책하거나 정자에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학교’라는 말을 ‘도시’로 바꿔 볼께요~어떤가요?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지금부터 우리의 학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 안에서 안락함과 편
리함을 누려야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현재 우리 도시의 모습에 만족하나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바
꾸고 싶죠? 이야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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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여러분은 과학 전문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시한 많은 문제점을 과학으로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다음의 두 가지 예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미세먼지 잡는 광촉매 페인트
[서울시, 공공건물에 미세먼지 흡수 페인트 첫 시공]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시가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광촉매 도료
를 시범 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고 미세먼지 유발요인인 차량통행 등이 많은 서울 중심부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
획이다. 오는 10월 착공하는 시네마테크 건립에 최초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건물의 외벽면적은 약 3500㎡로 외벽부분 전체에 광촉매 도료를 시공해 건물 주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적용되는 광촉매 도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작년 선진국형 미세먼지 저감기술인 광촉매 기술 국산
화 연구를 통해 실용화했다. 건축물 외벽에 시공될 경우 주변 공기 중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광분해하며
잔여물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원리다.

SH공사는 지난해 아파트 일부에 적용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현재 모니터링 중이다. 모니터링 결과
에 따라 서울시에서 건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시행가능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2019-03-07 15:08

■ 도시 열섬현상 감소하는 벽면녹화
[캠퍼스가 예쁜 대학! 대학교 어디까지 가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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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가 크기도 하지만 건물 전체가 담쟁이 덩굴로 뒤덮힌 건물 때문에 더욱 유명한 연세대학교입니다.
이처럼 담쟁이 아이비 등 화훼, 관상식물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벽면이나 울타리 등을 녹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벽면녹화라고 합니다. 벽면녹화는 열섬현상 감소, 대기 정화 기능, 에너지 절감 효과,
건축물 보호 효과, 도시의 시각적 청량감 제공 등과 같은 환경개선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
리 형태와 생육특성을 고려해 식물의 벽면부착이 용이한 구조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도시 녹화에
서 큰 기능을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우리 도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우리 도시를 유지하고 가꾸고 발전시키는 주체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봅
시다. 단, 여러분은 과학 전문가이므로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문제점

과학적 개선 방안

1

2

3

4

생각 키우기
◆ 다음의 지역개발 디자인 제안전 영상을 다같이 시청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도 과학적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도시 디자인 제안전을 해보면 어떨까요? 표현
방식은 자유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계도 좋습니다. 물론 간단한 재료를 이
용한 모형도 환영입니다. 각 모둠별로 ‘나의 판타지’를 작게나마 실현해보세요.

『제1회 IASA 도시 디자인 제안전- 워너비 빌리지 ‘나의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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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모둠별 작품 사진 또는 그림 : 도시제안전 결과물을 사진 또는 그림으로 넣으시오.
[예시자료] 색으로 아이들의 주의력, 집중력을 향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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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용 활동지

2차시 : 도시 연못을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 광촉매를 이용한 수질개선과정을 화학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 TiO2광촉매 코팅 구조물을 디자인하여 도시연못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3D프린터 등 구조물 제작 재료

생각 열기
◆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도시의 다양한 개선 사항을 얘기해 봤고요, 그 중에서도 ‘연못’의 문제에 공
감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iO2라는
물질에 관한 영상(What is TiO2?)과 TiO2의 광촉매로서의 작용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 내용은 TiO2가
광촉매로서 작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TiO2의 특성과 광촉매로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모둠별로 정리
합니다.

1. TiO2의 특성-

2. 광촉매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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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광촉매를 이용한 수질정화(용존산소량증가) 연구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해봅시다.

생각 키우기
◆ 다른 모둠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모둠이 구조물을 개선하고 solidwork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도를
만들고 3D프린팅을 합니다.

생각 다지기
◆ 모둠별로 설계한 구조물을 넣어 도시(학교)연못의 모습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것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봅시다.

[예시]

- 6 -

고등학교
3차시 : 상상이 현실이 되다! 광촉매 코팅구조물의 활용
학생용 활동지

¦ 제작한 ‘TiO2광촉매 코팅 구조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TiO2광촉매 코팅 구조물을 디자인하여 도시연못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모둠별 실험 재료 및 기구

생각 열기
◆ 동영상은 우리도시 연못입니다. 새가 찾아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새가 우리 연못에 살고 있는 붕
어를 물고 있어요. 일명 ‘도둑새’이죠. 사냥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연못에 찾아와 물고기를 얻습니다.
우리 연못은 또한 녹조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둠별 ‘Ti
O2광촉매 코팅 구조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모둠별로 각 구조물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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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먼저 모둠별로 각 모둠의 산출물들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이는 실험설계를 해봅시다.
[예시]
Ⅰ. 예비실험
① 연못의 물을 2개의 용기에 각 10mL씩 채취한다. (A, B)
② A, B에 TiO2를 1g/L씩 넣는다.
③ A는 광원을 자외선으로 하고 일정시간 광촉매 반응을 유도한
다.
Light

Ultraviolet

Electric

Note

Power

Peak

Sterilizing UV

wavelength

UV light

253.7 nm

lamp

16 w

in

(UV-C)

JSCB-900SL

④ B는 암실에 둔다.
⑤ 10분 후 두 개의 시료를 비교(탁도, COD)한다.
⑥ 투입량에 따른 효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iO2 양을 1~4
까지 달리하면서 실험한다.
Ⅱ. 유기물 제거 및 탁도 개선 효과 검증 실험
① 연못의 물을 2개 구간과 깊이에서 10mL씩 채수한다. (sample
A~D)
② 물의 초기 pH, 탁도, COD를 측정한다. 실험방법 및 분석장비
는 다음과 같다.
Measurement

Measurement

item
COD
Turbidity

method
MBL sensor
MBL sensor

Note
Vernier
Vernier

③ 예비실험결과를 통해 TiO2의 적절한 양을 각 샘플에 가한다.
④ 탁도와 COD양을 측정한다.

Sample

A

B

C

D

Characteri
stic

Initial

10mi

20mi

30mi

n

n

n

pH
Turbidity
COD
pH
Turbidity
COD
pH
Turbidity
COD
pH
Turbidity
COD

Ⅲ. 내가 만든 구조물을 이용한 탁도와 COD측정
① 연못에서 샘플을 채수하여 수조에 넣는다.
② 센서를 설치한다.
③ 초기 pH, 탁도, COD를 측정한다.
④ 내가 만든 광촉매 구조물을 넣는다.
⑤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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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 모둠별 실험과정을 간단히 정리하여 실험설계(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제목
실험 목적

실험 재료

실험 과정

실험 결과

결론 및
토의

생각 다지기
◆ 위 실험설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와 결론 및 토의를 작성해보세요. 실험과정
을 사진으로 찍어서 아래에 붙이세요.

이곳에 사진을 붙이세요.

이곳에 사진을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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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사진을 붙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