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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다니며찍은사진들, 잠시앉아쉬며끄적여

둔생각의조각들그리고그곳에서가져온작은추억들을담은나

만의 특별한 책을 만들고 싶어 책 공방을 찾게 되었다. 지식을 얻

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 등등의 목적으

로읽기만하던책을직접만든다는것이무척낯설고어렵게느껴

졌었는데 몇 번의 따라해 보는 과정을 거치니 조금 자신이 생기고

이것저것만들고싶은게많아진다.

책이라는매체를 하나의 독특한 시각예술의 한 장

르로탈바꿈시킨북아트는프랑스어로는‘미술가의책’이라고불

리기도하듯이책과미술의결합이라고할수있으며, 좁게는책의

내용을 미술가들이 삽화나 그림으로 옮긴 것, 또는 장식그림과 관

계된 말이다. 중세 서양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삽화가 있는 화려

한성서필사본을북아트의시작으로보고있다. 

현대에들어오면서 북 아트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

단순히‘미술가의책’이아니라책의형식을취한시각미술작품을

총칭하는용어로쓰이게된다. 1973년필라델피아의무어미술대학

교에서‘미술가들의책(Artists’Books)’이라는전시회가열렸고,

같은해뉴욕근대미술관의사서 던클라이브필포트가《스튜디오

인터내셔널 Studio International》의 칼럼에서‘북아트’라는 말

을처음사용하 다. 

외국에서는이미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

어 미국에는 디자인 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해

마다국제아트북전이열리고있으며 국에서는바비칸아트센터

와 같은 상설전시공간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말 외국에

서 공부하고 돌아온 북아티스트들이 공방을 열거나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면서부터 본격 도입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러나 가끔

은 지나치게 외형적인 이미지에만 치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보

이기도 해 책이 아니라 예쁜 팬시 노트를 만드는 분야처럼 보임이

아쉽다. 책을 구성하는 이미지와 텍스트 중에서 이미지 자체를 독

창적이고심미적으로극대화하는분야라고는하지만간혹지나치

게 외형적으로 예쁘게만 장식된 책들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잊

고 헤매는 것 같다. 가진 내용이 책의 본질이라 여겨 내용과 관련

된 이미지를 중시하는 나는 단순히 심미성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포함된 디자인에 집착한다. 생각의 한계선을 미리 그어놓고 시작

해선 안 되겠지만 아직 기본기도 없으니 배우면서 점점 나름의 관

점이형성되겠거니하고생각해본다.

개인의 경험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로도 간직

하여읽힘으로써만이아니라보고만지는감각을통해서도기억을

되새겨 주는 책을 디자인해보고 싶다. 내용에서부터 프린트하기,

각 장을 한권으로 묶고 표지 만들고 나름대로 멋스럽게 꾸며 만든

지난추억과내생활을담고있는나만의책. 그리고그책을만들

기위해삶의아름다움에대한진지함이반복되어내삶자체가한

권의아름다운책이되어가길바란다. 곁들여종이뜨는법도배웠

다. 필요없어진종이를물에불려다시만든수제종이는재활용도

되고 독특한 느낌의 종이도 만들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산책길에

주은낙엽한장, 여행지에서얻은말린꽃잎한장얹어서종이를

뜨면그종이자체가이야기를간직한책이된다.

■ 쓴이 이 서 (석사 4학기)

북아트를 배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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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아침출근길에어제와는확연히다른선선한바람을느끼며, 벌써가을이오는구나.. 하는생각을해봅니다. 시간은

흐르는물과같이참잘도가네요. 항상느끼는것이지만교실에서일하다보면언제시간이이렇게지났나하는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시간이허무하게느껴지지만은않은것은, 우리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은언제나활력이넘쳐나기때문일것이란생각이듭니다.

제가처음이교실과인연을맺은곳은지금은새세브란스가지어진종합관5층입니다. 지금우리가생활하는곳의1/5

수준의연구실에김경남교수님과이진숙, 최용석, 송진선생님이조교를하던시절이었습니다. 다합쳐봐야 5명밖에안되는교실원이

었지만, 지금과비교해보면옹기종기친 감은더있던시절이었다고기억됩니다. 한참국내치과재료회사들이신제품을개발하고, 개

발된제품에대한기술지원및평가를하며, 생소한치과재료를배우게되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교실원모두시험기기를잘다루지만,

제가처음교실에들어왔을때, 어로된사용설명서하나주시면서‘익혀봐’하시던최용석선생님이참미웠습니다. 돌이켜보면그렇

게스스로터득하는법을배웠던것이제게큰도움이되었던것같습니다. 요즘신입생들이나새로들어온조교들, 시험원들은먼저가

르쳐주길원합니다. 예전처럼매뉴얼하나던져주면서‘알아서공부하세요’하면매우싫어합니다. 하지만매번느끼는것이지만, 실험

이나, 시험기기를다룰때, 스스로먼저공부하고, 그다음모르는것을배우는게효율이높다는것은오랜경험을통해서알수있습니

다. 시험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면 그때 뿐, 다음에 다시 같은 걸 물어볼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마 예전에 최용석 선생님은 이와

같은 진리를 저 보다 먼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센터에서 하는 시험들이, 우리교실에서 자신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구석에 있는 시험

기기가, 이교실을나가서는다시경험할수없는소중한자산이란걸알지못하고지나쳐갑니다. 또밖에있는많은사람들이우리교실

의 연구 환경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교실이갖고있는연구능력과시험기기를다루는스킬만으로도, 밖에나가게되면자신에게큰도움이된다는것을느낄수있을것

입니다.

시간은기다려주지않을뿐더러지나간시간은되돌릴수도없습니다. 자신에게주어진시간에최선을다할때, 후회없

이, 남들에게도인정받는사람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우리 교실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재료학교실이라 자부하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최고일 수는 없다고…….

앞으로도더노력하는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이되기위해서우리모두노력해야되겠습니다.

한 마 디

■ 쓴이 이 상 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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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학기 행사보고

I. 연구논문

가. 국내논문

▶ 양진혁, 정의원, 이용근, 최성호 : 치주조직재생에 있어 키토산의 효과.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5(4):132-143, 2007. 4.

▶ 김민철,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 승온 속도에 따른 치과용 아가 인상재

의 열적 거동. 한국생체재료학회지 11(2):79-82, 2007. 6.

▶ 박혜옥, 채동병, 김경남, 김광만 : Flexural strength and physical

changes of dental composite resins after extract treatments.

한국생체재료학회지 11(2):83-86, 2007. 6.

▶ 문승균, 강동국, 주욱현, 오근택, 황재선, 김광만, 김경남 : 치과 임플란

트용 Ti-Ag 합금표면에 micro-nano구조형성.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4(2):29-36, 2007. 6.

▶ 박 상, 조상춘, 김경남, 김광만, 최성호, 문홍석, 이용근 : New

maxillary anterior ridg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ideal

implant restorative position determined by CAT. 대한치주과학회

지, 2007. 8.

나. 국외논문

▶ Kim YU, LeGeros RZ, Kim KN, Kim KM, Lee YK : Effect of

calcium phosphate glass on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MG-63 cells in HA scaffolds. Materials Science Forum 539-

543:731-736, 2007. 3.

▶ Song KY, Um YJ, Jung UW, Lee YK, Choi SH, Kim CK : The

effect of collagen membrane coated with PLGA on bone

regeneration in rat calvarial defects. Key Engineering

Materials 342-343:357-360, 2007. 7.

▶ Han KH, Chae GJ, Choi JY, Jung UW, Lee YK, Choi SH : The

effect of tetracycline blended chitosan membrane on

periodontal healing of one wall intrabony defect in beagle

dogs. Key Engineering Materials 342-343:361-364, 2007. 7.

▶ Kim SK, Lee SJ, Chae GJ, Jung UW, Lee YK, Kim CK, Choi

SH : The effects of calcium-chitosan block bone graft on the

periodontal regeneration in one wall intrabony defects in

beagle dogs. Key Engineering Materials 342-343:393-396,

2007. 7.

▶ Chae GJ, Lee SB, Jung UW, Lee YK, Kim CK, Choi SH : The

effect of antibiotics blended chitosan membrane on rat

calvarial size defect in sprague-dawley rats. Key Engineering

Materials 342-343:857-860, 2007. 7.

▶ Kim IY, Jung UW, Kim CS, Lee YK, Cho KS, Chai JK, Kim CK,

Choi SH : Effects of tetracycline blended polylactic and

polyglycolic acid membrane on the healing of one wall

intrabony defects in beagle dogs. Biomedical Materials,

accepted.

▶ Jung UW, Song KY, Kim CS, Lee YK, Cho KS, Kim CK, Choi

SH : Effects of chitosan membrane coated with polylactic and

polyglycolic acid on bone regeneration in rat calvarial defect.

Biomedical Materials, accepted.

▶ Kim DH, Kim KM, Kim KN, Shim IB, Lee MH, Lee YK :

Targeting to carcinoma cells of chitosan- and starch-coated

magnetic particles for magnetic hyperthermia.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A, accepted.

▶ Im KH, Kim KM, Lee YK : Improvement of bonding strength to

titanium surface by sol-gel derived hybrid coating of

hydroxyapatite and titania by sol-gel process. Surface &

Coating Technology, accepted.

II. 학술발표

가. 국내학회

1. 한국생체재료학회 학술대회, 2007. 3. 28. KIST.

▶ 이병현, 김민철,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 Novel biodegradable

calcium phosphate bone cement.

2. 대한치과기재학회 학술대회, 2007. 6. 1. 조선대학교.

▶ 김민철, 이병현,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 칼슘포스페이트 라스를 이용

한 다공성 스캐폴드의 제조 및 세포 독성.

▶ 이병현, 김민철, 김광만, 김경남, 이용근 : 새로운 생분해성 골시멘트의

생분해성 및 세포 독성.

▶ 탁창우, 주욱현, 오근택, 김광만, 이용근, 김경남 : 티타늄합금의 광촉매

용 이산화티탄 코팅층을 이용한 항균효과의 비교.

▶ 강민경, 이 은, 김경남, 이용근, 김광만 : 레진계 근관 실러 물성.

▶ 강원술, 황재선, 이근우, 이용근, 김광만 : Microwave sintering한 치

과용 3Y-TZP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

▶ 최은미, 이주혜, 김경남, 이용근, 김광만 : 불화나트륨과 불화주석을 함유

한 치면열구전색재의 특성. 

나. 국외학회

1.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2007. 3.
21-24, New Orleans, USA.

▶ Tak CW, Joo UH, Oh KT, Kim KN : The effects of

photocatalyst on titanium and its alloys.

▶ Moon SK, Kang DK, Oh KT, Kim KN : The formation of hybrid

surface on Ti-Ag alloy for dental implants.

▶ Park HO, Chae Thomas, Kim KN, Kim KM : Chemical

degradation of dental composite resins after extract

treatments.

▶ Chae Thomas, Park HO, Kim KN, Kim KM : The effect of

extract condition on dental composite-resin flexural strength. 

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tallurgical Coatings and
Thin Films, 2007. 4. 23-27, San Diego, USA.

▶ Im KH, Kim KN, Kim KM, Lee YK : Improvement of bonding

strength to titanium surface by sol-gel derived hybrid coating

of hydroxyapatite and titania.

3. NSTI Nanotechnology Conference and Trade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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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20-24, Santa Clara, USA. 

▶ Kim DH, Kim KM, Kim KN, Shim IB, Lee YK : In vitro & in vivo

toxicity of CoFe2O4 nanoparticles for application to magnetic

hyperthermia. 

III. 연구비

가. 김경남 교수
▶ 다공성 복합체를 이용한 구강악안면 경조직재생유도 및 생체역할모델

구축 (2단계 3차년도), 과학재단 MRC 과제 (제1총괄 제1세부과제),

2007. 9 - 2008. 8.

▶ 고온멸균소독에 따른 고속 에어터빈 핸드피스의 수명에 관한 연구, 대한

치과의사협회(용역연구사업), 2007. 5 - 2007. 11.

나. 김광만 교수

▶ BK21(2단계) 기업체대응자금, 오스템임플란트, 2006. 11 - 2007. 10.

▶ BK21(2단계) 기업체대응자금, 메타바이오메드, 2006. 11 - 2007. 10.

▶ 고기능성과 생체적합성을 갖는 치과용 골수복재의 개발(2차년도), 산업

자원부, 2007. 5 - 2008. 4.

▶ 치과생체재료의 생체친화성 - 세포독성평가를 중심으로, 치과대학,

2007. 6 - 2008. 5.

▶ 조직재생유도(GTR)용 기능성 Gold 차폐막 개발, 중소기업청, 2007. 7

- 2008. 6.

다. 이용근 교수

▶ 구강악안면 경조직재생을 위한 세라믹/고분자 생체재료에 관한 연구 (2

단계 3차년도), 과학재단 MRC 과제 (2총괄과제 1세부과제), 2007. 9 -

2008. 8.

▶ 의료기기 포장용 항균포장 소재의 개발 (1차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개발사업), 2006. 12 - 2007. 9.

▶ 조직재생유도 차폐막(GTR)의 성능 평가 방법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개발사업), 2007. 2 - 2007. 11.

▶ 의료용 향균 Glass Ionomer Cement 개발 (1차년도), 중소기업청 (기

술연구회사업), 2007. 7 - 2009. 6.

라. 이상배 박사

▶ 치과용 실리콘 고무인상재의 국제규격에 의한 평가, (주)HRS(용역연구

개발사업), 2007. 9 - 2008. 8.

IV. 투고및도서발간
▶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12권 2호, 2007. 9. 

V. 시험기기구입
▶ 접촉각 측정기

VI. 기타
1. 학위 취득

박 상: 치의학박사(2007년 8월)

박정종: 치의학박사(2007년 8월)

이진민: 치의학박사(2007년 8월)

최은미: 치의학박사(2007년 8월)

이상배: 이학박사(2007년 8월)

주욱현: 이학박사(2007년 8월)

강원술: 치의학석사(2007년 8월)

2. 대학원 입학

조윤정(치의학과 박사과정) : 2007년 9월

이동현(치의학과 석사과정) : 2007년 9월

9월 5일

9월 12일

9월 19일

9월 26일

10월 3일

10월 10일

10월 17일

10월 24일

일 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치과재료의일반적성질(1)

치과재료의일반적성질(2)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1)

중추절

개천절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2)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1)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2)

치과재료의물리화학적성질학습

치과재료의물리화학적성질학습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학습

휴강

휴강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학습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학습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학습

PBL

PBL

PBL

PBL

PBL

PBL

10월 31일

10월 31일

11월 7일

11월 14일

11월 21일

11월 28일

12월 5일

12월 12일

12월 19일

평가

금속재료의기초(1)

금속재료의기초(2)

세라믹재료의기초(1)

세라믹재료의기초(2)

고분자재료의기초(1)

고분자재료의기초(2)

치과용기기

평가

3 Quarter 평가 (보충시간에진행)

금속재료의기본성질

금속재료의기본성질

세라믹재료의기본성질

세라믹재료의기본성질

고분자재료의기본성질

고분자재료의기본성질

치과진료에사용하는기기의소개

4 Quarter 평가

김광만

김경남

김경남

이용근

이용근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본과1학년, 3, 4쿼터 / 치과생체재료학 (강의 : 수요일3교시)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1일

일 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치과용인상재

치과용모형재

치아수복용금속재료

치아수복용세라믹재료

치아수복용고분자재료

근관치료용재료

치과용교정재료

치과용교정재료

치과용임플란트

치과용이식재료

치과용아말감

치과용시멘트

발표(1)

발표(2)

평가

치과용인상재의최신경향

치과용모형재

치과교정용선재의최신경향

기타치과교정용재료의경향

치아수복용고분자재료의개발과경향

근관치료용재료의개발과경향

치과주조용합금의개발과경향

치이수복용세라믹의개발과경향

치과용임플란트의개발과경향

치과용이식재료의최신경향

치과용아말감의안전성과경향

치과용시멘트의최신경향

심미수복및보철

임플란트및조직수복재료

김경남

이용근

이진숙

신자

오명환

김해중

노 학

고대진

엄태관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본과3학년,  4쿼터/ 임상치과생체재료학(강의: 금요일3~4교시)

2007학년도 2학기 강의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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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10월 15일

일 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의치상용레진(5-6교시/강의)

의치상용레진(5-8교시/실습)

의치상용레진의조성및성질

의치상용레진의성질학습

김광만

실습

본과2학년, 3쿼터 / 무치악보철학 (강의 : 월요일5~8교시)

9월 6일

9월 20일

10월 4일

10월 18일

11월 1일

11월 15일

11월 29일

12월 13일

일 자 강의 제목 실습 내용 담당교수

치과용왁스

치과용금속의주조(1)

치과용합금

치과용금속의주조(2)

치과용시멘트(1)

치과용시멘트(2)

중간평가

의치상폴리머(1)

의치상폴리머(2)

치과용세라믹(1)

치과용세라믹(2)

치과용임플란트

예방치과재료

기말시험

치과용왁스

주조과정

주조과정

치과용시멘트의조작

의치상폴리머의조작특성

치과용세라믹의조작특성

치면열구전색재의경화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유자혜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김광만

유자혜

동대학교치위생학과치과생체재료학강의및실습
2학년2학기 / (강의 : 격주목요일1~8 교시)

9월 5일

9월 5일

일 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치과용 세라믹(2-3교시/강의)

치과용 시멘트(5-8교시/실습)

치과용 세라믹의 조성 및 성질

시멘트 실습

김광만

김광만

본과2학년, 3쿼터/ 고정성보철학(강의: 수요일2~3교시, 실습: 5~8교시)

제 1주 9월 5일 서론 김경남

제 2주 9월 12일 악안면결손의재건; 연조직 김형준

제 3주 9월 19일 악안면결손의재건; 경조직 김형준

제 4주 9월 26일 추석 김경남

제 5주 10월 3일 개천절 김경남

제 6주 10월 10일 악안면성형재료의임상응용 김형준

제 7주 10월 17일 임플란트를위한골이식 김형준

제 8주 10월 24일 악안면성형재료의물리적기계적성질 김경남

제 9주 10월 31일 악안면성형재료의기초; 금속 김경남

제 10주 11월 7일 악안면성형재료의기초; 세라믹 이용근

제 11주 11월 14일 악안면성형재료의기초; 고분자 이덕연

제 12주 11월 21일 악안면성형재료의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3주 11월 28일 문헌고찰 김경남

제 14주 12월 5일 문헌고찰 김경남

제 15주 12월 12일 종합토의 김경남

제 16주 12월 19일 기말시험 김경남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대학원수업계획서
구강악안면성형재료학-김경남 / (강의 : 수요일7시30분, 치과대학6층세미나실)

제 1주 9월 5일 생체친화성이란? 김광만

제 2주 9월 12일 생체친화성평가의유형및원칙 김광만

제 3주 9월 19일 세포독성평가 김광만

제 4주 9월 26일 휴강(중추절) 김 광만

제 5주 10월 3일 전신독성평가(개천절) 김 광만

제 6주 10월 10일 유전독성평가 김광만

제 7주 10월 17일 자극성평가 김광만

제 8주 10월 24일 이식평가 김광만

제 9주 10월 31일 중간시험(on-line) 김 광 만

제 10주 11월 7일 금속수복재료의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1주 11월 14일 고분자수복재료의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2주 11월 21일 세라믹수복재료의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3주 11월 28일 골이식재료의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4주 12월 5일 치과용임플란트의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5주 12월 12일 총정리 김광만

제 16주 12월 19일 기말시험(off-line) 김 광 만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대학원수업계획서
생체재료적합성-김광만 / (강의 : 수요일8시, 치과대학7층세미나실-사이버)

제 1주 9월 5일 세라믹이란무엇인가? 이용근

제 2주 9월 12일 세라믹의종류및응용 이용근

제 3주 9월 19일 비정질세라믹의정의 이용근

제 4주 9월 26일 비정질세라믹의특징및응용 이용근

제 5주 10월 3일 결정화유리의특성 이용근

제 6주 10월 10일 세라믹복합재료의특성및제조법 이용근

제 7주 10월 17일 세라믹의기계적물성및측정법 이용근

제 8주 10월 24일 세라믹의광학적특성및측정법 이용근

제 9주 10월 31일 세라믹의제조공정 이용근

제 10주 11월 7일 의학용세라믹의종류및사용분야 이용근

제 11주 11월 14일 치아수복용세라믹의종류및제조방법 이용근

제 12주 11월 21일 치과용시멘트 이용근

제 13주 11월 28일 콤포짓및콤포머의필러및모형재/매몰재의특성 이용근

제 14주 12월 5일 골이식용세라믹 이용근

제 15주 12월 12일 악성종양치료용세라믹 이용근

제 16주 12월 19일 기말고사 이용근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대학원수업계획서
치과세라믹재료학-이용근 / (강의 : 수요일8시, 치과대학7층세미나실)

11월 2일

11월 2일

11월 6일

11월 8일

11월 16일

11월 27일

11월 29일

일 자 시 간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1

2

1

5-8

1-2

1

3

치아수복재의요구조건

아말감의특성(1)

아말감의특성(2)

치과용아말감(실습)

치과수복용시멘트

직접수복용복합레진(1)

직접수복용복합레진(2)

치아수복재의요구성질

아말감의종류, 성분

아말감의성질, 조작

아말감의성질실습

수복용시멘트

복합레진의성분

복합레진의성질

김광만

김경남

김경남

김경남

김광만

김경남

김경남

본과1학년,  4쿼터 / 수복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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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2학기 행사 계획

박

사

(

명)

석

사

(

명)

석
박
사

통
합(

７
명)

조윤정 1학기

문현주 3학기

심연수 3학기

황재선 3학기

박미 4학기

황수 4학기

장선옥 5학기

김수화 6학기

김금진 8학기

오 일 8학기

이종석 9학기

정형구 3학기(휴학)

이지환 6학기(휴학)

이동현 1학기
강민경 2학기
노지연 4학기
이서 4학기
탁창우 4학기
정향숙 1학기(휴학)
조선 1학기(휴학)
이주혜 4학기(휴학)

진강식 2학기

제진아 3학기

문승균 4학기

김우현 6학기

이병현 8학기

강동국 10학기

김민철 10학기

NEWS

1.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 서병인 외래교수 특강 및 비스코사와 공동
연구협정체결(2007. 5. 2)

2. 김남이 : 2007년 1/4분기내부고객칭찬교직원선정(2007. 6. 25)

3. 신선우 :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시험검사원입사(2007. 6. 25)

4. 설혜연 :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시험검사원입사(2007. 7. 2)

5. 이상배 :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책임시험검사원승진(2007. 7. 2)

6. 김지연 :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선임시험검사원승진(2007. 7. 2)

7. 정해경 :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규격팀입사(2007. 7. 2)

8. 강동국 : 3M 치과사업부입사(2007. 7. 2)

9. 교실 워크숍 : 북한산 (2007. 7. 20)

10. 연구소 : 치위생(학)과 치과재료학연구회하계워크숍(2007. 8. 8)

11. 연구소 : 치과재료 실무자들을 위한 치과재료 다가가기 기초강좌
[4월 17일(1차) : 합금, 5월 22일(2차) : 수복용 레진, 레진시멘트, 6월
19일(3차) : 시멘트, 7월 24일(4차) : 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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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술활동

가. 학회참가예정

▶ European Conference on Applications of

Surface and Interface Analysis, 2007. 9. 10-

14, Brussels, Belgium. (김경남, 이상배, 김우현,

문승균, 탁창우, 김수화)

▶ ISO/TC 106 Meeting, 2007. 10. 15-20, Berlin,

Germany.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김남이)

▶ International Symposium on Ceramics in

Medicine, 2007. 10. 24-26, Nantes, France.

(김광만, 이용근, 김민철, 이병현, 노지연)

▶ Asia Symposium on Biomineralization, 2007.

11. 21-23, Xiamen, China. (이용근)

▶ International Dental Materials Congress,

2007. 11. 21-24, Bangkok, Thailand. (김경남,

김광만, 이병현, 제진아, 김지연)

나. 교실개설 과목(대학원)

▶ 치의학과 : 구강악안면성형재료학(수요일 오전 7:30)-김

경남

▶ 응용생명과학과 : 생체재료적합성(수요일 오전 8:00, 사

이버)-김광만

▶ 치의학과 : 치과세라믹재료학(수요일 오전 8:00)-이용근

II. 서류및간행물발간

가.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치재연보 13권 1호, 2008년 2월

나. 교실 및 연구소 외국학회지 발표집 발간예정
▶ 2008년 2월

III. 구입예정시험기기
▶ 미정

IV. 대학원생현황 (2007년9월1일현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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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공지 사항

1. 대학원생주차안내
- 1일 1매당 3,000원이며, 1개월 단위로 20매씩판매
- 주차쿠폰판매장소 : 새병원지하주차관리사무소
- 주차쿠폰판매시간 : 08:30~17:00 (평일)

08:30~12:30 (토)
- 주차관리사무소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학생증지참

2. 의국비
- 모든 대학원생께서는 김우현 선생에게“의국비”를 내주셔야
합니다.

- 매달 2만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26-147370-02-105, 
예금주 : 김광만

3. 대학원생대표
- 문승균선생 (전화 : 010-7540-0717) 
(e-mail : skmoon@yuhs.ac)

4. 수강학점
- 석사 4학기생 이상은 연구지도Ⅰ, 박사 4학기생 이상, 통합과
정 6학기 이상은 연구지도Ⅱ를 학점에 관계없이 석사는 1회,
박사및통합은 2회이상반드시청강으로이수하여야 한다.



접촉각이란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과 접할 때 형성되는

경계면의 각을 말하며, 특히 기체나 진공상태에서 액체와 고체 간

의 접촉각은 기체/액체/고체 간의 표면에너지의 열역학적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기체 분위기에서 고체 표

면에 번져있는 액체는 고체표면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균일할

경우 그 접촉각은 어느 지점이나 동일하다.

그림 1. 액체방울이 고체표면에 접하는 경우의 고체 / 액체 /
기체간 계면에너지의 평형도

접촉각을 구하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

인 Young의 접촉각을 통해 그 원리를 알아 볼 수 있다.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체방울이 고체표면에 접하는 경우 액체와

고체 간에는 접촉각이 형성되며 그 열역학적 계면에너지의 평형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γsv = γsl + γlv cosθ(1)

여기서 θ는 접촉각이며 식(1)을 Young의 식이라 한다. 이 식이

만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고체 표면에 놓인 액체방울의 각 계

면이 열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룰 때 식 (1)이 성립될 수 있고, 이

때 접촉각(θ)을 Young의 접촉각이라 부른다.

접촉각 측정기는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로

는 젖음성 측정, 표면에너지 계산, 코팅 관련 성능평가, 세정 후 표

면검사, 생화학 분야, 표면장력 측정 등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 교실에 들여온 접촉각 분석기 (Phoenix 300, SEO

Corporation, Korea)는 재료의 표면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이다. 측정 방법은 syringe에 있는 일정량의 액체를 sample

stage에 위치한 시편에 떨군 후, 장비에 부착된 CCD Camera

로 시편을 촬 한다. 그러면 장비에 연결된 컴퓨터 화면에 그림 2

와 같이 접촉각이 표시가 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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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석사 3학기 : 탁창우 ]

접촉각 측정기

Contact Angle Analyzer

그림 2. 접촉각 측정장치와 접촉각 측정과정, (a) 시편위에 액체
를 떨어뜨린 후 촬 , (b) 접촉각 및 표면에너지를 계산,
(c) 접촉각 측정기

(a)

(b)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