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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삶의일부이고, 앞으로수년간도마찬가지일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들어온지, 벌써 3학기나되었습니다. 졸업

후, 가끔은다른동기들과같은길을가지않는것에대한두려움이나막연함이들기도하지만, 그잠시의찰나를제외하고는언

제나좋은선택을했다고믿고있습니다. 

기초학문에대한관심과애정은있었지만, 시험군과양성대조군, 음성대조군에대한개념의기본도갖추지못한상태로

교실에들어왔습니다. 초보적인실수부터해서, 중대한실수까지여러시행착오를겪었고, 지금도계속실수와실패를반복하고

있지만, 곧익숙해지고, 좋은결과를가질수있을것이라는생각에그런어려움들도긍정적으로다가오는것같습니다. 

다른교실에서볼까두렵긴하지만, 가끔동기들을만나는자리에가면제동기들은교실이나과에들어가고나서곤란한상

황이나불합리한상황, 부적절한처우등때문에그만두고싶거나떠나고싶은충동을많이느끼는것같습니다. 그에반해우리

교실은인자하신교수님들밑에구성원들이합리적이고균형적으로조화되는것같아서그에대한자부심을느끼고있습니다. 

이제1년반이지나고이곳에서의생활은아직많이남아있습니다. 아마군복무도여기서하게될지도모르겠군요. 아직길

게보면들어온지얼마되지않았지만, 우리연세대학교치과대학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은저한테아직작은실망도주지않은

훌륭한곳인것같습니다. 

모두열심히, 모두행복하게, 모두건강하게지냅시다. 오늘도파이팅~ 

교실원이 되고

■ 쓴이 진 강 식 조교

치재의 수장되신 김경남 교수님, 치재 누구보다 부지런하시고 꼼

꼼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런 파워가 어디로부터 나올까 생각하게 합

니다. 아마도그리스도를마음속가운데모시고살기에그러지않나

봅니다. 하나님어떤힘든시련이다가와생각이복잡해질때 혼가

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

소서. 또한교수님을통해이루고자하시는하나님의놀라운계획을

발견하여하나님의유일한걸작품임을알게하여주옵소서.

생활의FM 김광만교수님, 3개월간해외에서온전히보호하여주

시고건강한모습으로돌아오실수있게해주심을감사합니다. 복귀

하시자마자안식할여유없이여러가지일들을해결하기위해쉼없

이동분서주하고계십니다. 많은일들을해결할때마다우리의힘이

신하나님을의지하게하옵소서. 또한교실원모두의믿음의선배로

교실원을위해항상중보기도할수있는힘주시옵소서.

연구과제발표며협약이며수행으로정신없이바쁜하루를보내고

계신이용근교수님, “내게능력주시는자안에서내가모든것을할

수있느니라”(빌4:13)라는말 기억하며하나님의인도하심으로모

든연구과제들감사히받고온전히잘수행하여치과계, 이공계를넘

어대한민국에막대한 향을끼칠수있게허락하여주시옵소서.

먼타국에서좋은연구를수행하고또다른비전을찾기위해이곳

에오시고또저희와함께하고계신김종헌교수님, 오랜시간을가

족과떨어져있어마음이외로울때저희교실원이한식구되어교

수님을지지하고가족의사랑을느낄수있도록서로사랑할수있게

하여주시고가족같은분위기속에서더좋은연구할수있게힘주

시옵소서.

중보 기도

■ 쓴이 김 보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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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가장바쁜이상배선생님, 주님이주신능력이너무많아

여기저기도움의손길을많이주고계십니다. 주위에베풀때하나님

께서는더많은것을채워주심을가슴에새기고맡은달란트들다른

사람을위해더사용할수있게하여주옵소서.

모든일에조언자되는김남이선생님, 교실원중하루에가장많

은말을한다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늘지혜로운말을통해주

위에유익을끼칠수있게하여주옵소서, 더불어아버지건강도돌

보아주셔서하루하루의생명연장을떠나서감히“완치”라는기적을

주시기를마음모아간구합니다.

군기반장김민철선생님, 학생의신분으로살아온지 10년이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학생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사회라는 곳으

로진입하려합니다. 그동안하던것처럼그대로만하면누구에게도

인정받을수있겠지만그래도목자이신하나님께서항상동행하시어

인생의함정에빠지지않도록보호하여주시옵소서.

다재다능한 아니 writing만 조금 안 되는 이병현 선생님, 그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보면 왜 좋은 달란트를 이렇게 많이 허락하셨을

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다이유가있을것이라믿습니다. 하나님의값지고귀

한달란트들세상에더많이베풀고세상가운데하나님의사랑을풍

성케하는귀한주님의사람되게하여주옵소서.

대빵조교김우현선생님, 작은체구쉼없이움직이며맡은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바쁜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행하게 하시고 본인의 노력보다 더한 기대이상의 수확을

거둬들여내년에는좋은환경에서포닥으로공부하고성장할수있

게하여주옵소서.

맡은바책무에대해똑소리나게진행하고계신의국장박혜옥선

생님, 한학기동안교실살림을잘맡아가고계십니다. 남은기간도

교실살림흘러넘쳐부족함이없도록인도하여주시고끝까지최선

을다하도록이끌어주시옵소서. 더불어아버지건강도챙겨돌보아

주옵소서.

주어진일책임감있게소화해내는진강식선생님, 얼마전수술을

받고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출근하여 열

심히일하고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그를귀히여기시고뛰어난치

유의손으로회복시켜주사평소보다더건강한육체허락하여주옵

시고 총명한 지식도 더하여 주사 어느 자리에서건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수있게하여주옵소서.

주님의참된종의보좌가되어주는사모제진아선생님, 크고충

성된종의사역을위해누구보다기도에힘쓰고있습니다. 그가기도

하는모든일들이이루어지는역사가이루어지게하여주옵소서, 더

불어 그를 닮은 예쁜 2세를 허락하시어 모두가 본받는 주님의 복된

가정으로성장할수있게하여주옵소서.

정리정돈의 달인 금속팀 꼼꼼쟁이 문승균 선생님, 잦은 밤샘으로

심신이많이지쳤을텐데도항상긍정적인마인드로주변사람의도움

이되고있습니다. 그가하는모든일속에지혜와총명주시어금속팀

을든든히뒷받침할수있도록성장할수있게이끌어주옵소서.

금속팀 막내 그리고 졸업을 앞둔 강민경 선생님, 모든 일에 몸을

아끼지않은열의로맡은바책임을다하고계십니다. 얼마남지않

은기간동안좋은산물을만들어낼수있게인도하시고예쁜웃음

잃치않게보호하여주옵소서.

치재의겸둥이막내한미라선생님, 부탁한일이라면신속하게척

척처리해내는천상막내, 치재에들어온지이제 6개월되었습니다.

적응하는가운데여린마음상처받지않았을까걱정입니다. 모든것

이단련하는과정이라생각하고앞으로더참된일꾼으로자라게인

도하여주옵소서.

치재의 4차원늙은신입홍민호선생님, 그가하는생각들은아직

알수없사오나누구보다선하고순수한사람이란걸미루어짐작할

수있습니다. 음식의가치를높여주는세라믹처럼그의모습하나하

나로 치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누구보다맡은일을즐거워하며건강한몸과마음으로일을척척진

행해오던김지연선생님, 얼마전건강에이상신호가왔습니다. 여러

곳에서검사를받았지만특별한사유를발견하지못했습니다. 정말특

별한사유가없게하여하나의에피소드로지나갈수있게하여주시고

맘고생으로마음이강팍해졌다면하나님께서어루만져주옵소서.

평가센터의숨은일꾼신선우선생님, 어떤시험이주어지든호기

심을가지고감사히수행하고계십니다. 많은분야의시험들잘감당

할수있게지혜와총명주시고더욱성장하여센터의시험원으로자

리매김을굳건히할수있게하여주옵소서.

밥심으로사는박윤정선생님, 명철한지혜와소신으로맡은일을

깔끔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작은 몸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를 보면서

깡다구가이런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앞으로센터의발전

에한몫하는없어서는안될귀한자되게하여주옵소서.

센터의 장신 막내 박은진 선생님, 성실한 삶으로 주변사람들로부

터인정받게하시고좋은열매를많이맺어하나님께서기뻐하실수

있도록잘양육하여주옵소서. 또한잠재되어있는놀라운가치를발

견하도록깨어있게하여주옵소서.

치재에서없어서는안될그리고하루에이름에가장많이불려지

는 이지혜 선생님. 그에게도 또한 많은 달란트와 고운 마음 주시어

여러사람에게없어서는안될귀한사람으로각인되어갑니다. 너무

바빠육으로 으로많이지쳐있는가운데하루속히회복시켜주옵

시고하나님께서복의복을더하여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입으로 중보한 기도 감히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며이시간이나마서로를좀더생각하고더나아가서이제다

른사람을위해기도할수있는기도의동역자들되게하여주옵소서.

이모든말 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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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1학기 행사보고

I. 연구논문

가. 국내논문

▶ 양진혁, 채경준, 윤정호, 송시은, 이용근, 조규성, 김종관, 최성호 : 성견
1벽성 골내낭 결손부의 조직재생에 대한 수종의 차폐막의 조직학적 평
가. 대한치주과학회지 38(1):51-58, 2008. 3.

▶ 양진혁, 채경준, 윤정호, 정의원, 이용근, 조규성, 채중규, 김종관, 최성호
: 키토산의 치주조직 재생력에 대한 연구의 고찰: 조직계측학적 메타분
석. 대한치주과학회지 38(1):7-14, 2008. 3.

▶ 송지은, 채경준, 정의원, 김창성, 이용근, 조규성, 채중규, 김종관, 최성호
: 성견 치주 골결손부에서 다양한 합성골 이식재에 의한 치주조직재생효
과. 한국생체재료학회지 12(1):1-8, 2008. 3. 

▶ 이서 , 문승균, 김우현, 김광만, 이용근, 김경남 : 임플란트용 나노 구조
표면의 티타늄에 대한 MG-63 조골세포의 생물학적 반응. 대한치과기
재학회지 35(2):103-112, 2008. 6. 

나. 국외논문

▶ Kim WH, Lee SB, Oh KT, Moon SK, Kim KM, Kim KN : The
release behavior of CHX from polymer-coated titanium
surfaces. Surf Interface Anal 40:202-204, 2008. 3. 

▶ Lee SB, Lee DY, Lee YK, Kim KN, Choi SH, Kim KM : Surface
modification of a guided tissue regeneration membrane using
tetracycline-containing biodegradable polymers. Surf
Interface Anal 40:192-197, 2008. 3.

▶ Lee SB, Chae GJ, Jung UW, Kim CS, Lee YK, Cho KS, Chai
JK, Kim CK, Choi SH : The clinical effects of calcium sulfate
combined with calcium carbonate in intrabony defects. Surf
Interface Anal 40:174-175, 2008. 3.

II. 학술발표

가. 국내학회

1. 대한치과기재학회 학술대회, 2008. 5. 1, 전북대학교.

▶ 문승균, 이용근, 김광만, 김경남 : 생체용 Ti-Ag계 합금에 형성된 다공
성 표면의 특성.

▶ 강민경, 문승균, 김광만, 이용근, 김경남 : Cl, Ca 및 P 함유 티타늄 표
면의 항균력과 세포독성 평가.

▶ 박혜옥,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 Determination of leached
monomers from dental resin matrix in aqueous environment.

▶ 진강식,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 Perfusion cell culture가 인간조골세
포의 증식과 분화에 미치는 향.

▶ 장태효, 이상배, 김광만, 김경남 : 고압멸균소독에 의한 고속에어터빈 핸
드피스의 내구성변화. 

2. 제 8회 연세치의학 학술대회, 2008. 5.23, 연세대학교.

▶ 진강식,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 Effects of perfusion cell culture
method on human osteoblastic cell. (은상 수상) 

▶ 이병현, 김민철, 김경남, 김광만, 최성호, 이용근 : Amorphous
calcium polyphosphate bone substitutes for bone
regeneration. (동상 수상) 

▶ 제진아,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 Effect of polymer coating on the
CHX release from the paper point.

▶ 이동현, 이상배, 홍민호,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 Micro-arc
oxidation에 의한 임플란트의 코팅막 결합강도.

▶ 박혜옥,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leachable components from dental resin matrix in
aqueous environment. 

▶ 강민경, 문승균, 김광만, 이용근, 김경남 : Cl, Ca 및 P 함유 티타늄 표
면의 항균력 평가. 

▶ 문승균, 이용근, 김광만, 김경남 : 악안면 경조직 재건을 위한 Ti-Ag
mesh.

▶ 홍지연, 임세웅, 채경준, 정의원, 김창성, 이용근, 조규성, 김종관, 최성호
: The healing of created circumferential gap defect around
implants according to defect width, implant surface, defect
morphology.

나. 국외학회

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tallurgical Coatings and
Thin Films, 2008. 4.28-5. 2, San Diego, USA.

▶ Moon SK, Kang MK, Kim BY, Kim KY, Kim KM, Kim KN, Lee
YK : Improvement of osteoblast-like cells attachment onto Ti
by simultaneous coating of hydroxyapatite and TiO2.  

2. Asia Pacific Dental Congress, 2008. 5. 6-10, Bangkok,
Thailand.

▶ Lee SB, Lee YK, Kim KM : Antibacterial effect of silver-zeolite
for experimental glass ionomer cement. 

3. World Biomaterials Congress, 2008. 5.28-6. 1,
Amsterdam, Netherlands.  

▶ Kim MC, Choi SH, Kim KM, Kim KN, Lee YK : Effect of
architecture on cell attachment and proliferation in
macroporous calcium phosphate glass scaffolds. 

▶ Lee BH, Choi SH, Kim KM, Kim KN, Lee YK : Biodegradable
bone regenerative materials based on non-crystalline
calcium phosphate glass.  

4.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IADR),
2008. 7. 2-5, Toronto, Canada.   

▶ Kim WH, Lee SB, Moon SK, Oh KT, Lee YK, Kim KM, Kim KN
: Cytocompatibility and antibiotic effects of titanium surface
coated with chlorhexidine. 

▶ Park HY, Lee YK, Kim KN, Kim KM : Determination of leached
from dental resin-matrix in aqueous environment. 

▶ Jin KS, Lee YK, Kim KN, Kim KM : Effects of perfusion cell
culture method on human osteoblastic cells. 

5.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chnological
Advances of Thin Films & Surface Coatings, 2008.
7.13-16, Singapore.    

▶ Kang MK, Moon SK. Kim KM, Lee YK, Joo UH, Oh KT, Kim
KN : Antibacterial effects and cytocompatibility of titanium
anodized in sodium chloride, calcium acetate, and 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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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erol phosphate mixed solution. 

▶ Lee SB, Lee JH, Lee YK, Kim KM, Kim KN, Lee DY : Sol-gel
derived magnesium apatite coatings on Ti6Al4V substrate. 

▶ Lee SB, Kim KN, Kim KM, Oh SY, Kim WC, Kim JH : Effect of
different oxidation treatments on the oxidation and bonding
strength of new dental alloys. 

▶ Moon SK. Kim WH, Kang DK. Oh KT, Joo UH, Hwang JS, Lee
YK, Kim KM, Kim KN : Formation and biological evaluation of
micro-nano porous layer on Ti-Ag alloy for dental implant. 

▶ Je J, Roh JY, Lee YK, Kim KN, Kim KM : Preperation and
evaluation of the fluoride releasing bi-layered strip for dental
caries prevention. 

III.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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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3단계 1차년도), 과학재단 MRC 과제 (제1총괄 제1세부과제),
2008. 9 - 2009. 8.

▶ 치과용 임플란트 적용을 위한 생체활성 표면처리 연구, 치과대학,
2008. 7 - 2009. 6

나. 김광만 교수

▶ 펩타이드 표면처리한 티타늄의 골재생 효과, 오스템임플란트(주), 2008.
1 - 12.

▶ 의료기기 성능 및 유효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3 - 11.

▶ 치아경조직(법랑질/상아질) 재생을 위한 신소재 개발 및 평가(3단계 1차년
도), 과학재단 MRC 과제(제3총괄 제2세부과제), 2008. 9 - 2009. 8.

다. 이용근 교수

▶ 구강악안면 경조직(치조골) 재생을 위한 생체재료 개발(3단계 1차년도),
과학재단 MRC 과제 (제2총괄 제1세부과제), 2008. 9 - 2009. 8.

▶ 비열처리 복합화 공정에 의한 골형성 단백질을 함유한 골이식재 개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연구책임자), 2008. 5 - 2010. 3.
(1차년도)

▶ 의료용 항균 glass ionomer cement 개발, 중소기업청 기술연구회사
업 (총괄책임자), 2007.10 - 2009. 9. (2차년도)

▶ 임플란트용 생체활성 코팅 세라믹 소재 기술, 지식경제부 소재원천기술
개발사업 (위탁과제책임자), 2008. 8 - 2018. 7. (1단계 1차년도)

▶ 의료기기포장용 항균포장 소재의 평가, 지식경제부 포장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책임자), 2006.10 - 2008. 9. (2차년도)

▶ 치과 임플란트 customized 어버트먼트용 CAD/CAM 소재 개발, 중소
기업청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책임자), 2008. 8 - 2010. 7.
(1차년도)

▶ 골유도 속도가 우수한 생체재료용 복합체 코팅 기술 개발,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위탁과제책임자), 2008. 8 - 2010. 7. (1차년도)

▶ 치아 및 치주 조직 은행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연세치대 전략
연구 프로젝트 (공동연구원), 2008. 9 - 2010. 8. (1차년도)

IV. 도서발간

▶ 치과재료학(다섯째판 1쇄) 발행 : 군자출판사, 2008. 3.   

▶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13권 2호, 2008. 9.   

V. 도서구입및기증

▶ DTA and Heat-flux DSC Measurements of Alloy Melting and
Freezing 기증 : NIST, Special Publication 960-15, 2006.11.

▶ Data Evaluation Theory and Practice for Materials Properties
기증 : NIST, Special Publication 960-11, 2003. 6.

▶ Rockwell Hardness Measurement of Metallic Materials 기증 :
NIST, Special Publication 960-5, 2001. 1.

▶ Porosity and Specific Surface Area Measurements for Solid
Materials 기증 : NIST, Special Publication 960-17, 2006. 9.

▶ Fractography of Ceramics and Glasses 기증 : NIST, Special
Publication 960-16, 2007.

VI. 시험기기구입

▶ 전기화학분석기(VersaSTAT3, U.S.A. 2008. 4.17, 19,000,000원)

▶ 피로시험기(ELF3330, U.S.A. 2008. 5.19, 84,700,000원)

▶ 항온항습기(TH-PE-100, KOREA, 2008. 3. 1, 7,700,000원)

VII. 학술행사

▶ 교실 및 연구소 초청 특강(2008. 3. 1.)

연자: Hideo Ogura
연제: “Current status of dental composites in Japan”

▶ 치과 의료기기 표준 활용화 포럼

3월 18일(1차): 합금
4월 22일(2차): 도재
5월 20일(3차): 시멘트
6월 24일(4차): 수복용 레진, 레진시멘트

VIII. 기타

1. 대학원 입학

신정섭(치의학과 석사과정) : 2008년 9월

김명은(치의학과 박사과정) : 2008년 9월

이민 (치의학과 박사과정) : 2008년 9월

2. 인사

김종헌 박사(BK 계약교수) 근무 시작(2008. 5. 1.) 

학력 - 부산 동아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일본 토요하시기술과학대학 석사 및 박사
동경대학의학부부속병원 산학관연계연구원

연구분야 - Drug Eluting Stent/Drug Delivery System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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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2학기 강의시간표

10월 31일(금) 1 치아수복재의요구조건 김광만

2 치과용아말감의특성 김경남

11월 4일(화) 2 치과용아말감의특성 김경남

11월 6일(목) 5-8 아말감의구성, 경화및압축강도(실습) 김경남

11월 14일(금) 1-2 치과용수복용시멘트 김광만

11월25일(화) 2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Ⅰ 김경남

11월 27일(목) 4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Ⅱ 김경남

11월28일(금) 1-2 복합레진의물리적성질및광중합특성(실습) 김광만

일 자 시 간 강 의 제 목 담당교수

본과1학년, 4쿼터 / 수복학Ⅰ
화요일, 2교시(강의)/ 목요일, 4교시(강의), 5-8교시(실습)/ 금요일, 1-2교시(강의)

9월 3일 5-8 치과용시멘트Ⅰ 김광만

9월 10일 5-8 치과용시멘트Ⅱ 김광만

9월 17일 2-3 Material science of dental ceramic 김광만

일 자 시 간 강 의 제 목 담당교수

본과2학년, 3쿼터 / 고정성보철학Ⅲ
수요일, 2-3교시(강의), 5-8교시(실습)

10월 6일 5-6 의치상용레진(강의) 김광만

10월 13일 5-8 레진의성질(실습) 김광만

일 자 시 간 강 의 제 목 담당교수

본과2학년, 3, 4쿼터 / 무치악보철치료학Ⅱ
월요일, 5-8교시(강의, 실습)

제 1주 9월 3일 Nature of metals and alloys(1) 김경남

제 2주 9월 10일 Nature of metals and alloys(2) 김경남

제 3주 9월 17일 Noble dental alloys and solders(1) 김경남

제 4주 9월 24일 Noble dental alloys and solders(2)   김경남

제 5주 10월 1일 Cast and wrought base metal alloys(1)  김경남

제 6주 10월 8일 Cast and wrought base metal alloys(2)  김경남

제 7주 10월 15일 Ceramic-metal system               김경남

제 8주 10월 22일 중간고사 김경남

제 9주 11월 5일 Casting and soldering procedures(1)    김경남

제 10주 11월 12일 Casting and soldering procedures(2)     김경남

제 11주 11월 19일 Casting and soldering procedures(3) 김경남

제 12주 11월 26일 Dental implants 김경남

제 13주 12월 3일 ISO 22674:2006 Metallic materials for fixed and 김경남

removable restorations and appliances(1)

제 14주 12월 10일 ISO 22674:2006 Metallic materials for fixed and 김경남

removable restorations and appliances(2)

제 15주 12월 17일 종합토의 김경남

제 16주 12월 24일 기말고사 김경남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치과금속재료학 (치의학과/박사과정)-김경남
강의 : 수요일7시30분- 8시30분(사이버강의)

제 1주 9월 3일 Introduction 김광만

제 2주 9월 10일 Bulk properties of materials 김광만

제 3주 9월 17일 Surface properties of materials 김광만

제 4주 9월 24일 Polymers 김광만

제 5주 10월 1일 휴강(ISO meeting) 김광만

제 6주 10월 8일 Metals 김광만

제 7주 10월 15일 Ceramics, glasses and glass-ceramics 김광만

제 8주 10월 22일 Cardiovascular medical devices 김광만

제 9주 10월 29일 Orthopedic applications 김광만

제 10주 11월 5일 Dental implantation 김광만

제 11주 11월 12일 Adhesives and sealants 김광만

제 12주 11월 19일 Burn dressings and skin substitutes 김광만

제 13주 11월 26일 Drug delivery systems 김광만

제 14주 12월 3일 휴강(New York Dental meeting) 김광만

제 15주 12월 10일 총정리 김광만

제 16주 12월 17일 기말시험(off-line) 김광만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응용생체재료학 (응용생명과학과/전공선택 ) - 김광만
강의 : 수요일7시30분- 8시30분(치과대학5층서병인홀)

제 1주 9월 3일 생체재료시험방법규격및서론 이용근

제 2주 9월 10일 생체재료시험방법 I - 치과용인상재 이용근

제 3주 9월 17일 생체재료시험방법 II - 치과용합금 이용근

제 4주 9월 24일 생체재료시험방법 III - 치과용세라믹 이용근

제 5주 10월 1일 생체재료시험방법 IV - 치과용시멘트 이용근

제 6주 10월 8일 생체재료시험방법 V - 치과용임플란트 이용근

제 7주 10월 15일 생체재료시험방법 VI - 치과용골이식재및차단막 이용근

제 8주 10월 22일 중간고사 이용근

제 9주 10월 29일 생체재료분석기기 I - 표면 분석 이용근

제 10주 11월 5일 생체재료분석기기 II - 구조 분석 이용근

제 11주 11월 12일 생체재료분석기기 I - 분광 분석 이용근

제 12주 11월 19일 생체재료분석기기 I - 열 분석 이용근

제 13주 11월 26일 생체재료분석기기 I - 색도 분석 이용근

제 14주 12월 3일 생체재료분석기기 I - 점도 이용근

제 15주 12월 10일 생체재료분석기기 I - 기계적강도및피로 이용근

제 16주 12월 17일 기말고사 이용근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생체재료시험방법및기기론 (치의학과/석사과정) - 이용근
강의 : 수요일8시30분- 9시30분(치과대학5층서병인홀)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2일

치과재료학이란?

치과재료의일반적성질(1)

치과재료의일반적성질(2)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1)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2)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1)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2)

평가

서론

치과재료의물리화학적성질학습

치과재료의물리화학적성질학습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학습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학습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학습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학습

3 Quarter 평가

김광만

PBL

PBL

PBL

PBL

PBL

PBL

김광만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7일

금속재료의기초(1)

금속재료의기초(2)

고분자재료의기초(1)

고분자재료의기초(2)

세라믹재료의기초(1)

세라믹재료의기초(2)

치과용기기

평가

금속재료의기본성질

금속재료의기본성질

고분자재료의기본성질

고분자재료의기본성질

세라믹재료의기본성질

세라믹재료의기본성질

치과진료에사용하는기기의소개

4 Quarter 평가

김경남

김경남

김광만

김광만

이용근

이용근

김광만

김광만

일 자 강 의 제 목 강 의 내 용 담당교수

본과1학년, 3, 4쿼터 / 치과생체재료학
수요일, 3교시

대학원 수업계획서

대학원 수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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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2학기 행사계획

박

사

(

명)

석

사

(

명)

석
박
사

통
합

(

명)

김명은 1학기 신정섭 1학기 홍민호 2학기

이민 1학기 한미라 2학기 진강식 4학기

조윤정 3학기 이동현 3학기 제진아 5학기

문현주 5학기 강민경 4학기 김우현 8학기

황재선 5학기 이주혜 5학기 이병현 10학기

황수 6학기 조선 1학기(휴학) 강동국 12학기

김금진 10학기 김민철 12학기

이종석 11학기 문승균 5학기(휴학)

NEWS

1. 김광만교수 : 단기연구출장마침(NIST, Gaithersburg, USA, 2008.
3.19.~2008. 6.18.)

2. 김경남교수 : 2년간한국치과재료학교수협의회장역임

3. 이병현 : Best Presentation Award (2008. 4.26) 수상
[International Dental Materials Congress (A novel
biodegradable bone graft material, 2007.11.21-24, 태
국 방콕)]

4. 박가혜, 이승희 : 한양여자대학치위생학과실습(2008. 7.14~25)

5. 장태효 :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 연세대학교 의료공학교육혁신
사업단인턴쉽프로그램(2008. 6.30 ~ 2008. 8.22)

문재욱, 김승균 :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 연세대학교 의
료공학교육혁신사업단 인턴쉽 프로그램 (2008. 6.30 ~
2008. 8.22)

6. 교실워크숍 : 경기도포천시국립수목원(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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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술활동

가. 학회참가

▶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atite and
Correlative Biomaterials, 2008. 9.10-13, 마닐라,
필리핀 (이용근)

▶ ISO/ TC 106 회의, 2008. 9.29-2008.10. 4,
Gotenborg, Sweden (김경남, 김광만, 김남이)

▶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eramics in
Medicine, 2008.10.21-24, Buzios, 브라질 (이용근)

▶ Great New York Dental Meeting, 2008.11.28-
2008.12. 3, New York, USA (김광만)

나. 교실개설 과목(대학원)

▶ 치의학과 : 치과금속재료학(사이버강의/수요일)-김경남

▶ 응용생명과학과 : 응용생체재료학(수요일 오전 7:30-8:30)-
김광만

▶ 치의학과 : 생체재료시험방법 및 기기론(수요일 오전 8:30-
9:30)-이용근

II. 서류및간행물발간

가.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치재연보 13권 2호, 2008년 9월

나. 치과의료기기 표준활용화 포럼집 발간
▶ 2008월 12월

III. 구입예정시험기기
▶ 미정

IV. 대학원생현황 (2008년9월1일현재)

13 6
8

대학원생 공지 사항

1. 대학원생 주차 안내
- 1일 1매당 3,000원이며, 1개월 단위로 20매씩 판매
- 주차쿠폰 판매장소 : 새병원 지하 주차관리사무소
- 주차쿠폰 판매시간 : 08:30~17:00 (평일), 08:30~12:30 (토)
- 주차관리사무소 제출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학생증지참

2. 의국비
- 모든 대학원생께서는 박혜옥 선생에게“의국비”를 내주셔야 합
니다.

- 한 학기에 15만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26-147370-02-105, 예금주: 김광만

3. 대학원생 대표
- 제진아 선생
(전화 : 010-2725-1003, e-mail : jejina@yuhs.ac)

4. 수강학점
- 석사 4학기생 이상은 연구지도Ⅰ, 박사 4학기생 이상, 통합과
정 6학기 이상은 연구지도Ⅱ를 학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청강
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정형구 3학기(휴학)

박미 4학기(휴학)

심연수 4학기(휴학)

이지환 6학기(휴학)

장선옥 6학기(휴학)

..



임플란트의 피로는 외형상의 변화를 거의 수반하지 않고 진행되어

파괴가 갑자기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므로 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 따

라서 최근 임플란트 보급이 확대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임플란트에 대

한 안정성 시험 중 하나인 피로시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금년 5

월 19일 본 교실에 도입된 피로시험기(ELF 3330, EnduraTEC

systems group, Bose Co., Mn, U.S.A.)는 하중(Load)과 변위

(Displacement) 컨트롤이 가능함은 물론 WinTest Version 4.0

Software로 운 되는 TunelQ 프로그램의자동조정기능으로인해기

존피로시험기(ELF 3300)보다 기능을향상시킨시험기이다. 

대부분의피로시험기에서행해지는 PIDO control loop setting은

수동으로 조절되지만 ELF 3330은 TunelQ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동

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속 장치 등의 이용으로 인장, 압축 등

의다양한 specimen의 평가시스템을제공한다.

또한 시료가 파절되거나 설정된 변위 값을 초과할 경우 limit

condition을 설정하여 순간 정지를 가능케하여 보다 안전한 시험을

진행할수있다.

2006년에 도입된 피로시험기(ELF 3300, EnduraTEC systems

group, Bose Co., Mn, U.S.A.)과 동일한 방식인 전자석 방식으로

소음이작고, 정 도가높으며내구연한이긴장점이있다.

ELF 3330의 최대하중은 ELF 3300보다 30% 향상된 3000 N이

고, 25 ㎜의 measurement range를 갖고 있으며 정 도는 최대 하

중과최대측정길이에대해각각 0.25 %이다.

ELF 3330은 피로시험을 하기 위해 Load, Disp, Null 모드를 선

택할 수 있고, cross-head는 로딩 프레임에 장착된 에어리프트 조

절로서간단하고세 한시험조건으로셋업이가능하다.

또한 TunlQ 프로그램으로 sample test 후 안전하게 시험을 진행

함으로시험자의조작성을용이하게한다.

ELF 3330은 임플란트피로시험뿐만아니라축방향에 tortion 구

동 장치를 부착하여 여러 소재 개발 연구 시험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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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 신선우 ]

피로시험기(ELF 3330)

▶ (a) Sine wave

▶ (b) 30̊ Angle grip

▶ (c) ELF 3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