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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국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감사함으로시작하는매일, 매일그리고새로운환경에적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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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늘로서 미국연수를 시작한지 꽉 채운 한 달하

고도 2주차에 접어듭니다. 처음 미국 땅에 도착해서“좌

충우돌”이라는표현이가장알맞을것같은시간들을보

내고, 이제는 느끼함을 달래기 위해 블랙커피를 즐기고,

잘 안 되는 어지만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며, 주변

의 아름다운 자연을 음미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마저 들게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

심적인지알것같습니다. 하지만, 타국에서보내는시간

들이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부족한 생활비, 능

숙하지않은 어, 새로운연구주제, 여기에보이지않은

경쟁까지, 또언제나“Why”에대한대답을요구합니다. 

상상한 것과는 달리, 이곳 치과대학은 단순하게 5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저는 재료학, 생물학 그리고 보철

학이모여하나의과로운 되고있는 biologic and materials sciences and division of prosthodontics 에 속해있습니

다. 나머지 과들도 모두 통폐합되어 있는데, cariology restorative sciences와 endodontics가 합쳐져 하나의 과로,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와 hospital dentistry가 또 하나의 과로, orthodontics 와 pediatric dentistry가, 그리고

periodontics와 oral medicine 입니다. 제가 이곳 치과대학에 와서 가장 먼저 놀란 일은 미시건 대학교의 크기이고, 두 번

째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연구비와 연구지원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우리가 치과재료학 책에서

보았던 Kamal Asgar, R.G. Craig, 그리고 John. M. Powers같은 분들이 있었던 그 연구실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

입니다. 대신에재료에관련되어연구하는그룹으로, bone regeneration을연구하는 Pf. David H. Kohn, Nobel Biocare

와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연구하는 Pf. Michael E. Razzoog, 그리고 bioactive polymers 및 materials을 연구하는 Pf.

Kenichi Kuroda의 연구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중 Kenichi, Kuroda lab에 소속되어 있고 고분자 합성을 배웁니

다. 정신이없습니다. 화학기호부터다시배웁니다. 참아는게없구나! 

배움의끝은없는것같습니다. 10년 후, 우리는무엇으로먹고살것인가? 2003년에 삼성의이건희회장이신경 10주년

을 맞아 경 진과의 회의에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것이겠지요. 우리교실의 인재들인 대학원

생, 시험검사원, 행정원들에게전하고싶은말은, 내가어떤일을했었는가? 지금어떤일을하는가? 보다내가얼마나그일

을 잘 이해하고있는가? 성실하게수행할수 있는가? 를 생각하시길부탁드립니다. 을 마치며, 부족한 저에게배움의기회

를 허락해 주신 김경남 교수님, 김광만 교수님 그리고 이용근 교수님께 또 저를 대신하여 고생하고 있는 천연욱 팀장을 비롯

한 평가센터 식구들과 김현주 선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국에서 다시 뵈올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좀 더 성숙한 모

습으로많이배워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 쓴이 이상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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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나가며 을쓰고있는지금이기분을한마디로표현한다면식상할수있겠지만“시원섭섭”이라는말밖에는적당

한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7년 1월 첫 출근을 시작으로‘이제 아침마다 이곳으로 향하던 발걸음도 며칠 남지 않았구

나’라는 생각에서운함이몰려옵니다. 그래서인지 남아 있는 학교생활하루하루가더욱 소중한요즘입니다. 돌이켜보면 무

언가에항상쫓기고바삐살았지만제가선택한길이 기에그래도즐기며할수있었던것같습니다. 주말도없이나와실험

을 하고 가끔은 밤을 새어가며 논문도 써보는 일들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매일

그렇게성실한생활을한건아니 지만요.

교실을 나가며 라는 을 쓰기로 하고‘교실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가 교실생활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에서 말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교실생활에 있어 서로를 점점 배려

하고 이해하려는 점이 많이 부족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있어 여러 사람이 부딪혀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럴 때 마다 우리는 교실원 개개인 각자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란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원칙을위해서로에게상처주는말은가끔참고삼가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등산을하

다보면우측통행이라적힌표지말이눈에들어옵니다. 그렇게원칙에맞게우측으로걷다보면가끔씩반대편에서좌측으로

걸어 내려오는 사람과 마주치게 되는 일도 생기지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눈에 거슬리게 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렇다고 꽃과 나무를 즐기며 좌측으로 내려오는 사람을 원칙을 우선시 하며 지키지 않았다며 탓하고 꼬집어 비난 할

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서로가 서로의 눈에 거슬리더라도 따뜻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서

로를 생각해주는 따뜻한 격려의 말도 센스이겠지요. 사실 이것들은 제가 교실생활에서 하지 못한 일들 입니다. 어쩌면 저는

제앞만바라보며‘최소한의피해도주지도받지도말자’라는지극히개인주의로방관했던것같습니다. 학교는잠시목적을

위해거쳐지나가는곳이상의너무나소중한인연이라는끈에묶여함께생활하는곳인데도말이죠. 

가끔씩퇴근길버스정류장에서서깜깜한밤, 불이켜진학교를바라볼때가좋습니다. 

그럴때마다 4년 6개월이라는시간을보냈음에도불구하고추억도많았고

좋은인연도많았기에학교는아직도저에게는설레임으로다가옵니다. 

그마음너무나감사히여기며졸업하겠습니다. 

학교밖을나가면어떠한곳에서어떠한생활을하게될지

몹시두렵고떨리지만여기서만났던교수님, 선생님들을

비롯한여러교실원들얼굴과이름에누가되지않도록

항상부끄럽지않도록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멀리에서항상교실과교실원여러분의행복을기도드리겠습니다♡. ̂ ^

교실을 나가며...........

■ 쓴이 강민경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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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행사보고
I. 연구논문

가. 국내논문

▶ 문승균, 강민경, 박정종, 김광만, 김경남. 정전분무법의 분사속도가

티타니아 나노튜브의 테트라싸이클린 코팅에 미치는 향. 대한치과

기재학회지 38(1):17-24. 2011. 3.

▶ 강민경, 문승균, 김광만, 김경남.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코팅된 티타늄

표면의 세포독성 평가.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8(1):25-32. 2011. 3.

▶ 장선옥, 최은미, 오상환, 강민경, 김광만. 불소 도포 방법과 적용 횟수에

따른법랑질의표면특성. 한국치위생과학회지 11(2):69-76. 2011. 4.

▶ 장용주, 정임회, 박정철, 정의원, 김창성, 이용근, 김종관, 최성호.

Effect of seeding using an avidin-biotin binding system on

the attachment of periodontal ligament fibroblasts to

nanohydroxyapatite scaffolds: three-dimensional culture.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41(2):73-78, 2011. 4. 

▶ 김금진, 오근택, 김광만, 김경남. 치과 교정용 심미 NiTi 선재의 물리

적·기계적 특성 비교.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8(2):117-126. 2011. 6.

나. 국외논문

▶ Hong MH, Son JS, Kim KM, Han M, Oh DS, Lee YK. Drug-

loaded porous spherical hydroxyapatite granules for bone

regeneration. J Mater Sci Mater Med 22(2):349-355, 2011. 2.

▶ Kim ST, Jung UW, Lee YK, Choi SH. Effects of biphasic

calcium phosphate(BCP) bone substitute on

circumferential bone defects around dental implants in

dogs. Int J Oral Max Impl 26(2):265-273, 2011. 4.

▶ Hong MH, Lee DH, Kim KM, Lee YK. Study on bioactivity and

bonding strength between Ti substrate and TiO2 film by

micro-arc oxidation. Thin Solid Films 519:7065-7070, 2011. 8.

▶ Song DH, Uhm SH, Lee SB, Han JG, Kim KN. Antimicrobial

silver-containing titanium oxide nanocomposite coatings

by a reactive magnetron sputtering. Thin Solid Films 519:

7079-7085, 2011. 8.

▶ Lee JH, Kim KM, Choi SH, Lee YK. Effect of the simulated

body fluid containing bleaching agent on the

hypersensitivity and surface microhardness of the tooth.

Mater Lett, 65:3502-3505, 2011.12.

▶ Kang MK, Moon SK, Kim KM, Kim KN. Antibacterial effect

and cytocompatibility of nano-structured TiO2 film

containing Cl. Dent Mater J, accepted

▶ Kim ST, Jung UW, Lee YK, Choi SH. The effect of calcium

phosphate bone substitute on defect resolution around a

rough-surfaced dental implants in dogs. J Biomed Mater

Res B: Appl Biomater, accepted.

II. 연구발표

가. 국제학회

1. Annual Meeting of Academy of Osseointegration,
2011. 3. 3-5, Washington DC. USA.

▶ Fuhrmann D, Pollot B, Son JS, Lee YK, Hong MH, Oh DS.

Sustainable drug release using structure controlled porous

hydroxyapatite microspheres.

2. IADR, 2011. 3. 15-19, San Diego, USA.

▶ Lee SB, Um SH, Kim KM, Kim KN. Cytotoxicity and ion-

releasing of silver-ion exchanged TiO2 on dental implant.

▶ Kim MJ, Kim KN, Lee YK, Kim KM. Evaluation of millipore

filters as dentin-substitutions in dentin barrier test. 

▶ Kim HS, Park H, Park SH, Lee YK, Kim KN, Kim KM. The

correlation of polymerization shrinkage results in dental

composite resins.

3. Chinese-Europe symposium on bio materials in
regenerative medicine, 2011.4. 6-11, Nanging, China. 

▶ Kang MK, Moon SK, Kim KM, Kim KN. HA/Titania coating

for dental implant. 

▶ Moon SK, Kang MK, Kwon JS, Kim KM, Kim KN. Electro

spray coating of capsulated tetracycline (TC) in poly-

lactic acid (PLA) for dental implant.

4. International Dental Materials Congress, 2011. 5.
27-29, Seoul, Korea. 

▶ Hong MH, Kim KM, Lee YK. Calcium phosphate hollow

spheres for hard tissue repair. 

▶ Kim KM, Kim MJ, Lee YK, Roulet JF, Kim KN. Radio-

opacity and sensitivity to ambient light test of polymer-

based restorative materials.

▶ Kim MJ, Kim KN, Lee YK, Kim KM. Cytotoxicity test using

polyurethane disc as dentin-substitutes in a dentin barrier

test.

▶ Lee JM, Kim KN, Kim KM, Lee YK. Tooth whitening, heat

and cytocompatibility of the mixture of self-heating zeolite

and 34.5% hydrogen peroxide. 

▶ Kim J, Kim HO, Lee YK, Choi HJ. Demineralization

resistance and shear bonding strength of light-cured

glass ionomer cement after the addition of nano beta-

tricalcium phosphate in various ratio.

▶ Kwon JS, Lee SB, Kim KM, Kim KN. The cytotoxicity

evaluation of the polyvinyl siloxane impression materials

using the agar diffusion test as a funtion of time.

▶ Kang YH, Lee SB, Cho SW, Kim GM, Kim KN. Influence of

Nb and Fe Additions on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Ni-Cr-Mo Alloy for CAD/CAM.

▶ Im SY, Lee SB, Kim Km, Kim KN. Time-dependent Changes

in the Hardness of Elastomeric impression materials.

5. International Forum on Functional Materials,
2011. 7. 28-31, Jeju, Korea. 

▶ Kim SM, Yi SA, Kim KM, Lee YK. Multi-layered and multi-

porous β-tricalcium phosphate for tissue engineering scaf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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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 MK, Moon SK, Kim KM, Kim KN. Antibacterial effect of

sand blasted, large-grit, acid- etched treated Ti-Ag alloy. 

▶ Song DH, Uhm SH, Kim SE, Han JG, Kim KN. The effect of

heat treatment on osseointegration and mechanical

property of sputtered antibacterial silver-containing

titanium oxide nanocomposite films for dental implant.

▶ Moon SK, Kang MK, Kim KM, Kim KN. Antibacterials effect

of silver precipitated on the sand.

▶ Kim SE, Moon SK, Kim KM, Kim KN. Nano-porous titania

functionalized with bovine serum albumin by electro spray

deposition coating.

▶ Lee JH, Moon SK, Kim KM, Kim KN. Modification of TiO2

nanotube surface for bactericidal effect of amoxicillin

combined with PLGA by electro-spray deposition.

▶ Uhm SH, Song DH, Lee SB, Han JG, Kim KN. E-beam

evaporation of the antibacterial silver on the diameter

controlled TiO2 nanotubes for dental implant.

6.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lasma
Biosciences, 2011. 8. 14-16, Seoul, Korea. 

▶ [Invited talk]. Kim KN. Application of plasma in dentistry

▶ Song DH, Uhm SH, Kim SE, Han JG, Kim KN. Synthesis of

titanium oxide thin films containing antibacterial silver

nanoparticles by reactive magnetron co-sputtering system

for biomedical implants.

▶ Kwon JS, Kim YH, Choi EH, Kim KN. Cellular activity of

osteoblast following non-thermal plasma exposure.

▶ Moon SK, Kang MK, Kwon JS, Eom TK, Kim KN. Synthesis

and evaluation of tetracycline encapsulated in poly(lactic-

co-glycolic acid) on the porous titania formed by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2011. 8. 21-26, Jeju, Korea. 

▶ Kim MA, Lee MH, Seo WS, Oh MH, Kim WH, Oh NS, Lee

YK, Choi HJ. Radiopacity of restorative composites filled

with SiO2/ZrO2/TiO2 multi core-shell particles. 

III. 연구비

가. 김경남 교수

▶ 치과용 의료기기의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1 ~ 2011. 11.

▶ 치과의료기기 표준의 개발 및 운 기반 구축, 지식경제부 기술혁신

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2011. 4 ~ 2012. 3.

▶ 구강악안면경조직 재생 유도 다공성 복합체의 실용화 연구 및 임상에

활용 가능한 해부학적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9 ~ 2011. 8.

나. 김광만 교수
▶ 의료기기품목(치과재료)분류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1 ~ 2011. 9.

▶ 지대치 축조용 이원중합형 코어레진과 FIBER POST 시스템의 개발

(1차년도), 지식경제부, 2010. 11 ~ 2011. 10.

▶ 구강악안면 경조직(치조골) 재생을 위한 생체재료 연구 개발, 교육과

학기술부, 2010. 9 ~ 2011. 8.

다. 이용근 교수

▶ 환자 줄기세포와 지능형 약물전달체계를 활용한 골수복용 지지체의

개발,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대구경북), 2010. 5

~ 2012. 4.

▶ PRF 시술을 위한 혈액 분리 정제용 원심분리장치 및 kit 개발, 중소

기업청 융복합기술개발사업, 2011. 6 ~ 2012. 5.

▶ 치과용 임플란트를 위한 새로운 조성의 금합금 개발, 중소기업청 창

업성장기술개발사업, 2011. 6 ~ 2012. 5.

IV. 도서발간
▶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16권 2호, 2011. 8.

V. 시험기기구입
▶ 장비명: PCR

제조사: Applied Biosystems 

모델명: 2720 Thermal Cycler  

VI. 학술행사
▶ 치의학교육원치과기자재분야종사자를위한치과재료학기초과정강의

일자: 3.24~6.30 매월 격주 목요일

연자: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교수

▶ 대한치과기재협회 포럼

3.10(목)-연자: 김경남 교수, 연제: 치과용 인상재

6.20(월)-연자: 김광만 교수, 연제: 근관충전재료

6.20(월)-연자: 이용근 교수, 연제: Mineral Trioxide Aggregate

▶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연구소 초청특강

4.12(화)-연자: 서병인 박사

연제: Bonding technique for dental zirconia restorations 

▶ 구강악안면경조직재생연구센터/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초청특강

6.22(수)-연자: Jake Chen

연제: Stem cells in oral and craniofacial tissue regeneration 2011 

VII. 기타
1. 연수

김미주 (2011년 7월 12일 ~ 8월 4일, Bisco Lab. Schaumburg,

IL, USA)

이상배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 University of

Michigan, School of Dentistry - Bioactive

polymers and materials Science Lab)

2. 인사
2011년 6월 30일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이상배 휴직

2011년 5월 13일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오미나 입사

2011년 5월 18일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정현기 입사

2011년 5월 23일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최은옥 입사

2011년 6월 20일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김현주 입사

2011년 5월 31일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박윤정 퇴사

2011년 6월 30일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이순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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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강의시간표

학부 수업계획서 대학원 수업계획서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1 11 모형재 치과용석고의성분, 특성을이해하고사용법을익힌다 이용근

11 18 인상재 인상재의성분, 특성을이해하고사용법을익힌다 김경남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9 14
Material science of
dental ceramic

치과용도재의물리적특성및구분을할수
있어야함

김광만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9 7
치과용시멘트(1) 
강의/실습

치과용수성시멘트의종류, 조성, 성질, 
사용법

김광만

9 14
치과용시멘트(2)
강의/실습

치과용레진시멘트의성질및사용법 김광만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0 31 의치상용레진(강의) 의치상용레진의종류와성질 김광만

11 7 의치상용레진(실습) 의치상용레진의중합 김광만

본과1학년 4쿼터/고정성보철학1 (금요일 3~4교시)

본과1학년 4쿼터/교합학 (금요일 5~6교시)

본과1학년 3쿼터/고정성보철학3 (수요일 2~3교시)

본과2학년 3쿼터/고정성보철학3 (수요일 5~8교시)

본과2학년 4쿼터/총의치 (월요일 5~6교시, 월요일 5~8교시)

본과1학년 3,4쿼터/치과생체재료학 (수요일 3교시)

본과1학년 4쿼터/수복학1 (화요일 1교시, 목요일 4~8교시, 금요일 1~2교시)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1 11 모형재실습 치과용석고의성분, 특성을이해하고사용법을익힌다 이용근

11 18 인상재실습
알지네이트인상재의성분, 특성을이해하고사용법을
익히며, 상하악모형을얻는다

김경남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0 28
치아수복재의
요구조건(1)

치아 수복재에필요한기계적성질, 물리적
성질, 화학적성질, 그리고심미성에대해
논한다

김광만

10 28 치과용아말감의특성(1)
아말감합금의분류및조성, 물리적, 
기계적성질

김경남

11 1 치과용아말감의특성(1)
아말감합금의사용법에따른특성, 
치과용수은의특성및취급시주의사항

김경남

11 3 아말감실습
아말감합금의입자형태관찰, 아말감합금의
조각시간측정, 미세조직관찰, 
아말감합금의압축강도측정

김경남

11 11 치아수복용시멘트 Glass ionomer, Compomer 김광만
11 22 직접수복용복합레진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의화학적특성 김경남

11 24 직접수복용복합레진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의종류및물리적,
기계적특성

김경남

11 25 복합레진실습
복합레진의중합깊이의측정, 
복합레진의강도측정

김경남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9 7 치과재료학이란? 구강의특성과치과재료의요구사항이해 김광만
9 14 일반적성질(1) 치과재료의물리화학적성질이해 이용근
9 21 일반적성질(2) 치과재료의물리화학적성질이해 이용근
9 28 기계적성질(1)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이해 이용근
10 5 기계적성질(2)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이해 이용근
10 12 생물학적성질(1)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이해 김광만
10 19 생물학적성질(2)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이해 김광만
10 26 중간평가 김광만
11 2 금속재료(1) 치과 금속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경남
11 9 금속재료(2) 치과 금속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경남
11 16 고분자재료(1) 치과 고분자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광만
11 23 고분자재료(2) 치과 고분자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광만
11 30 세라믹재료(1) 치과 세라믹재료의기본적성질이해 이용근
12 7 세라믹재료(2) 치과 세라믹재료의기본적성질이해 이용근
12 14 치과용기기 치과진료에사용하는기기의소개 김광만

12 21 기말평가 김광만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9 7 Structure of Matter and Principles of Adhesion 김광만
제 2주 14 Physical Properties of Dental Materials 김광만
제 3주 21 휴강 (ISO TC 106 회의) 김광만
제 4주 28 Mechanical Properties of Dental Materials 김광만
제 5주 10 5 Biocompatibility of Dental Materials 김광만
제 6주 12 Dental Metals 김광만
제 7주 19 Dental Polymers 김광만
제 8주 26 Mid-term exam. 김광만
제 9주 11 2 Dental Ceramics 김광만
제10주 9 Impression Materials 김광만
제11주 16 Dental Casting Alloys 김광만
제12주 23 Dental Cements 김광만
제13주 30 Metal-Ceramics, All-Ceramics 김광만
제14주 12 7 Bonding, Restorative Resins 김광만
제15주 14 Dental implants 김광만

제16주 21 Final-exam. 김광만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9 7 세라믹이란무엇인가? 이용근
제 2주 9 14 세라믹의종류및응용 이용근
제 3주 9 21 비정질세라믹의정의 이용근
제 4주 9 28 비정질세라믹의특징및응용 이용근
제 5주 10 5 결정화유리의특성 이용근
제 6주 10 12 세라믹복합재료의특성및제조법 이용근
제 7주 10 19 세라믹의기계적물성및측정법 이용근
제 8주 10 26 세라믹의광학적특성및측정법 이용근
제 9주 11 2 세라믹의제조공정 이용근
제10주 11 9 의학용세라믹의종류및사용분야 이용근
제11주 11 16 치아수복용세라믹의종류및제조방법 이용근
제12주 11 23 치과용시멘트 이용근
제13주 11 30 콤포짓및콤포머의필러및모형재/매몰재의특성 이용근
제14주 12 7 골이식용세라믹 이용근
제15주 12 14 악성종양치료용세라믹 이용근

제16주 12 21 기말 고사 이용근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9 7 Introduction 김경남
제 2주 9 14 KS P ISO 4049 : 2008 치과 - 충전, 수복 및접착용레진 김경남

제 3주 9 21 KS P ISO 9917－2：2004 치과용 수성 시멘트 － 제2부：광중
합형시멘트 김경남

제 4주 9 28 KS P ISO 15841 : 2009 치과 - 교정용선재 김경남
제 5주 10 5 KS P ISO 4823 : 2008 치과 - 고무인상재 김경남
제 6주 10 12 KS P ISO 6872 : 2009 치과 - 세라믹재료 김경남
제 7주 10 19 KS P ISO 10477 : 2009 치과 - 고분자계계속가공의치재료 김경남
제 8주 10 26 중간고사 김경남

제 9주 11 2 KS P ISO 22674 : 2009 치과 - 고정식 및 가철식 수복물 및
장치제작용금속재료 김경남

제10주 11 9 KS P ISO 3823-1 : 2008 치과 회전기구 - 버 - 제1부: 강철과
카바이드버 김경남

제11주 11 16 KS P ISO 9873 : 2007 치과용 손기구 - 재사용 치과거울및손
잡이 김경남

제12주 11 23 KS P ISO 9997 : 2007 치과 카트리지용주사기 김경남

제13주 11 30 KS P ISO 7494-1 : 2007 치과 - 치과용 유니트 - 제 1 부: 일
반적요구사항및시험방법 김경남

제14주 12 7 KS P ISO 20126 : 2009 치과 - 수동 칫솔 -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김경남

제15주 12 14 KS P ISO 22794 : 2009 치과 - 구강악안면외과의 골 충전 및
증대용매식재료 - 기술문서의내용 김경남

제16주 12 21 기말고사 김경남

치과재료 규격 및 시험방법-김경남
강의: 수요일 7시 30분 / 사이버강의

치과재료학개론-김광만
강의: 수요일 7시 30분 / 서병인 홀

세라믹생체재료학-이용근
강의: 수요일 8시 30분~9시 20분 / 치과대학 PB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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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행사계획

박

사

(

명)

석
박
사

통
합

(

명)

NEWS

1. The international Dental Materials Congress 2011 개최

5월27일(금)~30일(월) / 대회장: 김광만

Young Investigator Award 수상 - 김미주

2. Korea-China-Japan Joint symposium 2011 개최

5월30일(월) / 대회장: 김경남

3. 기부 : 이종석 박사 - 300만원 (2011.7.8) 

4. 교실 workshop : 2011년8월19일 서울성곽코스

5. 심연수 박사 - 2011년9월1일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전임교수임용

齒材硏報 16권2호

I. 학술활동
가. 학회참가예정
▶ European Conference on Biomaterials, 2011. 9. 4-9,

아일랜드 Dublin. (홍민호)

▶ European Conference on Surface and Interface
Analysis, 2011. 9. 4-9, 국 Cardiff. (이용근, 김성민)

▶ Asian Biomaterials Congress, 2011. 9. 15-17, 한국
Busan. (이용근, 홍민호)

▶ 2011 ISO/TC 106 Meeting, 2011. 9. 18~24, 미국 Phoenix.
(김경남, 김광만, 이상배)

▶ Macromolecular Science & Engineering 35th Annual
Symposium, 2011. 10. 27, 미국 Ann arbor. (이상배)

▶ Congress of Asian Academy of Osseointegration, 2011.
11. 28-29, 태국 Bangkok. (이용근)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Mechanics of
Biomaterials and Tissues, 2011. 12. 11-15, 미국 Hawaii.
(김경남, 이상배, 홍민호)

나. 교실개설 과목(대학원)
▶ 치과재료규격 및 시험방법 김경남 수요일 7:30 사이버강의

▶ 치과재료학개론 김광만 수요일 7:30 

▶ 세라믹생체재료학 이용근 수요일 8:30

II. 서류및간행물발간
가.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치재연보 17권 1호, 2012년 2월

III. 구입예정시험기기
▶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제조사: NETZSCH 
모델명 : DSC 404 F3 - High temperuture 
모델명 : DSC 200 F3 - Low temperuture

▶ Dilatometer

제조사 : NETZSCH 
모델명 : DIL 402 PC

V. 입학
박은주 (2011년 9월 석사)  이은정 (2011년 9월 석사)  서용록 (2011년 9월 박사)

IV. 대학원생현황 (2011년9월1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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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공지 사항

1. 대학원생주차안내

- 1일 1매당 3,000원이며, 1개월 단위로 20매씩판매

- 주차쿠폰판매장소 : 새 병원지하주차관리사무소

- 주차쿠폰판매시간 : 08:30~17:00(평일), 08:30~12:30(토)

- 주차관리사무소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학생증지참

2. 의국비

- 모든외부대학원생께서는“의국비”를내주셔야합니다.

- 한 학기에 15만원(9월중에입금요망)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147370-02-105, 예금주 : 김광만

3. 대학원생대표

- 김시은선생 (전화 : 010-8654-9156), (e-mail : sekim511@yuhs.ac)

4. 수강학점

- 석사 4학기생 이상은 연구지도Ⅰ, 박사 4학기생 이상, 통합과정 6학기

이상은연구지도Ⅱ를학점에관계없이반드시청강으로이수하여야한다.

석

사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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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록 1학기 박은주 1학기 이정환 2학기
최혜숙 3학기 이은정 1학기 임수연 2학기
유은미 3학기 양송이 2학기 김미주 3학기
조윤정 4학기 강유화 3학기 엄수혁 4학기
이주혜 6학기 홍승현 6학기 최유리 4학기
이민 6학기 신정섭 3학기(휴학) 김성민 6학기
박미 7학기 이동현 7학기(휴학) 김시은 6학기
김명은 7학기 김형식 6학기
장선옥 11학기 홍민호 8학기
황재선 11학기 진강식 6학기(휴학)



현대와 같은 구조의 현미경은 1590년대 네덜란드의 Zacharias

Jansen과 John Lipperhey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17세기에는 렌

즈 가공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현미경의 모태가 된 제품들이 개발

되었다. 현미경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 외에 금

속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편광 현미경, 적외선 현미경, 자외선 현

미경, 전자 현미경등이 있으며 생물학, 의학, 재료학, 고고학 등 연

구분야및산업분야에서도유용하게쓰이는장비이다. 

현재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의 세포배양실에 구비되어 있는

JuLiTM Smart fluorescent cell analyzer는, 일반 현미경에서정

적인 상만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실시간 세포 상을 얻을

수 있고 녹색으로 형광염색된 세포 촬 도 가능하다. 이 제품의 특

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조직 슬라이드나 세포의 live image를 촬 할 수 있는

Microscope based time lapse 장비이다. 

2) 현미경으로 촬 된 이미지에서 live cell의 migration 등 원하

는결과를얻을수있다.

3) 다양한시료에적용가능하다. 

4) 전용 software를 통해 촬 된 image들을 동 상으로 구현할

수있는알고리즘이포함되어있다. 

5) UV 코팅, 방수 처리가되어있어 incubator, clean bench에

넣고사용하면시료의오염을최소화할수있다.

6) 터치 스크린을이용하여쉽고빠르게이미지획득이가능하다.

7) Bright field image와 형광 image는 Merge 기능으로 동시

에얻을수있다.

사용할 때는 먼저 전원을 켜고 터치스크린으로 원하는 촬 모드

를 선택해준다(GFP, Bright, Merge mode). 배율과 명암을 지정

한 후 초점을 맞추고 실시간 촬 간격을 결정해주면 간단히 설정

이끝난다. 20X와 40X의 두가지배율모드가제공되며, 유선으로

incubator 내에 장착이 가능하여 cell migration assay나

proliferation assay를 보는데에유용한장비이다.

다만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Time-lapse를 찍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incubator에 넣기 전

10~20분간 warming up하여 detector에 이슬이 맺히는 현

상을방지한다.

2) GFP time-lapse를 찍을 때, 한 시간 이상 간격으로 상을

찍는 것이 세포에 미치는 향이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설정을추천한다.

3) Time-lapse를 찍을 때, culture plate 뚜껑을 사용하는 배양

액으로 적신 후 촬 하면 culture dish에 습기가 생기는 현상

을최소화할수있다.

아직은 교실 내에서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제품의 특

징을 잘 파악하여 실험 계획에 포함시킨다면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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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TM Smart fluorescent cell analyzer

그림1. JuLiTM Smart fluorescent cell analyzer

그림2. Incubator 안에 장착된 JuLi 현미경

그림3. 위에서부터 GFP, Bright, Merge mode로 촬 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