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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th of April 2012, I finally arrived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I couldn’t anticipate even a bit, about the things that were waiting for me in

room 505. I stepped in here with nothing. I knew nothing, I had no plans, I

had no lab experience. I felt like a toddler who just got born into a

biomaterials world. At first, I was just happy as larry. I found EVERYTHING

fascinating and wanted to relate everything into one big fancy experiment that I

will carry out for the first time ever. The excitement soon turned into ashes when I

realized that it’s not too easy as it seems. Everytime I went to visit Prof. Kim in his office, I came out

with more questions.. No. New questions that are much intense, would be more suitable. I took

interest in many many experiments that almost EVERYONE in the lab gave me, at least one idea per

person if not 5.. Probably 20 in 고분자 team’s case. And just like that 3 months had passed.

Of course, carrying out an experiment is only one part of my story at Yonsei. Actually, I’m kind of

glad that I couldn’t find a decent research topic till the last month, because the process brought me so

much more. I met some great people. I made some precious memories and ate things I’ve never tried

before. I could get to know people more as I begged for ideas and comments. I could spend more time

with people and turn into zombies together as we pulled an all-nighter at the lab. I probably looked

lost and helpless everyday. Sometimes I wanted to run away, sometimes I thought it was too hard and

harsh for me, for someone who doesn’t even know how to pick up a spoon.. but ironically, whenever I

was on my way home in the bus, I found myself smiling. I felt happy and didn’t want to leave Korea. I

didn’t get home sick, nor missed people in Vancouver. I was just happy. 

I’m grateful to Prof. Kim, for allowing me this opportunity that gave me so much more than what I

anticipated out of my work-term. Although I couldn’t come up with a decent experiment result, I

learned and gained so much out of trying to accomplish it. As there is a saying, “Shoot for the moon.

Even if you miss, you’ll land among the stars”. I’m really really thankful to everyone that I met here,

everyone who cared for me, everyone who taloked to me, and even those who just shared a smile. Even

if I could turn back time, I would still choose to come here, believe me. There’s so much love in this

lab and I am grateful for everything, to everyone. Thank you for the 4 month that I will never forget

in my life. All the best to everyone and bye now.

■ 쓴이 김새로미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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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 지연입니다.”

2011년 11월 4일첫출근.

첫출근인데어찌설레지않을수있을까요? 
항상낯선환경에서하는모든것들은나에게큰기쁨을안겨다줍니다. 
[두근두근콩닥콩닥 (● ●♧)]  
교실에도착하자마자누가누구인지모를인사를나눕니다.
“새로온엄지연선생이야~ 안녕하세요~ (́ o )` 안녕하세요~ (́ ▽ )`”
속으로전이런생각을합니다. 
[언제이름을다외우지? 어렵군.. ( ̆ - )̆]
저는원탁테이블에홀로앉아바삐일을시작했습니다. 
[이게다뭐지? 기재학회? 플라즈마? 레진? scaffold? 열심! 열심! (；⊙д⊙）]
계속일을합니다. 주변을살펴볼겨를은없습니다. 저는바삐일을진행해야합니다.
[열심! 열심! (†⊙д⊙) ]
첫 임무는무사히마친것같습니다. 무언가를해냈다는성취감이저를웃음짓게합니다.
[씨~익! ( v⌒∼˚ ) thx ]
이용근교수님께서교실원들의사진과이름을보여주십니다.
“자~ 이걸보고교실원들을익히도록하렴.”
이제교실원들을살펴봅니다. 
[기억기억 (○∇○)a. 이 얼굴. 이이름. 기억기억 (○∇○)a. 이 얼굴. 이이름.]
하지만현실은냉혹합니다.
[앗! 사진에있던얼굴이... 음? 사진에없던얼굴이 ... 음? 삐질삐질..(́ Д ;`)]

현재 2012년 08월.

낯선환경은제겐이제없습니다. 익숙한환경뿐이지요.
낯선환경의설렘은사라졌지만, 
재료학교실에서선생님들과의하루를보낼설렘이자리잡았습니다.
지금은선생님들과어울려서로조언을구해가며
때론심각하게“고민고민”, 때론즐겁게“하하하하~”실험을합니다.
이름을기억하기에도버거웠던교실원들은
서로의마음까지어루만져줄수있는사이가되었습니다.  
아직제겐치과재료학이란단어는어렵습니다.
하지만연세대학교치과대학치과재료학교실이란단어는제가슴을따뜻하게해줍니다.
아마도세분의교수님과여러분의덕택이겠지요?

당신은수많은별들과마찬가지로거대한우주의당당한구성원이다. 그 사실하나만으로도당신은자신의삶을충실히살
아가야할권리와의무가있다. -맥스에흐만

저 역시 치과재료학 구성원으로써 앞으로 들어올 선생님들에게 가슴 따뜻한 교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위해충실히권리와의무를누리겠다고다짐합니다.

♡ ♡하트 뿅뿅~

■ 쓴이 엄지연 조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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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1학기 행사보고

I. 연구논문
가. SCI(E) 논문
▶ Kang MK, Lee SB, Moon SK, Kim KM, Kim KN. The

biomimetic apatite-cefalotin coatings on modified titanium.
Dent Mater J 31(1):98-105, 2012. 1.

▶ Kim SM, Yi SA, Choi SH, Kim KM, Lee YK. Gelatin-layered
and multi-sized porous β-tricalcium phosphate for tissue
engineering scaffold. Nanoscale Res Lett 7:78-82, 2012. 1. 

▶ Moon SK, Kang MK, Im SY, Kim KN. Synthesis and Evaluation
of Tetracycline Encapsulated in Poly(lactic-co-glycolic acid)
on Porous Titania Formed by Using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J Korean Phys Soc 60(6):954-958, 2012. 3.

▶ Moon SK, Kim CK, Joo UH, Oh KT, Kim KN. Biological
evaluation of micro-nanoporouslayeron Ti-Ag alloy for
dental implant. Int J Mater Res 103(6):749-754, 2012. 6.

▶ Hong MH, Kim KM, Choi SH, Oh D, Lee YK. Fabrication of
hollow hydroxyapatite spherical granules for hard tissue
regeneration and alternative method for drug release test.
Micro Nano Lett 7:634-636, 2012. 7. 

▶ Uhm SH, Song DH, Kwon JS, Lee SB, Han JG, Kim KM,
Kim KN. E-beam fabrication of antibacterial silver
nanoparticles on diameter-controlled TiO2 nanotubes for
bio-implants. Surf Coat Technol, 2012 on-line published.

나. 국내학술지 논문
▶ 김성민, 김광만, 이강식, 유창국, 이용근. XPS and FT-IR study

on BMP coated scaffolds for bone tissue engineering. 대한
치과기재학회지 39(1):27-32, 2012. 3.

▶ 최유리, 양송이,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Microwave처리가 폴리비
닐실록산인상재의 물리적 성질에 미치는 향.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9(1):97-104, 2012. 3.

▶ 이중석, 박원 , 차재국, 정의원, 김창성, 이용근, 최성호. Periodontal
tissue reaction to customized nano-hydroxyapatite block
scaffold in one-wall intrabony defect: a histologic study in
dogs. J Periodontal Implant Sci 42:50-58, 2012. 4.

▶ 양송이, 김숙향, 오상환. 국내 의료보건계열 신설동향과 치위생(학)과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12(2):419-430, 2012. 4.

▶ 김형식, 송부석, 최교창,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이원중합형코어레
진의 개발 및 평가.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9(2):139-146, 2012. 6.

II. 학술발표
가. 해외학회
1. MRS Spring Meeting and Exhibit, 2012. 4. 9-13,

San Francisco, USA. 
▶ Park EJ, Yang SY, Park MY, Lee YK, Kim KN, Kim KM. Effects

of the different wavelength of light sources on bleaching by
3.5% hydrogen peroxide solution containing TiO2 nanopaticles. 

2. Korea-Japan Workshop for Advanced Plasma
Process and Diagnostics, 2012. 6. 7-8, Suwon, Korea. 

▶ Kim KN, Song DH, Uhm SH, Kwon JS, Han JG. Possible
application of high vacuum plasma on dental restorations.

▶ Uhm SH, Song DH, Lee SB, Kwon JS, Han JG, Kim KN.
Fabrication of bioactive TiO2 nanotubular surface collaborated
with antibacterial silver nanoparticles for dental application.

▶ Song DH, Uhm SH, Kim SE, Kwon JS, Han JG, Kim KN.
Antibacterial silver-containing titanium oxide nanocomposite
thin films for application in biomedical implants. 

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electronics and
Plasma Technology, 2012. 7. 4-6, Jeju Island, Korea.

▶ Uhm SH, Song DH, Kwon JS, Han JG, Kim KN. Time-
dependent growth of TiO2 nanotubes from magnetron sputtered
Ti thin film for drug carrier in bio-medical application.

▶ Lee JH, Kwon JS, Kim YH, Choi EH, Kim KM, Kim KN. The
effects of the air plasma jet treated polystyrene plate on
fibroblast cell culture.

▶ Song DH, Uhm SH, Kwon JS, Han JG, Kim KN. The effect
of heat treatment on the osteogenic and antibacterial
property of sputtered Ag-TiO2 nanocomposite thin films.

▶ Kwon JS, Kim YH, Choi EH, Kim KN. Non-cytotoxic and
ultra-hydrophilic dental elastomeric impression material
using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 Choi YR, Kwon JS, Choi EH, Kim KN, Lee YK, Kim KM.
Plasma treatment on HA/β-TCP scaffolds for improving
osteoblast attachment and proliferation. 

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sma Science,
2012. 7. 8-12, Edinburgh, UK. 

▶ Kim SE, Uhm SH, Song DH, Kim CK, Kim KM, Han JG, Kim
KN. Enhanced function of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cultured on nanoporous titanium surfaces. 

▶ Uhm SH, Song DH, Kwon JS, Lee SB, Kim KM, Han JG,
Kim KN. Time-dependent growth of titaniananotubes from
sputtered titanium thin films for bio-application.

▶ Im SY, Moon SK, Kim KM, Kim YH, Choi EH, Kim KN.
Effect of non-thermal plasma on loading of tetracycline
combined with PLGA into titania nanotube. 

▶ Yoo EM, Uhm SH, Kwon JS, Choi HS, Kim KM, Choi EH,
Kim KN. Antimicrobial efficacy of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oral micro-organisms.

▶ Lee EJ, Kwon JS, Uhm SH, Kim KM, Kim YH, Choi EH, Kim
KN. Effect of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hydrophilicity and cellular activity of SLA-treated
titanium surface.

▶ Song DH, Uhm SH, Kim SE, Kwon JS, Han JG, Kim KN. The
effect of heat treatment on osteogenic property of sputtered
antibacterial silver-titanium oxide nanocomposite films.

▶ Kwon JS, Kim YH, Choi EH, Kim KN. The application of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titanium
implant for improved hydrophilicity.

5.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lasma Biosciences,
2012. 8. 12-14, Seoul, Korea. 

▶ Kim KN. Possible application of plasma in dentistry.

▶ Lee JH, Kim YH, Choi EH, Kim KN. Effects of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polystylene cultur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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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EJ, Kwon JS, Uhm SH, Kim YH, Choi EH, Kim KN. Effect
of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cellular
activity of MC3T3-E1 cells on SLA-treated titanium substrates.

▶ Yoo EM, Lee EJ, Choi YR, Choi EH, Kim KN. Antimicrobial
effect of nitrogen based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the dental biofilm.

▶ Kwon JS, Kim YH, Choi EH, Kim KN. Effects of non-
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metal and
polymer biomaterials. 

6. International Union of Materials Research Society
- International Conference in Asia, 2012. 8. 26-
31, Busan, Korea. 

▶ Uhm SH, Song DH, Lee SB, Kwon JS, Han JG, Kim KM,
Kim KN. Fabrication of bioactive and antibacterial TiO2

nanotube surface incorporated with magnetron sputtered
silver nanoparticles for dental application.

▶ Lee JH, Kwon JS, Kim YH, Choi BH, Choi EH, Kim KN. The
effect of air plasma jet on hydroxyapatite scaffold as the
drug carrier.

▶ Kwon JS, Kim CK, Kim KM, Kim KN. New cytotoxic
reference dental material with sodium lauryl sulfate.

▶ Lee SB, Kim SE, Uhm SH, Kim KN.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TGF-β)-delivering titanium implant
functionalized with mussel proteins enhanced periodontal
ligament-cell proliferation.

▶ Hong MH, Kim SM, Kim KM, Lee YK. Effect of
morphological changes on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porous bone cement granules made of
calcium phosphate glass powder.

▶ Kim SM, Kim KM, Lee YK. Mechanical and biological
behavior of mechanically mixed and chemically
synthesized biphasic calcium phosphates scaffolds.

나. 국내학회
1. 대한치의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2. 2. 26. 백범

김구기념관.
▶ Uhm SH, Song DH, Kwon JS, Han JG, Kim KM, Kim KN. E-

beam fabrication of antibacterial silver nanoparticles on
diameter-controlled TiO2 nanotubes for bio-implants.

▶ Im SY, Moon SK, Kim KM, Kim KN. Bactericidal effect of
tetracycline incorporated with Poly(lactic-co-glycolic acid)
on the nanotubular titania layer.

▶ Lee EJ, Kwon JS, Uhm SH, Kim KM, Kim YH, Choi EH, Kim
KN. Effect of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hydrophilicity and cellular activity of SLA-treated
titanium surface.

2. 대한치과기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2. 4. 27. 전남대학교. 
▶ 권재성, Rashika P. Illeperuma, 김진, 김광만, 김경남. 섬유아세포

종류에 따른 산화아연유지놀 및 비유지놀시멘트의 세포독성시험결과.

▶ 이정환, 이은정, 황충주, 김경남. 치과교정용탄성장치에 대한 세포독
성 및 물성에 관한 연구.

▶ 김형식, 송부석, 최교창,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이원중합형코어레
진의 개발 및 평가.

▶ 노지연, 김경남, 이용근, 김광만. 치아우식예방용 불소방출이중스트
립의 제조 및 평가.

III. 연구비
가. 김경남 교수
▶ 치과용 의료기기의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II),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2 ~ 2012. 11.

▶ 치과의료기기 표준의 개발 및 운 기반 구축, 지식경제부 기술혁신
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2012. 4 ~ 2013. 3.

▶ 구강악안면경조직재생용 생체금속의 차세대 표면 처리 연구, 교육과
학기술부, 2012. 5 ~ 2013. 4.

나. 김광만 교수
▶ 국소독성(구강점막·안점막)대체시험법 탐색 연구, 식품의약품안전

청, 2012. 2 ~ 2012.11.

▶ 지대치 축조용 이원중합형코어레진과 FIBER POST 시스템의 개발,
지식경제부, 2010. 11 ~ 2012. 10.

▶ 근관조직활성화기능과 생체적합성을 갖는 치과용 근관충전재의 개
발, 민간기업. 2012. 4 ~ 2013. 3.

IV. 도서발간
▶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17권 2호, 2012. 8.

V. 학술행사
▶ 대한치과기재협회 포럼

3.8(목) - 연자: 김광만 교수, 연제: 상아질 접착제
6.15(금) - 연자: 김광만 교수, 연제: 치과용 임플란트

▶ 치과기자재분야종사자를 위한 치과재료학 기초과정 강의
3.15~6.28 매월 격주 목요일 - 연자: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교수

▶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연구소 초청 특강
3.21(수) - 연자: 노인섭 박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제: Hydrogel  

▶ 한중교류
5.28(월)~6.3(일) - 북경치대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방문

▶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연구소 초청 특강
5.31(목) - 연자: 이상배 박사, 연제: Synthesis and adhesive
performance of poly (methoxyethylacrylate)s functionalized
by biomimetic catechol groups to humandentin

▶ 구강악안면경주직재생연구센터/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연구소 초청특강
8.8(수) - 연자: 박지호 교수, 연제: Nature 논문쓰기

VI. 기타
1. 행사

2.17(금) -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및 연구소 워크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포청사)

2.22(수) -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개강모임 (놀부보쌈) 
3.27(화) -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운 위원회 (티원)
8.10(금)~8.11(토) -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하계 워크샵

(강원도 춘천시 베리콤)  

2. 인사
5.1(화)~8.31(금)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인턴 김새로미
5.31(목)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천연욱 퇴사
6.18(월)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홍 주 입사
6.18(월)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이현희 입사
6.18(월)~8.17(금)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배승연 시험보조원
6.19(화)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의료기수 김현주 퇴사
7.16(월)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인턴 서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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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강의시간표
학부 수업계획서

대학원 수업계획서

본과 1학년 / 수복학Ⅰ

치의예과 2학년 / 치의공학

월 일 강 의 제 목 강 의 내 용 담당교수

11 2 치아수복재의요구조건(1)
치아수복재에필요한기계적성질, 물리적성질, 
화학적성질, 그리고심미성에대해논한다.

김광만

11 2 치과용아말감의특성(1) 
아말감합금의분류및조성
아말감합금의물리적, 기계적성질

김광만

11 6 치과용아말감의특성(1)
아말감합금의사용법에따른특성
치과용수은의특성및취급시주의사항

김광만

11 8
실습 : 아말감의구성, 
경화및압축강도(4)

아말감합금의입자형태관찰
아말감합금의조각시간측정
반응한아말감합금의미세조직관찰
아말감합금의압축강도측정

김광만

11 16 치과용수복용시멘트: (2) Glass ionomer, Compomer 김광만

11 27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 I (1)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의화학적특성 김광만

11 29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 II (1)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의
종류및물리적, 기계적특성

김광만

11 30
실습 : 복합레진의물리적
성질및광중합특성(2) 

복합레진의중합깊이의측정
복합레진의강도측정

김광만

12 18 기말시험 김광만

월 일 강 의 제 목 강 의 내 용 담당교수

9 6 Introduction Introduction of dental bioengineerings 김광만

9 13 Biomaterials 1 Definition & properties of biomaterials 김광만

9 20 Biomaterials 2 Applications of biomaterials 김광만

9 27 Biomaterials 3 Biocompatibility of biomaterials 김광만

10 25 Mid-term exam

11 22 Dental equipment 1 Equipments for dental clinic volunteer

11 29 Dental equipment 2 Equipments for dental laboratory volunteer

12 6 Dental industrial business Today & future of dental industrial business volunteer

12 13 Epilog Discussion 김광만

12 20 Final exam

본과 1학년 / 고정성 보철학Ⅰ
월 일 강 의 제 목 강 의 내 용 담당교수

11 16 모형재 치과용석고의성분, 특성을이해하고사용법을익힌다. 이용근

11 23 인상재(알지네이트) 알지네이트인상재의성분, 특성을이해하고사용법을익힌다. 김광만

치의예과 2학년 / 유기화학Ⅱ
월 일 수 업 주 제 수 업 목 표 담당교수

12 3 PolymerI 김광만

12 4 PolymerI 김광만

12 10 PolymerⅡ 김광만

12 11 PolymerⅡ 김광만

본과 1학년 / 교합학
월 일 강 의 제 목 강 의 내 용 담당교수

11 16 모형재 치과용석고의성분, 특성을이해하고사용법을익힌다. 이용근

11 23 인상재(알지네이트) 알지네이트인상재의성분, 특성을이해하고사용법을익힌다. 김광만

본과 2학년 / 총의치
월 일 수 업 주 제 수 업 목 표 담당교수

10 22 의치상용레진(강의) 의치상용레진의성분과성빌및다루는방법을습득한다. 김광만

10 29 레진의성질(실습) 의치상용레진의성질을실습을통하여이해하도록한다. 김광만

본과 2학년 / 고정성 보철학Ⅲ
월 일 수 업 주 제 수 업 목 표 담당교수

9 5 치과용시멘트(1) 치과용수성시멘트의종류, 조성, 성질, 사용법 김광만

9 12 치과용세라믹 치과용도재의물리적특성및구분을할수있어야함 김광만

9 12 치과용시멘트(2) 치과용레진시멘트의성질및사용법 김광만

본과 1학년 / 치과생체재료학
월 일 강 의 제 목 강 의 내 용 담당교수

9 5 치과재료학이란? 구강의특성과치과재료의요구사항이해 김광만

9 12 일반적성질(1) 치과재료의물리화학적성질이해 이용근

9 19 일반적성질(2) 치과재료의물리화학적성질이해 이용근

9 26 기계적성질(1)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이해 이용근

10 3 휴강 개천절

10 10 기계적성질(2)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이해 이용근

10 17 생물학적성질(1)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이해 김광만

10 24 중간시험 김광만

10 31 생물학적성질(2)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이해 김광만

11 7 금속재료(1) 치과 금속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광만

11 14 금속재료(2) 치과 금속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광만

11 21 고분자재료(1) 치과 고분자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광만

11 28 고분자재료(2) 치과 고분자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광만

12 5 세라믹재료(1) 치과 세라믹재료의기본적성질이해 이용근

12 12 세라믹재료(2) 치과 세라믹재료의기본적성질이해 이용근

12 19 휴강 대통령선거

12 26 기말시험 김광만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9 5 Prologue 김광만

제 2주 12 생체친화성의정의 김광만

제 3주 19 생체친화성평가의유형및원칙 김광만

제 4주 26 세포독성평가 김광만

제 5주 10 3 휴강(개천절) 김광만

제 6주 10 전신독성평가 김광만

제 7주 17 유전독성평가 김광만

제 8주 24 중간평가 김광만

제 9주 31 자극성및이식평가 김광만

제 10주 11 7 치아수복재의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1주 14 치아미백제의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2주 21 골이식재의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3주 28 치과용임플란트의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4주 12 5 초독회 김광만

제 15주 12 Epilogue 김광만

제 16주 19 기말평가 김광만

치과재료생물학적친화성-김광만
강의: 수요일 7시 30분 / 사이버 강의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9 5 생체재료시험방법규격및서론 이용근

제 2주 12 생체재료시험방법 I - 치과용인상재 이용근

제 3주 19 생체재료시험방법 II - 치과용합금 이용근

제 4주 26 생체재료시험방법 III - 치과용세라믹 이용근

제 5주 10 3 개천절 이용근

제 6주 10 생체재료시험방법 IV - 치과용시멘트 이용근

제 7주 17 생체재료시험방법 V - 치과용임플란트 이용근

제 8주 24 중간고사 이용근

제 9주 31 생체재료시험방법 VI - 치과용골이식재및차단막 이용근

제 10주 11 7 생체재료분석기기 I - UTM 이용근

제 11주 14 생체재료분석기기 II - 열분석 이용근

제 12주 21 생체재료분석기기 III - 입도 분석 이용근

제 13주 28 생체재료분석기기 IV - 분광분석및색도 이용근

제 14주 12 5 생체재료분석기기 V - 점도계 이용근

제 15주 12 생체재료분석기기 VI - XRD 이용근

제 16주 19 기말고사 이용근

생체재료 연구방법론(석사과정)-이용근
강의: 수요일 9시 - 10시 / PB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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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행사계획

I. 학술활동
가. 학회참가

▶ 2012 Academy of Dental Materials, 2012. 9. 19 - 22, 미국 플로리다 (최유리, 양송이)

▶ 2012 ISO/TC106 Meeting, 2012. 9. 30 - 10. 6, 프랑스 파리 (김경남, 김광만, 이상배, 권재성)

▶ 대한치과기재학회 정기 학술대회, 2012. 11. 23,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나. 교실개설 과목(대학원)

▶ 치과재료 생물학적 친화성(수요일 오전 7시 30분/ 서병인홀 - 김광만) 

▶ 생체재료 연구방법론(수요일 오전 9시/ PBL실 - 이용근)

II. 서류및간행물발간
가.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치재연보 18권 1호, 2013. 2.

III. 대학원생현황(2012년8월1일현재) 

박사 (11명)
서혜연 1학기, 노지연 2학기, 서용록 3학기, 최혜숙 5학기, 유은미 5학기, 이주혜 8학기, 이민 8학기, 이지환 8학기, 
김명은 9학기, 황재선 13학기, 조윤정 6학기(휴학)

석사 (9명)
서우경 1학기, 전경은 1학기, 이은지 2학기, 박은주 3학기, 이은정 3학기, 양송이 4학기, 강유화 5학기, 
신정섭 3학기(휴학), 이동현 7학기(휴학)

석박사통합 (11명)
서상희 1학기, 이정환 4학기, 임수연 4학기, 김미주 5학기, 엄수혁 6학기, 최유리 6학기, 김성민 8학기, 김시은 8학기,
김형식 8학기, 진강식 8학기, 홍민호 10학기

NEWS

1. 대한치의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최우수 포스터 장려상
수상 : 이은정 (2012. 2. 26) 

2.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electronics
and Plasma Technology (ICMAP2012) Oral & Poster 최고
발표상수상 : 엄수혁 (2012. 7. 6)

3. 교실모임 : 2012년 8월 30일 (목) 신촌 온더보더

IV. 입학
서상희(2012년 9월 통합)     전경은(2012년 9월 석사)     서우경(2012년 9월 석사)     서혜연(2012년 9월 박사)

대학원생 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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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국비
- 모든 외부 대학원생께서는“의국비”를 내주셔야 합니다.
- 한 학기에 18만원 (9월중에 입금요망)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147370-02-105, 예금주 : 김광만

3. 대학원생 대표
- 김시은 선생 (전화 : 010-8654-9156), 
- 김시은 선생 (e-mail : sekim511@yuhs.ac)

4. 수강학점
- 석사 4학기생 이상은 연구지도Ⅰ, 박사 4학기생 이상, 통합과정
6학기 이상은 연구지도Ⅱ를 학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청강으로 이수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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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거칠기의 개요와 비 접촉 광학식 측정
(ContourGT-X3 Optical Profiler)

표면거칠기의개요
재료표면을 가공할 때에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를 표면 거칠기라 한다. 표면 거칠기는 가공에 사용되는 공구, 가공방

법, 표면에 힌 흠, 녹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가공된 표면을 확대한 사진을 보면 표면의 높고 낮음과 같은 형상의 차이를 보

인다.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기하학적인 표면에서부터 세포나 세균 그리고 단백질의 흡착과 같이 생체재료가 인체 내 조직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 표면이고 표면 거칠기와 같은 표면특성은 생체재료에 있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

자임이 밝혀졌다.

표면거칠기파라미터
표면의 거칠기는 여러 형태의 거칠기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칠기 자체를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수 없고, 거칠기 높낮이

를 말하는 진폭 크기의 평균이나 거칠기 간격의 평균 등의 통계적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거칠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적인 값을

거칠기 파라미터 (rounghness parameter)라 한다. 거칠기 파라미터에는 Ra (중심선평균조도), Rt (Evaluation length 내에서

Profile 의 최고점과 최저점과의 거리), Rmax (최대높이조도), Rz (10점 평균 조도), Rq (제곱평균 거칠기) Rpm (5개 연속 측정데

이터의 평균) 등이 있다.

ContourGT-X3 Optical Profiler, Bruker AXS, USA
ContourGT-X3는 고성능을 자랑하는 실험실용 비접촉 광학식 표면 거칠기 측정장치이다. 이 시스템은 10세대 인터페이스 센터기

술을 채용하여, 측정기가 시료와 접촉하지 않으면서 삼차원 형상 및 표면특성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착된

자동모터의 XYZ 테이블은 시료의 위치를 자동으로 이동시켜주며, 시료표면 특징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준다. 그리고

기존의 2차원 데이터인 R파라미터 이외에 삼차원적인 시료표면의 거칠기인 S파라미터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고차원적인 표면특성

을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수백 나노크기의 표면을 분석할 수 있어, 미세한 표면처리에 따른 차이도 분석해 낼 수 있다. 특히, Z축으

로 측정장치를 이동시킬 수 있어서 시료의 표면뿐 아니라 구멍이나 요철부와 같이 깊이가 있는 시료의 바닥면 거칠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표면은 분석이 어렵고, 반사도가 낮거나 표면이 평활하지 않는 경우 저배율 형상 측정 시 오차

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1: http://www.bruker-axs.com/fileadmin/user_upload/PDF_2012/datasheets/ContourGT-X_Datasheet_DS551_RevA0_en_high.pdf
참고2: http://blog.daum.net/widerock1/13384715

표 1. ContourGT-X3 Optical Profiler 시험사양서 그림1. ContourGT-X3 Optical Profi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