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齒材硏報 18권2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http ://www.dentistry.yonsei.ac.kr/research/research_center/dentistry/index.asp    mail to : endless9014@yuhs.ac

주소: 120-752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TEL: 2228-3080, 3082  FAX: 364-9961

발행인 / 김광만 편집인 / 김광만 편집 / 임아 발행처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발행일 / 2013. 8.   인쇄일 / 2013. 8.

2013년 2학기하계워크샵

일시 : 2013년 7월 18일
장소 : 경기 R&DB센터

1. 표지그림 : 2013년 2학기 하계 워크샵

2. 수 필 : 박은주

3. 한 마 디 : 김광만 교수

4. 2013-1학기 행사보고(1)  

5. 2013-1학기 행사보고(2)

6. 2013-2학기 강의시간표

7. 2013-2학기 행사계획

8. 장비소개

읽는차례



학위과정을 마치며 ...

齒材硏報 18권2호

齒材硏報 2 진리가너희를자유케하리라

안녕하세요? 이번에석사과정을마치고졸업하게된중국유학생박은주입니다.

중국에서지낸 23년동안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순탄했던한국에서보낸 2년간은

저에게그야말로파란만장(?)했던시간들이었습니다.

기쁜일, 슬픈일들을골고루겪으면서마음의근육이커지는것을느꼈고, 

저에겐어떤것과도대체할수없는성장할수있는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왔을때김광만교수님께서주신성경책한권이계기가되어난생처음교회에나가게되었고, 

거기서좋은분들을만나고믿음이쌓여가면서힐링하는시간들을많이갖게되었습니다.

그래서힘든일이있어도더잘버틸수있었던것같습니다. 이에김광만교수님께진심으로감사인사드립니다.

제때졸업할수있었던것도교수님들과교실선생님들의도움이없었다면불가능했을것같습니다.

교실에서밤을새며과제도하고졸업준비를했던시간들이지금은추억이되었지만,

처음부터다시할수있는기회가생긴다면더잘할수있었을텐데.. 하는아쉬움도없지않아남아있습니다.

이런아쉬움을뒤로하고이제부터라도후회없이더열심히해야겠다고다짐해봅니다. 

비록나름수많은고민끝에임상의꿈을쫓아다른교실로가게되었지만

재료학교실은저에게마치“친정”같은존재처럼마음속한구석에늘존재합니다. 

거의모든치의학연구가재료를떠나선진행될수없듯이석사과정에서배운지식들은

저에게임상이나연구함에있어서좋은밑거름이될것입니다. 

그동안참일방적으로많은것을배워가고얻어간것같습니다. 

하지만열심히하다보면나중엔분명히제가성장하여재료학교실에기여하는날이오지않을까라고믿고싶습니다!!!  

그동안부족한저를많이사랑해주신교수님과모든교실모든선생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 드리며

더욱번창한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치과생체재료연구소및치과의료기기평가센터가되길진심으로기도합니다 !!!

여러분~ 모두모두너무사랑합니다~!!! 

제 맘알죠? ̂ ^

■ 쓴이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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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 salmon)

연어는 대서양 연어와 태평양 연어가 있다. 두 연어류 모두 바다에서 성숙하지만 산란을 위해 민물로 올라가며, 태어난 하

천을 찾아갑니다. 산란기는 가을이며, 어린 연어는 봄에 부화된 지 몇 주일 후에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다로 내려간

지 3~4년 만에 성숙하여 번식을 위하여 모천(母川)으로 회귀(回歸)합니다. 이러한 모천회귀성은 연어의 가장 독특한 성질로

잘알려져있습니다.

현재의연세대학교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은 1989년치과이공학교실이라는일본식이름으로개설되어 2014년에 25주년을

맞이하게되는데, 초기에는치과재료학과목의강의와순수치과재료의연구에주안을두고발전해왔으며, 1993년에치과재

료학교실로교실이름을변경하 습니다. 그러던중 2001년 BK 사업의시작으로공학박사출신의연구자들이 BK 계약교수

로 임용되고 공과대학 졸업생이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치과재료학과 재료공학의 긴 한 접목이 시작되

어 2002년 교실명을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즈음 연구 주제도 치과재료에 국한되었

던 연구에서 생체재료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연구원의 대부분이 공학사 출신들로 구성되었었습니다. 많은 SCI 논문 출간으

로교실의연구력이향상되었고, 당시연구원으로근무했던대학원생들은지금대학의교수로서, 치과산업체및대기업의중

견연구자로서활약하고있습니다.

왜연어는자기의목숨을버리면서까지자기가태어났던곳으로거센물살을거슬러올라오는것일까요?

앞서언급한바와같이 2014년은우리교실이개설된지 25주년이되는해입니다. 금년부터우리교실을거쳐나가신의국

원들과 현재 전일제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치과재료와 관련한 journal reading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실 및

연구소만큼 치과재료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치과계에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요건을 갖춘 곳은 우리나라의 그 어느

대학에도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모임을 정례화하고 더욱 활성화시켜서 신구세대 간에 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

리나라치의학발전에이바지하는계기로만들어나갈수있기를기대합니다.

연어의회귀는자연적인것이고거스를수없는것입니다. 그래서회귀본능(回歸本能)이라고말할수있는것입니다.

한 마 디

■ 쓴이 김광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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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행사보고

I. 연구논문

가. SCI(E)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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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 228(S1):S360-S366, 2013. 8.

▶ Kim SE, Lee SB, Kwak SW, Kim CK, Kim KN. Nanoporous
anodic oxidation titanium enhances cell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immortalized mouse embryonic cells. Surf
Coat Tech. 228(S1):S37-S40, 2013. 8.

▶ Kim MJ, Kim KN, Lee YK, Kim KM. Cytotoxicity test of
dentin bonding agents using millipore filters as dentin
substitutes in a dentin barrier test. Clin Oral Invest.
17:1489-1496, 2013. 7.

▶ Lee JH, Kwon JS, Kim YH, Choi EH, Kim KM, Kim KN. The
effects of enhancing the surface energy of a polystyrene
plate by air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early
attachment of fibroblast under moving incubation. Thin
Solid Films (Online). 2013. 5.

▶ Choi YR, Kwon JS, Song DH, Choi EH, Lee YK, Kim KN, Kim
KM. Surface modification of biphasic calcium phosphate
scaffolds by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nitrogen and
air plasma treatment for improving osteoblast attachment
and proliferation. Thin Solid Films (Online). 2013. 5.

▶ Uhm SH, Song DH, Kwon JS, Im SY, Han JG, Kim KN. Time-
dependent growth of TiO2 nanotubes from a magnetron
sputtered Ti thin film. Thin Solid Films (Online). 2013. 4.

▶ Kwon JS, Illeperuma RP, Kim J, Kim KM, Kim KN.
Cytotoxicity evaluation of zinc oxide-eugenol and non-
eugenol cements using different Fibroblast cell lines. Acta
Odontol Scand (Online). 2013. 4.

▶ Kwon JS, Kim YH, Choi EH, Kim KN. Development of ultra-
hydrophilic and non-cytotoxic dental vinyl polysiloxane
impression materials using a non-thermal atmospheric-pressure
plasma jet. J. Phys. D: Appl. Phys. 46(195201):1-5, 2013. 4. 

▶ Kwon JS, Kim YH, Choi EH, Kim KN. The effects of non-
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attachment of
osteoblast. Curr Appl Phys. 13(S1):S42-S47, 2013. 3.

▶ Lee EJ, Kwon JS, Uhm SH, Song DH, Kim YH, Choi EH,
Kim KN. The effects of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cellular activity at SLA-treated titanium
surfaces. Curr Appl Phys. 13(S1):S36-S41, 2013. 3. 

나. 국내학술지 논문
▶ 김수화, 최혜숙, 노지연, 김광만. 15% Carbamide Peroxide가 심

미수복재의 표면조도와 착색에 미치는 향. 한국치위생과학회지.
13(2):165-173, 2013. 8.

▶ 강유화, 이상배, 김광만, 김경남. 탄탈륨, 니오븀 및 철 첨가에 따른
Ni-Cr 합금의 기계적 성질의 변화. 대한치과기재학회지. 40(2):111-
120, 2013. 6.

▶ 최혜숙, 유은미, 최은하, 김경남, 김광만. 저온 상압 플라즈마의 치아
미백 효과 및 법랑질 표면형상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대한치과기대
학회지. 40(1):51-56, 2013. 3. 

II. 학술발표

가. 해외학회

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Research,
2013. 3. 20-23. Seattle, USA 

▶ Kim MJ, Kim KN, Lee YK, Kim KM. The development of an
injectable calcium-silicate cement scaffold.

2. 2013 International Forum on Functional Materials,
2013. 6. 27-29, Jeju, Korea 

▶ Kim KN, Kwon JS, Lee JW, Kim SE, Choi EH. Effects of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regeneration of oral tissues.

▶ Uhm SH, Song DH, Kwon JS, Lee SB, Han JG, Kim KN.
Tailoring of antibacterial Ag nanostructures on TiO2

nanotube layers by magnetron sputtering.

▶ Lee JH, Kim KN. The effect of air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to adherent human gingival fibroblast for
periodontal soft tissue regeneration.

▶ Lee EJ, Kwon JS, Om JY, Moon SK, Choi EH, Kim KN. The
enhanced integrin-mediated cell attachment on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treated microstructured
titanium surfaces.

▶ Seo SH, Uhm SH, Kwon JS, Choi EH, Kim KM, Kim KN.
The comparison study of the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treatment with annealing treatment on
TiO2 nanotubes.

▶ Yoo EM, Uhm SH, Kwon JS, Choi HS, Choi EH, Kim KM,
Kim KN. Inhibition of bacteria growth by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treated surfaces for
dental application.

▶ Choi HS, Yoo EM, Kim YH, Chio EH, Kim KN, Kim KM. The
evaluation of longevity of tooth bleaching by hydrogen
peroxide with atmospheric pressure cold plasma.

▶ Lee EJ, Yoo EM, Lee EJ, Choi EH, Kim KN. Disinfectant
effectiveness of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NTAP) against dental biofilm on bovine tooth surfaces in vitro.

▶ Kwon JS, Kim YH, Choi EH, Kim KN. Application of non-
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with ammonia for
osteoinduct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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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Dental
Technology, 2013. 7. 5-7, Daejeon, Korea 

▶ Uhm SH, Kwon JS, Song DH, Lee SB, Han JG, Kim KN.
Fabrication of Bioactive and Antibacterial Ag-NPs/TiO2

Nanotube by Plasma Engineering for Dental Application. 

4.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Plasma Chemistry
(ISPC 2013), 2013. 8. 4-9, Cairns, Australia 

▶ Lee EJ, Kwon JS, Om JY, Kim YH, Choi EH, Kim KN. The
influence of atmospheric pressure plasma treatment on
early adhesion gene response of MC3T3-E1 cells on
microstructured titanium dental implant.

5. 2nd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 Asia Pacific Region, 2013. 8.
21-23, Bangkok, Thailand  

▶ Seo SH, Kim KN, Hwang SC, Lee SB. Crevice corrosion
behavior on different titanium implant surfaces.  

6. The 9th Asian-European Conference on Plasma
Surface Engineering, 2013. 8. 25-30, Jeju, Korea 

▶ Uhm SH, Kwon JS, Song DH, Lee SB, Han JG, Kim KN.
Fabrication of Plasma Engineered Ag-NPs/TiO2 Nanotubes
for Long-Term Antibacterial Efficacy.

▶ Lee JH, Kim YH, Choi EH, Kim KM, Kim KN. Development
of hydrophilic and surfactant-free dental inlay wax for
investment using an air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 Kwon JS, Kim YH, Choi EH, Kim KN. The effects of non-
thermal atmospheric pressure jet plasma treated titanium
on bioactivity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나. 국내학회
1. 대한치과기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 4. 19. 원광대학교

▶ 엄수혁, 권재성, 송두훈, 이상배, 한전건, 김경남. 장기간의 항균 효
능을 위하여 플라즈마 기술로 제조된 은나노입자와 티타니아 나노튜
브 복합체의 제조.

▶ 최유리, 권재성, 한전건, 김경남, 김광만. 플라즈마로 개질된 BCP 스
캐폴드 표면의 특성.

▶ 이정환, 권재성, 엄지연, 김용희, 최은하, 김광만, 김경남. 공기를 이
용한 상온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된 폴리스티렌 플레이트의 세포 부
착 효과 평가.

▶ 진강식, 김형식,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Beta-glycerophosphate
가 첨가된 직접치수복조제의 동물모델에서의 효과.

▶ 이민 , 김광만. 치위생(학)과의 치과재료학 교과과정 분석 및 개선
방안.

▶ 권재성, 김용희, 최은하, 김광만, 김경남. 상온대기압플라즈마가 치주
세포 분화에 미치는 향. 

2. 17th Korea-Japan Workshop, 2013. 5. 23-25. 성균관대학교

▶ 권재성, Application of plasma in dentistry.

III. 기타연구발표

▶ 엄수혁. Clinical Lecture-치과생체재료 및 치과임상재료공학 이야

기. 치과용 시멘트의 종류 및 적용과 재료학적 개론-2. 세미나리뷰
제 631호. 2013. 5. 

▶ 엄수혁. Clinical Lecture-치과생체재료 및 치과임상재료공학 이야
기. 치과용 시멘트의 종류 및 적용과 재료학적 개론. 세미나리뷰 제
627호. 2013. 4. 

▶ 엄수혁. Clinical Lecture-치과생체재료 및 치과임상재료공학 이야
기. 링 라이너의 두께로 인한 매몰재의 경화팽창량의 변화. 세미나리
뷰 제 622호. 2013. 3. 

▶ 엄수혁. Clinical Lecture-치과생체재료 및 치과임상재료공학 이야
기. 의치상용 레진중합시, 기공 발생에 관한 재료학적 고찰. 세미나
리뷰 제 618호. 2013. 2. 

IV. 연구비

가. 김경남 교수
▶ 구강악안면경조직재생용 생체금속의 차세대 표면 처리 연구, 교육과

학기술부,2013. 5 ~ 2014. 4.

▶ 악안면성형용판 등 물리 화학적 특성 성능평가 시험연구, 식품의약
품안전처, 2013. 5 ~ 2013. 9.

나. 김광만 교수
▶ 점막자극 독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2 ~

2013. 11

▶ 치과재료용품 및 스텐트의 동물대체 안전성 평가 연구를 위한 용출
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8 ~ 2013. 11.

▶ 근관조직 활성화기능과 생체적합성을 갖는 치과용 근관충전재의 개
발, 중소기업청, 2013. 4 ~ 2014. 3.  

다. 이상배 박사
▶ 금속소재 치과재료의 부식 및 변색 특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2 ~ 2013. 11.

▶ 치과재료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시험항목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7 ~ 2013. 11.

V. 기타

1. 수상
7월 5일(금) 2012학년 예과 2학년 치의공학 우수강좌상(김광만)

7월 5일(금) 2012학년 1학년 치과생체재료학 우수강좌상(김광만)

2. 행사
7월 18일(목)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및 연구소, 평가센터 하계 워크샵
(경기도 수원)

8월 30일(금)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개강모임

3. 인사
6월 3일(월)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유재용 입사

6월 19일(수)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임아 입사

6월 24일(월)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정다희 퇴사

7월 15일(월)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장선희 입사

4. 변경사항
제 2 세포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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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강의시간표

학부 수업계획서

유기화학 Ⅲ / 예과 2학년 4quater / 월요일 3교시, 화요일 6-7교시

수복학 Ⅰ / 1학년 4quarter / 화요일 1교시, 목요일 4-8교시, 금요일 1-2교시

교합학 Ⅰ / 1학년 4quater / 금요일 5-6교시

고정성 보철학 Ⅰ / 1학년 4quater / 금요일 3-4교시

무치악 보철치료학 II (강의 및 실습) / 2학년 3quater / 월요일 5-8교시

치과생체재료학 / 1학년 3, 4quarter / 수요일 3교시

치의공학 / 치의예 2 학년 3, 4quarter / 목요일 1-2교시

고정성 보철학 Ⅲ / 2학년 3quater / 수요일 2-3교시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9 11 Dental ceramics 치과용 도재의 물리적 특성 및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함 김광만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9 4 introduction 구강의 특성과 치과생체재료의 요구사항, 분류, 평가 김경남

11
재료의 물리화학적
성질(1)

원자 및 분자간의 결합, 물질의 구조, 
표면 특성, 접착

김광만

18 휴강 추석 김광만

25
재료의 물리화학적
성질(2)

재료의 열적, 광학적, 전기화학적 성질, 
재료의 용해와 흡수

김광만

10 2
재료의 기계적
성질(1)

힘과 변형, 응력과 변형률, 강도 김광만

9 휴강 한 날 김광만

16
재료의 기계적
성질(2)

피로, 크리프, 흐름, 경도, 파괴, 점탄성 김광만

23 중간시험

30 재료의 생물학적 성질
생체적합성 평가방법의 분류, 적용 및 치과생체재료
의 생체적합성

김광만

11 6 금속재료(1) 금속의 특성, 합금과 상태도 김경남

13 금속재료(2) 금속의 내부 구조, 주조와 냉간가공, 금속의 열처리 김경남

20 세라믹재료(1) 세라믹의 특성, 종류 김광만

27 세라믹재료(2) 치과수복용 세라믹, 생체이식용 세라믹 김광만

12 4 고분자재료(1) 고분자의 특성, 종류, 중합반응 김광만

11 고분자재료(2) 치과용 고분자의 종류, 복합재료 김광만

18 기말시험 김광만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9 5 introduction 치의학과 공학의 만남 김광만

12 Biomaterials(1) Definition & properties of biomaterials 김광만

19 휴강 추석 김광만

26 Biomaterials(2) Applications of biomaterials 김광만

10 3 휴강 개천절 김광만

10 Biomaterials(3) Biocompatibility of biomaterials 김광만

24 중간시험 김광만

12 5 Dental equipment(1) Equipments for dental clinic 김광만

12 Dental equipment(2) Equipments for dental laboratory 김광만

18 기말시험 김광만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1 15 모형재 치과용 석고의 성분,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법을 익힘 김광만

22 인상재 인상재의 성분,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법을 익힘 김경남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0 14 강의: 의치상용레진 의치상용 레진의 성분과 성질 및 다루는 방법을 습득 김광만

21 실습: 레진의 성질 의치상용 레진의 성질을 실습을 통하여 이해 김광만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1 1
치아수복재의
요구조건

치아 수복재에 필요한 기계적,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과 심미성

김광만

1 치과용 아말감의 특성
치과용 아말감 합금의 분류 및 조성, 
아말감 합금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김경남

5 치과용 아말감의 특성
치과용 아말감 합금의 사용법에 따른 특성 치과
용 수은의 특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김경남

7
실습 : 아말감의 구성,
경화 및 압축강도

아말감 합금의 입자형태 관찰, 아말감 합금의 조
각시간 측정, 반응한 아말감 합금의 미세조직 관
찰, 아말감 합금의 압축강도 측정

김경남

15 치과용 수복용 시멘트 Glass ionomer, Compomer 김광만

26
직접수복용
콤포짓 레진 I 

직접수복용 콤포짓 레진의 화학적 특성 김경남

28
직접수복용
콤포짓 레진 II

직접수복용 콤포짓 레진의 종류 및 물리적, 
기계적 특성

김경남

29
실습 : 복합레진의
물리적 성질 및
광중합 특성

복합레진의 중합 깊이의 측정 및 강도 측정 김경남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2 2 polymer I polymer I 김광만

3 polymer I polymer I 김광만

9 polymer II polymer II 김광만

10 polymer II polymer II 김광만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1 15 모형재 석고 모형재 사용법을 익힌다. 김광만

22 인상재 알지네이트 인상재 사용법을 익힌다. 김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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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행사계획
I. 행사계획
가. 학회참가

▶ The 49th Annual Meeting of ISO/TC 106 Dentistry, 2013. 9. 29 ~ 10. 5, Songdo Convensia, Incheon, Korea

▶ Academy of Dental Materials Annual Meeting 2013, 2013. 10. 9-12, Vancouver, Canada (양송이)

▶ 대한치과기재학회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2013. 11. 22, 연세대학교

나. 공동연구 국제교류 방문

▶ A. J. Drexel Plasma Institute, Drexel University, Philadelphia, USA. 2013. 10. 26 ~ 11. 02 (김경남, 권재성, 엄수혁, 이정환)

다. 교실 개설 과목(대학원)  

▶ 구강악안면성형재료학 (수요일 7시 30분 / 서병인 홀 / 김경남)

▶ 치과고분자재료학 (수요일 9시 / 사이버강의 / PBL실 / 김광만)

II. 서류및간행물발간
가.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치재연보 19권 1호, 2014. 2.

III. 대학원생현황 (2013년9월1일현재)

박사 (9명) 양송이 1학기, 서혜연 3학기, 노지연 4학기, 서용록 5학기, 유은미 7학기, 조윤정 7학기, 최혜숙 7학기, 김명은 11학기, 황재선 14학기

석사 (5명) 이혜진 1학기, 전경은 2학기, 서우경 3학기, 신정섭 3학기(휴학), 이은지 4학기

석박사통합 (8명) 서상희 3학기, 이은정 5학기, 이정환 6학기, 임수연 6학기, 김미주 7학기, 엄수혁 8학기, 최유리 8학기, 김성민 10학기

IV. 졸업

석사 (2명) 박은주, 양송이

대학원 수업계획서

치과고분자재료학 - 김광만 / 수요일 9시 / 사이버강의 / PBL실구강악안면성형재료학 - 김경남 / 수요일 7시 30분 / 서병인 홀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9 4 서론 김경남

제 2주 9 11 악안면성형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김경남

제 3주 9 18 휴강(중추절) 김경남

제 4주 9 25 악악안면성형재료의 기초; 금속 김경남

제 5주 10 2 악안면성형재료의 기초; 세라믹 이상배

제 6주 10 9 휴강(한 날) 김경남

제 7주 10 16 악안면성형재료의 기초; 고분자 이상배

제 8주 10 23 중간고사 김경남

제 9주 10 30 악안면성형재료의 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0주 11 6 문헌고찰 김경남

제 15주 12 11 종합토의 김경남

제 16주 12 18 기말고사 김경남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9 4 introduction 김광만

제 2주 9 11 고분자의 개념/분자량 결정법 김광만

제 3주 9 18 휴강 (중추절) 김광만

제 4주 9 25 고분자 반응 김광만

제 5주 10 2 현장학습 (ISO TC106 meeting) 김광만

제 6주 10 9 고분자 고체 구조 및 성질 김광만

제 7주 10 16 생체고분자 김광만

제 8주 10 23 중간평가 김광만

제 9주 10 30 치과용 인상재 - 초독회 김광만

제 10주 11 6 치아수복용 고분자 - 초독회 김광만

제 11주 11 13 치과용 고분자 접착제 - 초독회 김광만

제 12주 11 20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발표 -

제 13주 11 27 의치상용 고분자 및 악안면보철재료 - 초독회 김광만

제 14주 12 4 치과용 고분자의 생체적합성 - 초독회 김광만

제 15주 12 11 치과용 고분자 시험방법론 김광만

제 16주 12 18 기말평가 김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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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ight Microscope

Research Biological microscope BX63

2013년 9월경 도입예정인 세포관찰용 현미경은 BX63모델로 Fly's-eye유닛을 통한 균일한 이미지의 구현이 가능하다. 모든 기

능을 컴퓨터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세포의 이미지 촬 도 가능하다. 이 현미경은 형광모듈을 장착하는 경우 8개의 형광

필터를 장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7개까지 렌즈를 장착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투과율에 의한 정확한 명시 뿐 아니라

형광 상의 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alogen 램프의 이용하므로 뛰어난 색 재현성을 갖는 상의 구현 뿐 아니라 10X부터

100X까지의 암시야 상도 선명하게 얻을 수 있다. 

이 현미경은 초점, 조리개, 집광기, shutter, mirror의 위치 조절 등 현미경의 구동 전부분이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전동장치를 BX63몸체에 TPC(tough panel controller)로 연결하는 경우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XYZ축 이동을 위

해 Nosepiece 초점방식, 고정타입의 전동 재물대를 사용하여 정확도와 호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1 BIOLOGICAL MICROSCOPE SYSTEM 1set
1) BX53TF Microscope frame 1ea

2) U-TR30-2 Trinocular tube 1ea

3) U-D6RE Sextuple revolving nosepiece 1ea

4) U-SVRB-4 Ceramic surface mechanical stage 1ea

5) U-HLDT-4 Specimen holder 1ea

6) U-SC-3 Swing-out condenser N.A. 0.9-0.16 1ea

7) U-LH100-3 Halogen lamp housing 1ea

8) JC12V100WHAL-L Halogen bulb 2ea

9) WHN10X Eyepiece 10X. F.N. 22 1ea

10) WHN10X-H Widefield eyepiece 10X(focusable) 1ea

11) BX3-ARM Transmited arm for BX53F 1ea

12) UPLFLN10X U Plan Semi Apochromat objective 10X. 1ea

N.A 0.30 / W.D. 10

13) UPLSAPO100XO U Plan super apochromat objective 100X 1ea

N.A 1.4 / W.D. 0.13(spring, oil)

14) 43IF550-W45 Interference green contrast filter 1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