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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상하지만, 진심으로마음에와닿는문구로이 을시작합니다. 우리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처음인사오고대학원입

학원서를제출했던것이엊그제같은데, 벌써졸업이라니정말실감이나지않고감회가새롭습니다. 교수님들께첫인사온다

고나름예의를갖춰말끔한옷을입고, 구두를신는다는것이교실선생님들께는강한인상이남았었던것같습니다. 제가호

피무늬 송치 털 장식이 있는 구두를 신고 왔었거든요.̂ ;̂ 나중에 이 일은 저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었고 그 후로‘호피

무늬’하면모두저를떠올렸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웃음만나옵니다. 그래도첫인상만큼은확실히남겼던것같습니다.̂  ̂

본격적인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고, 연구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며 논문도 찾아보기 시작하고, 세포실험을 포함하여 실험

방법도열심히배우러다니던기억이납니다. 지금은함께연구하고있지않지만입학초연구실막내생활에함께동료가되

어주었던박은주선생님이큰힘이되었었는데, 과거를돌이켜보니새삼박은주선생님안부가궁금해집니다. 

첫 학기 때, 연구에 대한 개념도, 방향성도 부족한 저에게 교실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준 선배,

동료선생님들께이 을통하여진심어린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졸업때까지크게엇나간실험을하지않아비교적낭비

한 시간이 적었고 (대식세포는 잠깐 잊어주세요;;), 첫 논문도 석사과정 중에 무사히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이없었더라면절대이렇듯순탄하게진행할수없었을것입니다. 한 분, 한 분께감사의메시지모두전하고싶지만, 그

럼치재연보가너무두꺼워질것같아눈에보이지않는마음의 로남기겠습니다. 모두들느껴지시죠? ㅎㅎ

여가에나누던담소의많은주제가되었던연예인이야기에서저는교실선생님들께매번민폐를끼쳤습니다. 제가연예인

이름도, 얼굴도 잘 외우지 못하거든요. 계속“걔가 누구예요? 가수예요?”질문으로 대화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일일이다설명해주고함께웃을수있도록배려해준우리선생님들, 많이힘드셨을텐데, 정말고맙습니다.̂  ̂

참, 그리고 제가 4년의 교실 생활 중 1년의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조금은 무책임하게 파트타임으로 변경했음에

도불구하고 1년후다시돌아왔을때누구보다도포근하게, 1년의공백이느껴지지않도록맞이해주셨던교수님, 동료선생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했는데, 전 교실을 나가고 고생을 했습니다. 교실이 제 마음의

집이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또정든집을매일올수없다고생각하니다가올그리움에울적해집니다. 우리치과생체

재료공학교실은 배움과 연구에도 자신이 풍족해지지만, 무엇보다도 구성원들로부터 마음의 치유와 안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가장큰장점이아닐까생각합니다. 

교수님들과동료선생님들, 평가센터선생님들과더많은시간이야기를나누고마음을공유하지못한것이정말후회스럽

습니다. 비록 곧 교실 구성원에서는 제외되지만 교실 행사 때마다 최대한 참석하여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정말적고싶은에피소드가많았는데, 먼저떠오르는것들로종이를채워보았습니다. 다 적지못한 은직접만나뵙고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실을 찾으실 새로운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은 타 대학과 견주

어가장우수한치과재료학연구실입니다. 이곳의구성원이되심을하나님께감사드리고자부심을갖고, 그에걸맞은노력을

하시길바랍니다. 절대후회하지않으실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모르는저를이렇게까지성장할수있도록하나부터열까지지도해주신교수님들께머리숙여두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교수님 은혜에 보답하며, 교실 밖에서도 교실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인연을맺게된모든분들께감사와사랑을전하며이 을마칩니다. ♥

■ 쓴이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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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사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과중한업무에많이지치셨죠?  

의심할것도없이여러분은열심히사셨습니다! 무

료한일상속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어줄

기간이왔어요.

기가막힌휴가계획은있으신지요?

시간과돈걱정에그냥넘어가실건아니지요?

험난한산속도좋고바다도좋습니다.

평가센터와교실을떠나

가차없이

센스있게

터언~합시다. 모두즐거운휴가보내세요 ^^

한마디

■ 쓴이 박가 , 김민아, 서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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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행사보고

I. 연구논문
가. SCI(E) 논문
▶ Lee JH, Kim YH, Choi EH, Kim KM, Kim KN. Air

atmospheric-pressure plasma-jet treatment enhances the
attachment of human gingival fibroblasts for early peri-
implant soft tissue seals on titanium dental implant
abutments. Acta Odontologica Scandinavica. 73(1):67-75.
2015. 01.

▶ Yoo EM, Uhm SH, Kwon JS, Choi HS, Choi EH, Kim KM,
Kim KN. The study of inhibition of planktonic bacterial
growth by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treated surfaces for dental application. Journal of
Biomedical Nanotechnology. 11(2):334-341. 2015. 02. 

▶ Lee JH, Seo SH, Lee SB, Om JY, Kim KM, Kim KN.
Cytotoxicity and terminal differentiation of human oral
keratinocyte by indium ions from a silver-palladium-gold-
indium dental alloy. Dental Materials. 31(2):123-133. 2015.
02.

▶ Seo SH, Uhm SH, Kwon JS, Choi EH, Kim KM, Kim KN. An
alternative to annealing TiO2 nanotubes for morphology
preservation: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treatment.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15(3):2501-
2507. 2015. 03.

나. 국내학술지 논문
▶ 양송이, 임혜림, 이정선, 손수정, 김광만. 사람구강점막모델 이용 안

전성 평가를 위한 치과재료의 용출액 분석. 대한치과재료학회지.
42(1):1-8. 2015. 03.

▶ 최유리, 김경남, 김광만. 치과용 지르코니아의 in vitro 및 in vivo
생물학적 평가. 대한치과재료학회지. 42(1):65-71. 2015. 03.

▶ 서혜연, 강민경, 최유리, 권재성, 최은하, 김경남. SLA 처리 티타늄
표면에서의 유전자발현에 대한 상온대기압 플라즈마의 효과. 대한치
과재료학회지. 42(1):15-20. 2015. 03.

▶ 강재경, 김희경, 이민 , 김광만, 김경남, 김명은. α-TCP를 첨가한
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법랑질 탈회저항성. 대한치과재료학회

지. 42(2):107-116. 2015. 04.

▶ 임수연, 권재성, 김광만, 김경남. 수증기 첨가 상온 대기압 플라즈마
의 미백 효과. 대한치과재료학회지. 42(2):157-164. 2015. 06.

▶ 강민경, 문승균, 권재성, 엄수혁, 임수연, 김경남. 골유도 재생술을
위한 다공성 티타늄-은 합금 메쉬의 골 형성. 대한치과재료학회지.
42(2):143-148. 2015. 06.

II. 학술발표
가. 국제학회

1. IADR/AADR/CADR General Session & Exhibition
2015, 2015. 03. 11. - 14. Boston, USA. 

▶ Roh JY, Yang SY, Kim KN, Kim KM. Novel light curable
calcium silicate cement.

▶ Yang SY, Roh JY, Kwon JS, Kim KN, Kim KM. Novel
orthodontic adhesives containing bioactive-glass for
inhibition of enamel demineralization.

▶ Kwon JS, Yang SY, Kim KN, Kim KM. Biocompatibility
evaluation using cytokines released from co-cultured
fibroblasts and keratinocytes.

▶ Seo SH, Uhm SH, Kwon JS, Kim KN, Choi JJ, Choi EH,
Park GS, Kim KM. The killing staphylococcus aureus in
saliva by microwave-pulsed plasma.

▶ Lee MJ, Seo SH, Kwon JS, Lee SB, Kim KN, Kim KM.
Effects of sample preparation on cytotoxicity of photo-
cured dental materials.

▶ Kim YJ, Kim KM. A New, Effective Way of Alginate Material
Disinfection - Plasma Jet.

2. 37th Asia Pacific Dental Congress, 2015. 04. 03. -
05. Suntec city, Singapore.

▶ Lee MJ, Kim KN, Kim KM, Lee SB. The influence of amine
content on cytotoxic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acrylic resins.

3. The 42n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sma
Science (ICOPS 2015), 2015. 05. 24. - 28. Belek,
Turkey.

▶ Lee EJ, Kwon JS, Om JY, Yu JW, Choi EH, Kim KN, Kim
KM. The Effect of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macrophage activation.

▶ Seo SH, Uhm SH, Kwon JS, Kim KN, Choi JJ, Choi EH,
Park GS, Kim KM. The effect of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microwave-pulsed plasma on Staphylococcus
Aureus and fibroblast L929 cells.

4. 2015 International Forum on Functional Materials
(IFFM 2015), 2015. 06. 24. - 26. Jeju, Korea.

▶ Kim KN, Kim KM. Applications of plasma technology in
field dentistry.

▶ Uhm SH, Kwon JS, Lee EJ, Song DH, Oh SH, Han JG, Kim
KN, Kim KM. Long-term antibacterial performance and
bioactivity of plasma engineered Ag-NPs/TiO2 nanotubes
for bio-implants.

▶ Lee EJ, Kwon JS, Yu JW, Choi EH, Kim KN, Kim KM. The
effect of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treated titanium
on the macrophage activation and polarization.

▶ Kwon JS, Kim KN, Choi EH, Kim KM. Effects of non-
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with different
gas sources and mode of treatment on fate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KMKIM
스티커 노트
Min BR, Song JS, Kim SO, Kim KM, Park WS, Lee JH. Osteoconduction capacity of human deciduous and permanent teeth ash in a rat calvarial bone defect model, Cell Tissue Bank. 16:361-369. 201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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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 SH, Uhm SH, Kwon JS, Kim KN, Choi JJ, Choi EH, Park
GS, Kim KM. Cellular responses and microenvironment
influenced antibacterial activity by plasma.

▶ Lee MJ, Kwon JS, Kim KN, Choi EH, Park GS, Kim KM.
Analysis of bacterial adhesion on titanium surface treated
by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5. The 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Society of
Toxicology (ASIATOX 2015), 2015. 06. 23. - 26.
Jeju, Korea. 

▶ Kwon JS, Piao YZ, Cho SA, Yang SY, Kim JH, An SS, Kim
KM. Cytotoxicity evaluation of dental luting cements using
cytokine released from human oral fibroblasts and
keratinocytes.

나. 국내학회
1. 대한치과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4. 04. 25.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4학년 강의실

▶ 노지연, 최성준, 강형파, 김광만. Develop and evaluate
biocompatible self-etching dental adhesive.

▶ 이명진, 김경남, 이상배, 김광만. The influence of amine
content on cytotoxicity and flexural strength of
experimental acrylic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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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술부, 2014. 05. ~ 2015. 04. 

▶ 바이오 플라즈마의 세포, 생체 적용 및 상호작용 원천 특성 연구 -
플라즈마 바이오과학 연구센터 (광운대학교 SRC), 미래창조과학부,
2014. 09. ~ 2015. 08.

▶ 치과재료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재분류 방안 마련 연구,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2015. 02. ~ 2015. 11.

▶ 환자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시스템용 융합 치과의료기기 표준화 연구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표준기술력향상사업), 2015. 06. ~
2019. 05.

나. 김광만 교수
▶ 하이드로젤내에서의 MTA 의 경화특성, 교내연구, 2014. 06. ~

2016. 06.

▶ 점막자극 독성평가기술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5.
02. ~ 2015. 11.

▶ 3D 프린팅 기반 치과/정형외과용 임플란트 평가기술 개발 연구,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5. 02. ~ 2015. 11.

▶ 노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3D 프린터 기반 저비용, 쾌속 및 심미
적 만족을 충족하는 무치악 및 두 개악안면 결손 환자용 피로한계
200N, 유지력 30N 급의 수복 보철물 제작, 재건 시스템 개발,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 06. ~ 2019. 05.

다. 이상배 박사
▶ PLA/인산칼슘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골접합용 제품 개발,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2014. 05. ~ 2015. 04.

▶ 치과용 광개시 템포러리 레진 개발, 중소기업청, 2014. 07. ~
2015. 07.

▶ 심미수복용 복합레진 분해산물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 2015. 02. ~ 2015. 11.

▶ 환자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시스템용 융합 치과의료기기 표준화 연구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표준기술력향상사업), 2015. 06. ~
2019. 05.

V. 기타
1. 행사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모임 - 2015. 08. 25. 신촌 형제갈비

2. 국제교류
IInternational Dental Show (IDS) 2015. 03. 10-14, Cologne,
Germany (김경남, 이상배, 홍 주)
미국ADA 표준 회의, 2015. 03. 09-11, Bonston, USA (김광만,
권재성) 
ISO/TC 194 회의, 2015. 06. 08-14, Lund, Sweden (김광만,
권재성)
국제수은학회 2015. 06. 15-17, Jeju, Korea (김광만)  
Chu P. 교수 연구실 방문 및 공동연구, 2015. 07. 11-26,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권재성)

3. 수상
3월 치과임상 Dental Success - 월간 치과임상 투고 100회 달
성 : 김경남, 김광만 교수
4월 25일 연송치의학상 대상 : 김경남 교수
5월 28일 모범직원 시상식 - 치과대학 단체상 : 치과의료기기평가
센터

4. 인사
3월 15일 치과의료기기평가센터 황은혜 퇴사
4월 2일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조교 미탈 차루(Mittal Charu) 퇴사
4월 2일 치과의료기기평가센터 서슬기 입사
5월 15일 치과의료기기평가센터 최은옥 퇴사

5. 기부금
김경남 교수 - MRC 치과재료학 발전기금 1500만원
치과의료기기 평가센터 - 연아사랑 발전기금 60만원

KMKIM
스티커 노트
Park KH, Kim KM, Kim BH.  The condition setting study of the oral mucosal irritation evaluation in hamster buccal pouch

KMKIM
스티커 노트
2.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정기학술대회, 2015.08.2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김광만. Alternative test methods for risk management process of medical devices.

KMKIM
강조

KMKIM
스티커 노트
2015

KMKIM
스티커 노트
띄어쓰기 x

KMKIM
강조

KMKIM
스티커 노트
치과대학

KMKIM
강조

KMKIM
스티커 노트
International

ENDLESS9014
강조

ENDLESS9014
강조
띄어쓰기 X

ENDLESS9014
강조

ENDLESS9014
강조
N (X)

ENDLESS9014
강조
김경남 교수 앞에 4월 27일

ENDLESS9014
강조
6

ENDLESS9014
강조
치과의료기기평가센앞에 5월 28일 



齒材硏報 20권2호

齒材硏報 6 진리가너희를자유케하리라

2015학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

학부 수업계획서

수복학 Ⅰ (강의/실습) / 1학년 4쿼터 / 화요일 0교시, 목요일 3-8교시, 금요일 0-1교시
(강의) 1학년 강의실 / (실습) 2층 실습실

고정성보철학Ⅰ (강의) / 1학년 4쿼터 / 금요일 2-3교시 / (강의) 1학년강의실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0 30
치아수복재의
요구조건 (1)

치아 수복재에필요한기계적성질, 물리적성질,
화학적성질, 그리고심미성에대해논한다.

김광만

30
치과용아말감의
특성 (1) 

아말감합금의분류및조성
아말감합금의물리적, 기계적성질

김경남

11 3
치과용아말감의
특성 (1)

아말감합금의사용법에따른특성
치과용수은의특성및취급시주의사항

김경남

5
실습 : 아말감의구성,
경화및압축강도 (4)

아말감합금의입자형태관찰
아말감합금의조각시간측정
반응한아말감합금의미세조직관찰
아말감합금의압축강도측정

김경남

13
치과용수복용
시멘트 (2)

Glass ionomer, Compomer 김광만

24
직접수복용콤포짓
레진 I (1)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의화학적특성 김경남

26
직접수복용콤포짓
레진 II (1)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의종류및물리적, 
기계적특성

김경남

27
실습 : 복합레진의
물리적성질및
광중합특성 (2) 

복합레진의중합깊이의측정
복합레진의강도측정

김경남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2
24
(5,6)

평가 필기시험
심준성,
김광만

교합학Ⅰ(강의/실습) / 1학년4쿼터/ 금요일5-6교시/ (강의) 1학년강의실/ (실습) 2층실습실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1 6 연아제 휴강

13
(2,3)

모형재
치과용석고의성분, 특성을이해하고사용법을
익힌다.

김광만

13
(5,6)

모형재(실습) 석고모형재사용법을익힌다. 김광만

20
(2,3)

인상재 인상재의성분, 특성을이해하고사용법을익힌다. 김경남

20
(5,6)

인상재(실습) 알지네이트인상재사용법을익힌다. 김경남

고정성 보철학 Ⅲ (강의/실습) / 2학년 3쿼터
(강의) 수요일 1-2교시, (실습) 수요일 6-9교시 / (강의/실습) 2학년 강의/실습실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9 2 치과용시멘트 I 김광만

9
Material science
of dental ceramic

치과용도재의물리적특성및구분을할수
있어야함

김광만

9 치과용시멘트 II 김광만

무치악 보철치료학 II (강의/실습) / 2학년 3-4쿼터
(강의/실습) 월요일 6-9교시 / (강의/실습) 2학년 강의/실습실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9 2
(강의) 의치상용레진
(실습) Waxing &
contouring (2)

의치상용레진의성분과성질및다루는방법을
습득한다.

김광만,
문홍석

9 레진의성질
의치상용레진의성질을실습을통하여이해하도록
한다.

김광만

치과생체재료학 (강의/실습)/1학년 3~4쿼터/수요일 2교시/(강의)4층 강의실, (실습)4층 실습실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9 2 치과재료학이란?
구강의특성, 치과생체재료의요구사항,
치과생체재료의분류, 치과생체재료의평가

김경남

9
재료의물리화학적
성질(1)

원자 및분자간의결합, 물질의구조, 표면특성, 
접착, 재료의열적성질, 재료의광학적성질,
재료의전기화학적성질, 재료의용해와흡수, 
콜로이드

김광만

16
재료의물리화학적
성질(2)

그룹학습 김광만

23
재료의기계적
성질(1)

힘과 변형, 응력과변형률, 강도, 피로, 크리프,
흐름, 경도, 파괴, 점탄성

김광만

30
재료의기계적
성질(2)

그룹학습 김광만

10 7
재료의생물학적
성질(1)

생체적합성평가방법의분류, 생체적합성평가방법
의적용, 치과생체재료의생체적합성

김광만

14
재료의생물학적
성질(2)

그룹학습 김광만

21 중간시험 김광만

28 금속재료(1)
금속의특성, 합금과상태도, 금속의내부구조,
주조와냉간가공, 금속의열처리

김광만

11 4 금속재료(2) 그룹학습 김경남

11 세라믹재료(1)
세라믹의특성, 세라믹의종류,
치과수복용세라믹, 생체이식용세라믹

김광만

18 세라믹재료(2) 그룹학습 김광만

25 고분자재료(1)
고분자의특성, 고분자의종류, 중합반응,
치과용고분자의종류, 복합재료

김광만

12 2 고분자재료(2) 그룹학습 김광만

9 종합정리 치의학과치과재료의미래 김광만

16 기말시험 김광만

유기화학Ⅱ(강의) / 예과2학년3~4쿼터/ 월요일3교시, 화요일6-7교시/ 1층강의실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11
12

30,
1

Polymer I Polymer I 김광만

12 7,8 Polymer II Polymer II 김광만

치의공학 (강의) / 예과 2학년 3~4쿼터 / 목요일 2-3교시 / 1층 강의실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9 3 Biomaterials(1) Definition & properties of biomaterials 김광만

10 Biomaterials(2) Applications of biomaterials 김광만

22 중간시험

11 26 Dental equipment(1) Equipments for dental clinic 김광만

12 3 Dental equipment(2) Equipments for dental laboratory 김광만

10 Discussion Open discussion 김광만

17 Final Examination 김광만

KMKIM
강조

KMKIM
스티커 노트
김경남

ENDLESS9014
강조
치의공학과 글씨체가 같은건지

ENDLESS9014
강조
(2,3교시)아래 ()모두 숫자 뒤에 교시 추가

ENDLESS9014
강조
휴강 있는 가로 한 줄 삭제

ENDLESS9014
강조
삭제



齒材硏報 7진리가너희를자유케하리라

齒材硏報 20권2호

대학원 수업계획서

고분자생체재료학 (강의) / 수요일 (오전) 9시 30분 / 치대 5층 서병인 홀치과금속재료학 (강의) / 수요일 (오전) 7시 30분 / 치대 5층 PBL실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9 2 서론 김경남

제 2주 9 금속재료의기초(1) 김경남

제 3주 16 금속재료의기초(2) 김경남

제 4주 23 귀금속합금(1) 김경남

제 5주 30 귀금속합금(2) 김경남

제 6주 10 7 비귀금속합금(1) 김경남

제 7주 14 비귀금속합금(2) 김경남

제 8주 21 중간고사 김경남

제 9주 28 주조과정 김경남

제 10주 11 4 치과납착용금속 김경남

제 11주 11 금속-세라믹용금속 김경남

제 12주 18 치과교정용금속 김경남

제 13주 25 치과임플란트용금속 김경남

제 14주 12 2 치과 CAD/CAM용 금속 김경남

제 15주 9
ISO 22674:2006 Metallic materials for fixed and
removable restorations and appliances(1)

김경남

제 16주 16 기말고사 김경남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9 2 INTRODUCTION 김광만

제 2주 9 고분자생체재료의분류및특성 김광만

제 3주 16 생분해성고분자 김광만

제 4주 23 하이드로젤 김광만

제 5주 30 휴강(ISO TC 106) 김광만

제 6주 10 7 유·무기복합재료 김광만

제 7주 14 표면중합-표면반응 김광만

제 8주 21 중간평가 김광만

제 9주 28 조직공학용고분자생체재료 김광만

제 10주 11 4 약물전달용고분자생체재료 김광만

제 11주 11 심혈관계고분자생체재료 김광만

제 12주 18 대학원공개발표 김광만

제 13주 25 외과용고분자생체재료 김광만

제 14주 12 2 치과용고분자생체재료 김광만

제 15주 9 종합토의 김광만

제 16주 16 기말평가 김광만

2015학년도 2학기 행사계획
I. 학술활동
가. 학회참가
▶ The 51th Annual Meeting of ISO/TC 106 Dentistry, 2015. 09. 27. ~ 10. 03, Bangkok, Thailand.
▶ 대한치과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2015. 11. 20, 경희대학교
▶ 연세치의학 학술대회, 2015. 11. 06. ~ 2015. 11. 07, 연세대학교

나. 교실 세미나
▶ 2015년 1학기 연세대학교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Journal Club

장소 : 1층 박물관 회의실, 시간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7시 30분 ~ 8시 30분

II. 대학원생현황 (2015년8월1일현재) III. 졸업

박사 (11명)
조윤정 11학기, 서용록 9학기, 노지연 8학기, 양송이 5학기,
권재성 4학기, 강형파 4학기, 조은덕 3학기, 김해정 3학기,
홍주희 1학기, 강유화 1학기, 이유송 1학기

석사 (5명)
양경철 3학기,  홍연희 3학기, Charu Mittal 1학기, 
신정섭 3학기(휴학), 이창기 2학기(휴학)

석박사통합 (4명)
서상희 7학기, 이명진 4학기, 정원석 3학기, 
Haoyang Zhang 1학기

박사후과정 (1명) 엄수혁

박사 (1명) 서혜연

석사 (2명) 전경은, 이혜진

석박사통합 (2명) 임수연, 이은정

일 시 구 분 제 목

9월 8일 Dental Advisor Update on Adehesion - Universal Bonding Agents and Resin Cements

9월 22일
Journal
Reading

* Enamel bond strength of new universal adhesive bonding agents
* Does active application of universal adhesives to enamel in self-etch mode improve their performance?

10월 6일 Dental Advisor Digitizing Digital Impressions

10월 20일
Journal
Reading

* Accuracy of single-tooth restorations based on intraoral digital and conventional impressions in patients
* Evaluating the marginal fit of zirconia coping with digital impressions with an intraoral digital scanner

11월 10일 Dental Advisor Products that stand out in laboratory

11월 24일
Journal
Reading

* Influence of surface treatment on the resin-bonding of zirconia
* A novel dentin bond strength measurement technique using a composite disk in diamteral compression

12월 8일 Dental Advisor Sleep medicine and dentistryDental waterline infection control

12월 22일
Journal
Reading

* Evaluation of a novel device for mearuing patient compliance with oral appliances in the treat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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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주입 전자동 피펫
(Motorized, electronic, repetitive pipette, REPETMAN )

■ 제품소개
길슨(Gilson)사의 Repetman 은 반복주입 전자동 피펫으로 해

당 기계에 내장된 모터를 이용하여 용액을 빨아들이거나 유출하

는 장비이다.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마이크로 피펫의 경우 기체

의 운동원리인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하는 압의 평형을 이루려

는 원리를 이용하여 용액을 빨아드리거나 유출하지만 이 경우 용

액의 점성 등에 의해 그 빨아드리는 양과 유출하는 양이 부정확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주입 전자동 피펫의 경우 모터의 힘을

이용하여 용액을 정확한 용량이 될 때까지 빨아드리거나 유출하

기 때문에 다양한 용액을 가지고 비교적 정 한 실험을 진행하기

에 적합하다. 특히 해당 제품을 이용하면 1 μL에서 50 mL의 범

위를 설정하여 일반 피펫과 같이 사용도 가능하지만 추가로 한

번 흡입하여 일정량의 시료를 여러 번 수동 또는 자동을 반복 유

출하는 기능이 가능하다. 

그림 1. 제품의 구성(왼쪽)과 제품 사진(오른쪽)

■ 사용방법
길슨(Gilson)사의 Repetman 은 반복주입 전자동 피펫의 사용

을 위해서는 먼저 실험에 필요한 용액의 부피 범위를 고려하고

이에 따른 팁 크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의 경우 다양한

팁 크기가 존재하며 이데 따라 부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올바

른팁의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2. 여러 종류의 팁크기와부피범위

팁 설정 후 해당 팁을

제품에 장착하면 자동적

으로 팁크기를 인식하여

부피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제품 버튼 설명

그림 4. 제품의 메뉴 설정방법

메뉴의 설정이 끝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제품을 사용

가능하다.
1. Locking lever(그림 3 참조)를 올린 다음 팁을 장착하고 다시
locking lever를 내린다.

2. 전원이팁장착과함께켜지면부피설정을진행한다(그림 4 참조).
3. 분배 모드와흡입/분배속도를설정한다(그림 4 참조).
4. 제품뒤에STEP 버튼(그림3 참조)을누르면용액의흡입이시작된다.
5. 흡입이 끝난 후 다시 STEP 버튼을 누르면 용액이 분배되는데 분배
모드에따라자동적으로용액이분배되거나(AUTO-DISP 모드 ON)
STEP 버튼을누를때마다분배(AUTO-DISP 모드OFF)된다.

6. 분배 후에 팁 안에 남아 있는 시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STEP
버튼을지속적으로누르고있으면된다. 

팁크기 부피 범위

0.1 mL 1-100 uL

0.5 mL 5-500 uL

1.25 mL 12.5 uL ~ 1.25 mL

2.5 mL 25 uL ~ 2.5 mL

5 mL 50 uL ~ 5.0 mL

12.5 mL 125 uL ~ 12.5 mL

25 mL 250 uL ~ 25 mL

50 mL 500 uL ~ 50 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