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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own(신촌)에서

San Diego로

신촌에서대학생활을시작하여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서대학원석사과정을마치기까지 9년간을신촌에서

지내면서신촌은거의집이나다름이없었습니다. 신촌과같이시끌벅적한곳을떠나너무나도한적한San Diego에와보니

신촌이더더욱생각납니다. 고등학교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에합격하여처음으로등교하던날 12번좌석버스에서어릴적

친구를만났습니다. 그친구가내게물었습니다. "너어디가니?" 저는대답했습니다. " 학교가는데.." 그친구가한참을무언

가생각하더니 "어디다니는데?" 저는약간쑥스러운듯이 "연대" 라고대답했습니다. 그친구는또뭔가를생각하더니 "연대

정말? 전공이뭔데? 운동해? 원주아냐?" 저는다시대답했습니다. "신촌에가는데." 마지막으로그친구가말도안된다는듯

이 쳐다보더니 버스에서 내리더군요. 이와 같이 저는 공부와는 거리가 정말 먼 아이 습니다. 그런데 지금 San Diego라는

낯선곳에서박사과정을하고있다니저도정말믿기지가않습니다.

대학교를졸업하고석사과정을위해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들어와처음으로교수님들과교실원들과인사

를나누었던찜닭집을전생생히기억합니다. 모두들열심히하라고격려해주시던다정다감한얼굴들(솔직히약간은다무서

워 보 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서의 대학원 생활은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특히,

공과대학을졸업하고치과대학에서석사과정을하게된저를주위사람들은이해를잘못합니다. 또, 저의상황을정확히모

르는사람들은제가치과의사인줄알고이렇게물어보곤하 습니다. "치아어디어디가아픈데너좀아는거있니? 임플란트

하면아프니?" 그래도2년동안치과대학에서주워들은건있어서그럭저럭대답을해주곤하 습니다.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소속이었던 승한이 형이 UCSD에서 박사 후 과정을 한다고 하 을 때 저는

UCSD가어디있는지도몰랐습니다. 유학을결심하고지원학교를찾아보면서UCSD가어떤학교이고특히바이오관련연

구가매우뛰어나다는걸알게되었습니다. 또한, San Diego라는정말날씨좋은곳에있다는것두요. 운이좋게UCSD에서

박사과정을시작하게되면서 어라는장벽에하루에몇번씩은꼭부딪힐때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서의생활이더욱그리

워지곤합니다. 그래도방학이되어서한국에가게되면찾아갈수있는교실이있다는사실에행복합니다.

우리교실이발전하는모습을 2년반동안옆에서보아왔고앞으로더욱발전하게될모습을기대하면서저

는 San Diego에있을것입니다. 신촌에서 San Diego로의긴여정속에서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은항상저의중심에있었

습니다.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서의빡센(?) 생활이있었기에지금여기에있을수있게된것입니다.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원여러분, 여러분은신촌에서San Diego로, 또다음에는어디로가게될지모르는저의든든한버팀

목입니다.

쓴이 박 지 호(UCSD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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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일상속에서잠시틈을내어지난한해를돌이켜보니내가벌써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의일원이된

지 1년이라는시간이주마등처럼스쳐지나간다. 졸업후새로운대학원생활을위해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와서교수님

들과교실원들에게첫인사를한지가엊그제같은데어느덧마무리를해야할시간이눈앞에다가옴을느끼며나의 20대의

소중한시간들을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서장식했음을자랑스럽게생각한다.

지난1년얼마나많이뛰어다녔던가.......

대학원생, 조교, 치과의료기기평가센터시험원이것이현재의나다.

하지만이모든것들을되돌아생각하니많은아쉬움이남는다. 처음해보는수많은실험들과조금은생소한조교업무들이

나로인하여많은실수를유발케했지만다양한치과재료를하나하나접하고그것들을내손으로직접실험해봄으로서다른

데서는경험할수없는많은것들을배울수있는특별한기회 었다. 이러한것들을경험하고배울수록내가한없이부족함

을느끼지만오히려이런것들이촉매제로작용하여나를좀더채찍질할수있는계기가되어주었다. 그땐왜그랬는지급한

성격탓에실수도많이했지만교수님과동기들의충고와격려덕분에현재의내가존재하는듯하다.

아쉬움을뒤로한채어느덧나의졸업은눈앞으로다가오고우리교실을졸업하신다른선생님들처럼나도항상좋은논문

으로졸업해야한다는부담감이나를억누른다.

이렇게바쁜일상속에서도나를있게해준것은다름아닌우리교실의교실원들이다. 기쁘거나좋은일이생기면항상내

일처럼기뻐해주며, 슬프거나힘들때는서로가서로를위로하는가슴따뜻한우리교실 .. 이것은단지우리교실원만이누릴

수있는특권이아닌가다시금되뇌어본다. 

지난한해우리모두는연구를위해정말많은노력을하 다. 하루 24시간도부족하여주말까지항상우리연구실의불은

우리들의학문에대한열정과같이꺼질줄을몰랐다. 이러한열정과따스한가족애와같은것들이우리모두를지금이자리에

있게한원동력이아닌가생각되어진다. 하지만우리가가고자하는길은아직도멀고도험한길이우리앞에기다리고있다.

우리들은각기고분자,금속, 세라믹이라는서로다른점에서시작해서산정상을향해가고있지만우

리모두가정복하고자하는것은모두다생체재료라는산일것이다. 비록출발점은다르지만지금처럼서로가서로를도와주

며같이올라간다면아무리정상으로가기위한길이험난하거나고되더라도우리모두는생체재료라는산정상에우뚝설수

있을것이다. 그래서우린산정상의정복자만이느낄수있는보람과희열을맛보며우리가힘들게지나온우리들의발자취

를회상하며우리교실원모두를다시금생각할수있을것이다. 그산정상을향하기위해우린오늘도한걸음, 한걸음씩나

아가면서많은땀방울을흘릴것이다. 아니그땀방울이마르기전에또다른땀방울을흘리며우리모두는전진할것이다.

나는믿는다. 우리교실의힘을.......

그리고우리함께생체재료라는산을정복할수있으리라......

우리함께가자, 달리자, 그리고세계가6일동안에만들어졌음을잊지말자!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

쓴 이 황 재 선 (조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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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2학기 행사보고

I.연구논문

가. 국내논문
▶ 오근택, 강국진, 손병화, 박용수, 김경남, 골내고정장치용 초내식성 스테인리스

강의 내식성 및 세포독성, 대한치과기재학회 31(2) 105-114, 2004. 6

나. 국외논문
▶ Kim DH, Kim KM, Kim KN, Shim IB, Lee YK. Necrosis of carcinoma

cells using Co1-xNixFe2O4 and Ba1-xSrxFe12O19 ferrites under
alternating magnetic field.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40:2985-
2987, 2004. 7.

▶ Lee DY, Oh YI, Kim DH, Kim KM, Kim KN, Lee YK. Synthesis and
performance of magnetic composite comprising barium ferrite and
biopolymer.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40:2961-2963, 2004. 7.

▶ LeGeros RZ, Lee YK. Synthesis of amorphous calcium phosphates for
hard tissue repair using conventional melting technique.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39:5577-5579, 2004. 8.

▶ Park JH, Lee DY, Oh KT, Lee YK, Kim KN. Bioactive calcium
phosphate coating on NaOH-pretreated titanium substrate by
electrodepsotion. Journal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87:1792-
1794, 2004. 9.

▶ Kim DH, Kim KN, Kim KM, Choi SY, Shim IB, Lee YK. Synthesis of Ba-
ferrite microsphere doped with Sr for thermoseeds in hyperthermia.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39:6847-6850, 2004. 11. 15.

▶ Lee YK, Park HY, Shim JS, Kim KN, Lee KW. Effect of water content
on the mechanical strength of dental porcelain. Journal of Non-
Crystalline Solids, 349:200-204, 2004. 12. 1.

▶ Yeo YJ, Jeon DW, Kim CS, Choi SH, Cho KS, Lee YK, Kim CK. Effects
of chitosan nonwoven membrane on periodontal healing of surgically
created one-wall intrabony defects in beagle dogs.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B: Applied Biomaterials. 72B:86-
93, 2005. 1. 15.

▶ Kim J, Ryu JK, Kim MC, Kim YU, Choi SH, Kim CK, Kim KN, Kim KM,
LeGeros RZ, Lee YK. In vitro mesenchymal stem cell culture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scaffold.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
286:679-682, 2005. 2.

▶ Choi SH, Baik DH, Kim CS, Kim CK, Kim KN, Kim KM, LeGeros RZ,
Lee YK. Bone formation of intrabony defects in beagle dogs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and glass-ceramics.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957-960, 2005. 2.

▶ Kim YU,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Effect of calcium phosphate glass on compressive strength
of macroporous hydroxyapatite scaffold.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313-316, 2005. 2.

▶ Kim DH, Lee SH, Kim KN, Kim KM, Shim IB, Lee YK. In vitro and in
vivo characterization of various ferrites for hyperthermia in cancer
treatment.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827-830, 2005. 2.

▶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Effect of other oxides on solubility and bioactivity in calcium
phosphate glasses.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513-516,
2005. 2.

▶ Lee BH,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bone cement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109-112, 2005. 2.

▶ Im KH, Park JH,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e YK.
Organic-inorganic hybrids of hydroxyapatite with chitosan.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729-732, 2005. 2.

▶ Kang JK, Lee YK, Kim KM, Kim KN. Effect of glass filler content on
hydrophilic addition silicone impression materials in dentistry.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909-912, 2005. 2.

▶ Park JH, Lee YK, Kim KM, Kim KN. Transformation of electrodeposited
calcium phosphate coatings in simulated body fluid and in culture
medium.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473-476, 2005. 2.

▶ Kim KM, Lee SB, Lee SH, Lee YK, Kim KN. Comparison of validity
between WST-1 and MTT test in bioceramic materials.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585-588, 2005. 2.

▶ Ko DJ, Kim KN, Lee YK, Kim BH, Kim KM. The effect Li2O and B2O3

on thermal properties and chemical solubility of low-fusing dental
porcelain.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917-920, 2005. 2.

▶ Lee SB, Lee SH, Kim DH, Lee DY, Lee YK, Kim KN, Kim KM. In vitro
cytotoxicity test of alginate-encapsulating ferrite particles using WST-
1.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815-818, 2005. 2.

▶ Park SW, Lee YK, Kim YU, Kim MC, Kim KN, Choi BJ, Choi HJ. The
effect of hydroxyapatite on the remineralization of dental fissure
sealants.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35-38, 2005. 2.

▶ Yoon SI, Lee YK, Kim YU, Kim MC, Kim KN, Kim SO, Choi HJ. The
effect of hydroxyapatite on bonding strength between dental luting
cement and the human teeth.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
286:953-956, 2005. 2.

▶ Min DH, Kim MJ, Yoon JH, Kim CS, Kim CK, Lee YK, Kim KN, Choi SH.
Effect of calcium phosphate glass scaffold with chitosan membrane on
the healing of alveolar bone in 1-wall intrabony defect in beagle dogs.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851-854, 2005. 2.

▶ Shin JA, Im SU, Song SE, Kim CS, Kim CK, Shoi SY, Lee YK, Kim KN,
Choi SH. The effects of calcium aluminate cement according to
particle sizes on calvarial bone defects in rats.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286:113-116, 2005. 2.

▶ Lee HW, Im SU, Song SE, Kim CS, Kim CK, Choi SY, Lee YK, Kim
KN, Choi SH. The effect of calcium aluminate bone cement
incorporating LiF-maleic acid on the bone regeneration of 1-wall
intrabony defects in beagle dogs. Key Engineering Materials, 284-
286:847-850, 2005. 2.

▶ Kim DH, Lee SH, Kim KM, Kim KN, Shim IB, Lee YK. Cytotoxicity of
ferrite particles by MTT and agar diffusion methods for hyperthermic
application. Journal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accepted.

▶ Kim DH, Lee SH, Kim KM, Kim KN, Shim IB, Lee YK. Temperature
change of ferrite particles with alternating magnetic field for
hyperthermic application. Journal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accepted.

▶ Park JH, Lee DY, Lee YK, Kim KM, Kim KN. Bioactive calcium
phosphate coating prepared on H2O2-treated titanium substrate by
electrodeposition.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accepted.

II. 학술발표

가. 국내학회
1. 대한기초치의학 학술대회, 2004. 11. 5-6, 서울 코엑스
▶ 김연웅, 김민철, 김경남, 김광만, 최성호, 김종관, 이용근. 결정화도에 따른 칼

슘 포스페이트 다공성 스캐폴드의 특성 변화.
2. 연세치의학 학술대회, 2004. 11. 19, 연세치대
▶ 이상배, 이세호, 김동현, 김광만, 이용근, 김경남. In vitro cytotoxicity test

of alginate-encapsulating ferrite particles using WST-1.
▶ 임기형, 박지호, 김동현, 이세호, 이덕연, 김광만, 김경남, 이용근.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agnetic chitosan particles
for hyperthermic application.

▶ 이세호, 김동현, 김광만, 김경남, 심인보, 이용근. Temperature change of
ferrite particles with alternating magnetic field.

▶ 김동현, 이세호, 김광만, 김경남, 심인보, 이용근. In vitro and in vivo
characterization of various ferrites for hyperthermia in cancer
treatment.

▶ 김동현, 이세호, 김광만, 김경남, 심인보, 이용근. Cytotoxicity of ferrite
particles by MTT and agar diffusion methods for hyperthermic
application.

▶ 이병현, 김민철, 김경남, 김광만, 최성호, 김종관, RZ LeGeros, 이용근.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bone cement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 김민철, 백동훈, 최성호, 김종관, 김경남, 김광만, RZ LeGeros, 이용근.
Bone formation of intrabony defects in beagle dogs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and glass-ceramics.

▶ 김민철, 김광만, 김경남, 최성호, 김종관, RZ LeGeros, 이용근. Effect of
crystallization of calcium phosphate glass on macroporous
scaffold fabrication.

▶ 김연웅, 김민철, 김경남, 김광만, 류주경, 김진, RZ LeGeros, 이용근. In
vitro mesenchymal stem cell culture using calcium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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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scaffold.
▶ 김연웅, 이병현, 김민철, 김경남, 김광만, 최성호, 김종관, 이용근. 아파타이트

스캐폴드에 있어서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의 첨가 효과.
3. 대한치과기재학회, 2005. 2. 17, 서울치대
▶ 강동국, 오근택, 김경남. 생체재료용 Ti-Ag-Cu 합금의 특성
▶ 강재경,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치과용 친수성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에

대한 MgO-CaO-Al2O3-SiO2 계 고강도 라스 필러의 효과
▶ 고대진, 박민주, 김경남, 이용근, 김광만. 저온소성도재의 제조 및 물성평가
“열적 특성 및 화학적 용해도”

나. 국외학회
1. 2nd Korea-China Symposium on Biomaterials and Nano-

Bio Technology, 2004. 10. 17-21, Soul, Korea.
▶ Jung UW, Moon HI, Kim CS, Lee YK, Cho KS, Kim CK, Choi SH.

Evaluation of different grafting materials in three-wall intrabony
defects around dental implants in beagle dogs.

2. Glass and Optical Materials Division Meeting of American
Ceramic Society, 2004. 11. 7-12, Cocoa Beach, U.S.A.

▶ Tomozawa M, Lee YK, Suratwala T, Campbell J, Heyden J. Crack
tip blunting of phosphate glasses. 

3. 1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eramics in Medicine,
2004. 12. 8-12, New Orleans, U.S.A.

▶ Kim J, Ryu JK, Kim MC, Kim YU, Choi SH, Kim CK, Kim KN, Kim
KM, LeGeros RZ, Lee YK. In vitro mesenchymal stem cell culture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scaffold.  

▶ Choi SH, Baik DH, Kim CS, Kim CK, Kim KN, Kim KM, LeGeros
RZ, Lee YK. Bone formation of intrabony defects in beagle dogs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and glass-ceramics.

▶ Kim YU,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Effect of calcium phosphate glass on compressive
strength of macroporous hydroxyapatite scaffold.

▶ Kim DH, Lee SH, Kim KN, Kim KM, Shim IB, Lee YK. In vitro and
in vivo characterization of various ferrites for hyperthermia in
cancer treatment.

▶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Effect of other oxides on solubility and bioactivity in calcium
phosphate glasses.

▶ Lee BH,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bone cement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 Im KH, Park JH,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e YK.
Organic-inorganic hybrids of hydroxyapatite with chitosan.

▶ Kang JK, Lee YK, Kim KM, Kim KN. Effect of glass filler content
on hydrophilic addition silicone impression materials in dentistry.

▶ Park JH, Lee YK, Kim KM, Kim KN. Transformation of
electrodeposited calcium phosphate coatings in simulated body
fluid and in culture medium.

▶ Kim KM, Lee SB, Lee SH, Lee YK, Kim KN. Comparison of validity
between WST-1 and MTT test in bioceramic materials.

▶ Ko DJ, Kim KN, Lee YK, Kim BH, Kim KM. The effect Li2O and
B2O3 on thermal properties and chemical solubility of low-fusing
dental porcelain.

▶ Lee SB, Lee SH, Kim DH, Lee DY, Lee YK, Kim KN, Kim KM. In
vitro cytotoxicity test of alginate-encapsulating ferrite particles
using WST-1.

▶ Park SW, Lee YK, Kim YU, Kim MC, Kim KN, Choi BJ, Choi HJ.
The effect of hydroxyapatite on the remineralization of dental
fissure sealants.

▶ Yoon SI, Lee YK, Kim YU, Kim MC, Kim KN, Kim SO, Choi HJ. The
effect of hydroxyapatite on bonding strength between dental
luting cement and the human teeth. 

▶ Min DH, Kim MJ, Yoon JH, Kim CS, Kim CK, Lee YK, Kim KN,
Choi SH. Effect of calcium phosphate glass scaffold with chitosan
membrane on the healing of alveolar bone in 1-wall intrabony
defect in beagle dogs.

▶ Shin JA, Im SU, Song SE, Kim CS, Kim CK, Shoi SY, Lee YK, Kim

KN, Choi SH. The effects of calcium aluminate cement according
to particle sizes on calvarial bone defects in rats.

▶ Lee HW, Im SU, Song SE, Kim CS, Kim CK, Choi SY, Lee YK, Kim
KN, Choi SH. The effect of calcium aluminate bone cement
incorporating LiF-maleic acid on the bone regeneration of 1-wall
intrabony defects in beagle dogs.

4. The 2nd International Meeting on "Dentistry for the Nano-
Informatic-Genomic Technology Era" 2005. 2. 2-4, Khon
Kaen, Thailand

▶ 이지환, 오근택, 김경남. Study on Osseointegration Improvement by
Anodic Oxidation of Ti and its Alloy for Dental Implants.

▶ 강동국, 오근택, 김경남. Development of Ti-Ag-Cu alloy for Dental
Application.

5. The IASTE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onference on Biomedical
Engineering : BioMED 2005 2005. 2. 16-18, Congress
Innsbruck, Innsbruck, Austria

▶ Zi-Whan Ee, Keun-Taek Oh, Ho-Joong Kim, Dong-Hoo Han, Kyoung-
Nam Kim, Cytocompatibility of Thermally Oxidized Ti-Ag Alloys

III. 연구비

가. 김경남 교수
▶ 다공성복합생체재료 및 악골의 생체역학 연구(2차년도), 과학재단 MRC 과제

(1세부과제), 58,000천원, 2004. 9 -2005. 8.
▶ 시판치과재료의 분류 및 현황분석에 관한연구(1차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10,000천원, 2004. 11-2005. 3.
▶ 구강위생용품개발연구회(2차년도), 보건복지부, 8,000천원, 2004. 5-2005. 4.

나. 김광만 교수
▶ 생체적합성 광중합형 치과용 수복재의 개발(1차년도), 보건복지부 (2세부과제) 

65,000천원, 2004. 5-2005. 4
▶ 치과재료인증제도의 개발, 대한치과의사협회, 3,000천원, 2004.12.-2005.5.

다. 이용근 교수
▶ 구강악안면 경조직재생을 위한 세라믹/고분자 생체재료에 관한 연구 (2차년

도), 과학재단 MRC과제(제 2세부), 46,000천원, 2004. 9 - 2005. 8. 
▶ 치주조직 재생용 생분해성 hybrid scaffold 개발 (2차년도), 보건복지(제2세

부), 50,334 천원, 2004. 5 - 2005. 4 
▶ 항생제를 함유한 키토산 차단막의 물리적 특성 및 약물방출 거동 연구, 보건

복지 벤처 (제2세부), 30,000천원, 2004. 5 -2005. 4 

IV. 투고및도서발간

가. 도서발간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2004년 9월 9권 2호

V. 시험기기구입
▶ Gradient Cell Culture System(MINUCELLS and

MINUTISSUE, Vertriebs GmbH, Germany), 
구입일: 2005.1.18, 가격: 8,928,868원, 구매: 김광만 교수 연구비
설치장소 : 치과대학 505호, 세포시험실, 관리자 : 정해경(이상배)

▶ Universal Testing Machine(INSRON3366, Instron Co., U.S.A.) 구
입일 : 2004. 10. 11, 가격: 35,000,000원, 구매처 : 치과의료기기시험
평가센터 구매 후 구강과학연구소 기증
설치장소 : 치과대학 708호(구강과학연구소), 관리자 : 이환기(이상배)

VI. 기타
1. 학위 취득

고대진 선생님 박사학위 : 2005. 2. 28.
강재경 선생님 박사학위 : 2005. 2. 28. 

2. 대학원 입학
김우현 선생님 치의학과 통합과정 입학(전북치대 졸)
김형석 선생님 치의학과 석사과정 입학(경희치대 졸)

2004학년도 2학기 행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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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남 : 악안면성형재료학·(수) 7:30·치과병원강당
일 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3.  2

3. 9

3. 16

3. 23

3. 30

4. 6

4. 13

4 . 20

4. 27

5. 4

5. 11

5.18

5.25

6. 1

6. 8

6.15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서론 김 경 남

악안면결손의 재건; 연조직 김 형 준

악안면결손의 재건; 경조직 김 형 준

악안면성형재료의 임상응용 김 형 준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 김 형 준

악안면성형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김 경 남

악안면성형재료의 기초; 금속 오 근 택

중간고사 김 경 남

악안면성형재료의 기초; 세라믹 이 용 근

악안면성형재료의 기초; 고분자 이 덕 연

악안면성형재료의 생체친화성 김 광 만

악안면보철의 임상적용 정 문 규

인조구강점막 육 종 인

인공성대 김 호

재활의학 배 하 석

기말고사 김 경 남

원주의과대학치위생과/치과재료학·(목) 2~7교시
일 자
1

3

5

7

9

11

13

15

3.10

3.24

4. 7

4.21

5. 5

5.19

6. 2

6.16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서론 및 용어 설명/알지네이트 인상재 김 경 남

치과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생물학적 성질/금속,  김 광 만

고분자, 세라믹 재료의 기초

아가 인상재/고무 인상재 김 경 남

기타 인상재/치과용 석고/기타 다이 및 모형재 김 광 만

/중간시험

어린이날(휴강)

치과용 심미 수복재/치과용 접착제 김 광 만

치과용 아말감 김 광 만

기말시험 김 광 만

이용근: 대학원/ 치과재료학초독회II·(수)09:00-10:30·사이버강의
일 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3.  2

3. 9

3. 16

3. 23

3. 30

4. 6

4. 13

4 . 20

4. 27

5. 4

5. 11

5.18

5.25

6. 1

6. 8

6.15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치과에서의 생체 재료의 응용과 분류 이 용 근

hydroxyapatite 이 용 근

tricalcium phosphate 이 용 근

octacalcium phosphate 이 용 근

amorphous calcium phosphate 이 용 근

PMMA bone cement 이 용 근

calcium phosphate bone cement 이 용 근

injectable bone cement 이 용 근

hydroxyapatite/keratin hybrids 이 용 근

tricalcium phosphate/chitosan hybrids 이 용 근

metal plate, screw and pin 오 근 택

tissue engineering scaffold 이 용 근

biodegradation in vitro test 이 용 근

in vitro biocompatibility test 김 광 만

in vivo test 이 용 근

기 말 고 사 이 용 근

김광만 : 대학원/ 치아수복재료학·(수) 08:30 ·치과대학6층610호
일 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3.  2

3. 9

3. 16

3. 23

3. 30

4. 6

4. 13

4 . 20

4. 27

5. 4

5. 11

5.18

5.25

6. 1

6. 8

6.15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강의 소개 및 수복재료의 요구성질 김 광 만

휴강(IADR) 김 광 만

금속 수복재료-아말감 김 경 남

금속 수복재료-주조용 금속 오 근 택

세라믹 수복재료-인레이, 라미네이트, 크라운용 세라믹 이 용 근

고분자 수복재료-복합레진 김 광 만

고분자 수복재료-상아질 접착제 김 광 만

Journal Reading(1) 김 광 만

수복재료 연구방법-금속 수복재료 노 병 덕

수복재료 연구방법-세라믹 수복재료 심 준 성

수복재료 연구방법-고분자 수복재료 박 성 호

수복재료의 개발-금속 수복재료 노 학

수복재료의 개발-세라믹 수복재료 고 대 진

수복재료의 개발-고분자 수복재료 오 명 환

Journal Reading(2) 김 광 만

종합평가 김 광 만

일 자

3 7

14

21

28

4 4

11

18

25

5 2

9

16

23

30

6 6

13

20

강 의 제 목
인상재

치과용 합금

치과용 시멘트

치과용 중합체

직접 충전용 레진 및 접착재

아말감 및 수은

중간고사

교정재료

치과용 세라믹

치주재료 및 골대체재

매식재

근관치료재료

종설 발표 및 토론

현충일

종설 발표 및 토론

기말고사

인상재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소독

치과용 합금의 선택과 고려사항

시멘트의 성질 및 선택시 고려사항

의치상용 레진과 기타 중합체

직접충전용 레진의 성질과 사용방법

아말감의 성질 및 수은의 주의사항

세라믹의 성질 및 선택시 고려사항

교정재료의 종류와 특성 및 사용방법

골대체재료, 골형성유도재

임플란트

근관충전재, 전색재

학생 종설 발표 및 토론

휴강

학생 종설 발표 및 토론

김 경 남

노 학

이 진 숙

박 경 준

김 경 남

배 현 경

김 광 만

김 지 연

이 용 근

송 진

엄 태 관

김 해 중

김 광 만

김 광 만

김 광 만

강 의 내 용

치과대학3학년/임상치과재료학·(월) 4교시

2005학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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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술활동

가. 학회참가예정

☞ IADR, 2005. 3. 9-12, Baltimore (USA)

☞ International Magnetics Conference 2005,

2005. 4. 4-8, Nagoya(Japan)

☞ 30th 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of

Society for Biomaterials, 2005. 4. 27-30,

Memphis (U.S.A.).

☞ 연세치의학 학술대회, 2005. 5. 6-7, 서울 (대한민국)

☞ Electro Chemical Society, 2005. 5. 15-20,

Quebec (Canada)

☞ 대한치과기재학회, 2005. 8. 18, 익산 (대한민국)

2) 교실개설 과목(세미나)

☞ 치아수복재료학 (석사 전공필수)

☞ 치과재료학 초독회 II (박사 전공필수-사이버)

☞ 구강악안면성형재료학 (전공선택)

II. 서류및간행물발간

1) 최신 치과재료학 ☞ 치위생과 교과서, 2005년 3월

2)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치재연보 10원 2호, 2005년 9월

III. 구입예정시험기기

☞ 임플란트 피로(Fatigue)시험기

IV.대학원생현황

2005학년도 1학기 행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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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14학기
김정한 9학기
박정종 9학기
김금진 7학기
주욱현 7학기
김연웅 6학기
박 상 4학기(복학)
이진민 4학기

이상배 4학기
오상환 4학기
이종석 4학기
김신애 3학기
이지환 3학기
김수화 2학기
최은미 2학기
장선옥 2학기

오 일 3학기(휴학)
황수 2학기(휴학)
앙 카 2학기(휴학)
문현주 1학기(휴학)

지창진 8학기
이동화 5학기(복학)
황재선 3학기
이주혜 2학기
강원술 2학기
김형석 1학기(신입)
김남현 2학기(휴학)

심형민 8학기
김동현 6학기
김민철 5학기
강동국 5학기
이세호 3학기
이병현 3학기
임기형 3학기
김우현 1학기(신입)

대학원생 공지 사항

1. 대학원생 주차 안내
- 1일 1매당 3,000원이며, 1개월 단위로 20매씩 판매
- 주차쿠폰 판매장소 ; 의료원 주차관리사무소

(전화 361-7988)
- 주차쿠폰 판매시간 ; 08:30~17:00(평일) 

08:30~12:30(토)
- 주차관리사무소 제출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학생증 지참

2. 의국비
- 모든 대학원생께서는 정해경 선생에게“의국비”를

내주셔야 합니다.
- 매달 2만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26-147370-02-105, 예금주: 김광만

3. 수강학점
- 석사 4학기 이상의 학생은 연구지도1을 청강으로

신청하여야 졸업 할 수 있음.
- 박사 4학기 이상의 학생은 연구지도2를 청강으로

신청하여야 졸업 할 수 있음.

NEWS

1. 정해경 선생 결혼 (2004. 10. 31)

2. 김희재 선생 둘째 득남 (2004. 11. 16)

3. 심형민 선생 결혼 (2005. 1. 15)

4.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동계 워크샵

(경기도 지산리조트, 1. 28-29)

5. 강동국선생 기재학회 최우수 발표상 (2005.2.13)

6. 김우현 선생 MRC 조교발령 (200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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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材硏報 8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ISO 4823:2000 9.3항 규격에 나타나 있는 총 8개의 그림
을 조합하여 제작한 작업시간 측정 장치를 소개한다. 
2000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ISO 규격에 따르면 측정치의 정
도가 낮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LVDT (Linear variable

displacement transducer)장치를 도입했다.

가. 시험방법(ISO 4823:2000)

1. 인상재의 혼합
인상재의 혼합시작부터 Timer를 작동시킨다. 혼합기를 사용

하는 재료는 혼합노즐로 재료가 들어가는 때부터 타이머를 작
동시키면 된다. 혼합이 완료되면“55초”안에 다음과 같은 단
계로 시험을 시작한다.

2. 시료의 장입
시편지지대 그림 9c의 홈 중앙에 혼합된 인상재 2 ㎖를 올

려놓은 후 그림 6b의 시험판의 상부에 있는 구멍으로 인상재
가 려 나오도록 시험판(6b)을 누른다.

3. 시험기기의 O점 조정

4. 작업시간 측정
▶ 작업시간 3분 이하(제조사 제시)

혼합시작 후 60초에서 90초 사이 실험시작
▶ 작업시간 3분 이상(실험치 또는 제조사)

표시된 작업시간 2분전에 실험시작
▶ 마이크로메터를 이용하여 미끄러짐 시험판(6c)을

0.25 ㎜ 이동시키고 기록계에 표시되면 힘을 즉시 제
거한다.

▶ 차트기록계에 시편이 탄성이 나타날 때까지 위의 측
정과정을 15초 간격으로 계속하여 반복한다.

5. 측정 프로그램의 사용법
▶▶ 그그래래프프의의 표표시시

각각의 인디케이터로부터 들어온 신호는 컴퓨터의 메
모리로 저장이 되고 이 값들은 다 그래프로서 표시가
되며 동시에 숫자로도 표시가 된다. 

▶▶ 데데이이터터의의 저저장장
(TXT)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므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텍스트 파일로의 변환
기능을 사용한다.

▶▶각각기기능능설설명명

A. 통신 시작
인디케이터와의 통신을 개시하는 버튼이다.  "통신 시
작" 버튼을 누르면 자가 " 통신 종료" 로 바뀌게 되
며 통신이 시작된다.

B. 기록 시작
이 버튼도 위의 버튼과 같이 한번 누르면 자가 "기
록 종료" 로 바뀌며 기록이 시작된다. 

C. 인쇄하기
현재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인쇄를 하므로 원하는 스케
일에 맞추어 화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D.  0점 조정("LC1->0",  "LVDT->0")
측정에 들어가기 전에 센서에 하중이 없을 때 혹은
현재의 값을 "0"으로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한다.

E. 적용
현재의 그래프 스케일을 "그래프 설정값" 에 설정되어
있는 대로 스케일을 맞추어 주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시간의 범위를 50초에서 100초 사이에 값을 보고 싶
을 경우에는 "TIME" "MIN"의 값에 "50"을 "MAX" 에
100을 기입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에 데이터
가 보이게 됩니다. 물론 Y축의 값도 당연히 적용된다.

고무인상재 작업시간 측정장치
(Working Time Tester of Elastomeric Impression Materials)

▶ 측정프로그램(SENSTECK)

▶ LVDT측정장치의 개략도
차트기록계에 탄성이 나타나면 시험시작부터 탄성이
나타날 때 까지의 시간을 작업시간으로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