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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을 통해서 바라본 교실

하루하루일상에쫓겨정신없이지내다가 을쓰기위해지난시간을회고해보니세상에는많은門들이있으며,

사람들은門을열고닫는속에생활을열고닫는다는말이문득떠오릅니다. 대학생활이라는지난날의門을닫고, 치과생체

재료공학교실이라는새로운門을두드린지도벌써 1년의시간이흘 습니다. 첫발을내딛은설레임의여운이채가시기도

전에저에게주어지는많은역할들과낯선환경에서의생활, 익숙하지않은업무들, 모든것들이저에게는門이아닌커다란

벽으로느껴졌습니다. 하지만저를이해해주시고격려해주시는교수님들과물심양면으로도와주시는교실원여러분들이있

어서지난1년동안큰어려움없이이곳에뿌리를내리게되었습니다. 

지난한해는교실에서많은것을경험하고생각해보는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 대학원신입생으로서, 조

교 1년차로서, 평가센터신입연구원으로서지금까지한번도해보지못했던많은일들과실험들로인해부족한저의능력을

다시금생각해보게되었고, 주변의따스한도움과격려를받으며교실원들의고마움을느낄수있는시간이기도하 습니다.

이번기회를통해서다시한번모두에게감사의마음을전하고싶네요. ̂  ̂

똑같은門을들어와도사람의마음가짐에따라그곳에서의생활은전혀다른생활이될거라생각이듭니다.

무슨일을하든지, 어떠한상황에처해있든지범사에감사하는마음으로하루하루생활한다면후에이門을나서게될때한

층더성숙해있는자신을발견하게될것같습니다. 교실에서의생활을정리하고이門나서게될때, 교실원모두가넓은사

회의門을두드리는데있어서이곳에서의생활이견고한디딤돌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올해도여느때와같이우리교실門을통해새로운식구가들어왔습니다. 새로운식구들은제가전에느꼈던

막막한벽을조금이라도허물수있도록이제는제가받아왔던관심과격려들을새식구들에게돌려주어야할것같습니다. 

쓴이 김 우 현 (조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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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도어김없이 교실 워크샵을 갔다. 재미있게 잘 다녀오셨는지... 나로서는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서의

마지막워크샵이될지도몰라꼭가고싶었는데... 막상이곳을떠날생각을하니이런저런장면들이머리에서맴돈다. 지

난여러번의워크샵도물론그렇고.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몸담고대학원생활을시작한지가며칠전같은데5년이란세월이훌쩍흘러버렸

다. 지금은5년이란시간이마치한덩어리실타래같다. 여기저기얽히고설킨. 복잡하고일사분란한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연구소, 평가센터이자MRC 안의대학원생, 공대출신의첫전일제대학원생, BK 의과학과대학원생이면서치과대학소속의

대학원생, 공대에서실험할때는금속공학과대학원생인듯행동해야했던나의대학원생활은혼란스러웠던적이한두번이

아니었지만이젠어느덧이대학원생의생활에익숙해져있는내모습을발견하곤한다. "나는조선의복잡한대학원생이다."

ㅋㅋ

이렇게대학원안에서훌륭하신교수님과대학원생후배들덕에잘생활하면서졸업도무사히해서기쁘다. 단

지아쉽고후회스럽고미안스러운것은교실에서내가더똑부러지게생활하지못하고, 후배들과함께더많이고민하고무

언가를찾고, 더다양한길을제시해주지못한것이다.

나는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이고향같은느낌이났으면좋겠다. 야구및모든스포츠에도홈/어웨이경기가있다.

대부분의팀들이홈경기승률이어웨이경기승률에비해훨씬높다. 이런뭔가보이지않는익숙함과푸근함이라는힘을실어

주는고향. 앞으로난어딜가도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출신일테니까. 언젠가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서의 대학원생활이

편하고따뜻한분위기에서많은것을할수있었던기회 고값진시간들이었음을알게될것이다. 지금은미약할지라도우리

대학원생들이 자기의 위치, 환경에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나름의 창대한 성공과 결실을 꼭 얻길 바라며 내가

좋아하는 '어린왕자'의한구절로짧은 을마치려한다. 언제나마음에팍팍와닿는구절이다.

"세상에서가장어려운일이무엇인지아니?"

"흠, 쎄요, 돈버는일... 밥먹는일?"

"세상에서가장어려운일은사람이사람의마음을얻는일이란다.

각각의얼굴만큼다양한각양각색의마음은순간에도수만가지의생각이떠오르는데그바람같은마음이머물게

한다는건정말어려운거란다."

-Antoine Marie Roger De Saint Exupery 의Le Petit Prince 중에서- 

Epilogue: 

네 시작은 미약하 으나 네 나중은

쓴 이 심 형 민 (통합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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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2학기 행사보고

I.연구논문

가. 국내논문

▶ 이지환, 오근택, 김경남:골유착능 향상을 위한 Nanopore Surface. 대한치
과기재학회지 32(2):29-36, 2005. 6.

▶ 김민철, 김경남, 김광만, 최성호, 김종관, 이용근:일가 및 이가 원소가 칼슘포
스페이트 라스의 용해도와 세포 활성에 미치는 향. 대한치과기재학회지
2(3):249-261,2005.9.

▶ 이세호, 김동현, 김경남, 김광만, 심인보, 이명현, 이용근:약물전달용 고분자
자성체 나노 구형 입자의 제조 및 특성.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2(3):243-
248. 2005. 9.

▶ 김우현, 김경남:알지네이트 인상재의 정확한 사용법,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3(9):576-581, 2005. 9.

▶ 오상환, 김숙향, 최명준, 김광만, 김경남:구강 미생물에 대한 파이토스핑고신
함유 구강세정액의 항균효과, 대한치과기재학회지 21(4):351-357, 2005.12.

나. 국외논문

▶ Lee DY, Spangberg LSW, Bok YB, Lee CY, Kum KY: The
sustaining effect of three polymers on the release of
chlorohexidine from a controlled release drug device for root
canal disinfection.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Oral Radiol
Endod 100(1):105-11, 2005. 7. 

▶ Oh KT, Joo UH, Kim KN: Effect of heat-treatment conditions on

surface properties and corrosion behavior of orthodontic stainless
steel wires. Corrosion 61(7):639-647, 2005. 7.

▶ Oh KT, Kim KN: Ion release and cytotoxicity of stainless steel

wires. The European Journal of Orthodntics 27:533-540, 2005. 8.

▶ Kim DH, Lee SH, Kim KM, Kim KN, Kim KD, Park JH, Shim IB, Lee
YK: Biodistribution of chitosan-based magnetite suspensions for

targeted hyperthermia in ICR mice. IEEE Transaction on

Magnetics 41(10):4158-4160, 2005.10.

▶ Shim HM, Oh KT, Woo JY, Hwang CJ, Kim KN: Surfacecharateristics
of titanium-silver alloys in artificial saliva. Surface and
Interface Analysis 38:25-31, 2006. 1.

▶ Oh KT, Joo UH, Park GH, Hwang CJ, Kim KN: Effect of silver

addition on the properties of nickel-titanium alloys for dental
application. J Biomed Mater Res Part B: Appl Biomater, 76B:306-

314, 2006.1.

▶ Lee DY, Choi BH, Park JH, Shi-Jiang ZHU, Kim BY, Hoh JY, Lee

SH, Jung JH, Kim SH: Nerve regeneration with the use of 

apoly(L-lactic-co-glycolicacid)-coated collagen tube filled

with collagen gel. J Cranio-Maxillofacial Surgery 34:50-56, 2006. 1.

▶ Moon HJ,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Kim KD, LeGeros

RZ, Lee YK: Effect of calcium phosphate glass on bone

regeneration in calvarial defects of Sprague-Dawley rats.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 Materials in Medicine, accepted.

▶ Kim DH, Lee SH, Kim KN, Kim KM, Shim IB, Lee MH, Lee YK:

Tuning of magnetite nanoparticles to hyperthermic thermoseed

by controlled spray method.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accepted.

▶ Kim DH, Lee SH, Im KH, Kim KN, Kim KM, Shim IB, Lee MH, Lee

YK: Surface-modified magnetic nanoparticles for hyperthermia:

preparation, characterization, and cytotoxicity studies. Current

Applied Physics, accepted.

▶ Kim YU, Lee BH,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Effect of cooling rate and particle size on

compressive strength of macroporous hydroxyapatite. Key

Engineering Materials, accepted.

▶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Application of X-ray micro-computed tomography on

macroporous calcium phosphate glass scaffolds. Key Engineering

Materials, accepted.

▶ Park JH, Lee DY, Oh KT, Lee YK, Kim KM, Kim KN: Bioactivity of

calcium phosphate coatings prepared by electrodeposition in a

modified simulated body fluid. Materials Letters, accepted.

▶ Park YS,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Feasibility of three-demensional macroporous scaffold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and polymeric sponge.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accepted.

▶ Lee BH,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Biodegradable bone cement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Key Engineering Materials, accepted.

▶ Chae MH, Lee YK, Kim KN, Lee JH, Choi BJ, Choi HJ, Park KT:

The effect of hydroxyapatite on bonding strength in light curing

glass ionomer dental cement. Key Engineering Materials,

accepted.

▶ Yoon SI, Lee YK, Kim KN, Kim SO, Son HK, Kwak JY, Kim JY,

Choi HJ: A comparison of the bone-like apatite formation

potency between hydroxyapatite and β-tricalcium phosphate in

glass ionomer dental luting cement. Key Engineering

Materials,accepted.

▶ Kim WH, Kim KM, Lee YK, Lee KW, Kim KN, Shim SJ: The effect

of tribochemical silica treatment on the shear bond strength of

dental composite resin to gold electroformed surface. Key 

Engineering Materials, accepted.

▶ Lee SB, Park KJ, Lee DY, Park JJ, Hwang JS, Lee YK, Kim KN,

Kim KM: A histological evaluation of cyanoacrylate-based β-TCP

composite in rat calvarial defects. Key Engineering Materials,

accepted.

▶ Kim TG, Jung UW, Kim CS, Lee YK, Choi SH, Cho KS, Kim CK,

Chai JK:   The effects of autograft and calcium carbonate on the

periodontal healing of 3-wall intrabony defects in dogs. Key

Engineering Materials,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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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학술발표

가. 국내학회

1. 대한치과기재학회 추계학술대회, 2005.11.25,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 심형민, 강동국, 오근택, 김경남: 임피던스법을 이용한 TiAg 합금의 인공타액
내에서의 부동태피막의 분석. 

▶ 황재선, 이상배, 오근택, 김광만, 김경남: 나노마이크로 복합구조를 갖는 Ti의
표면특성. 

▶ 김민철, 이병현, 김광만, 김경남, 최성호, 김종관, LeGeros RZ, 이용근: X-
ray micro-computed tomography을 이용한 칼슘포스페이트 스캐폴드의
구조연구. 

▶ 이주혜, 이상배,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무기항균제가 함유된 Glasionomer
cement의 항균효과.

나. 국외학회

1. EUROMAT 2005, 2005. 9. 5-8, Prague, Czech Repubic
▶ Kang DK, Oh KT, Kim KN:  The microstructure of Ti-Ag-Cu alloys

for dental application.

▶ Shim HM. Oh KT. Kim KN: Biocompatibility of new developed

titanium-silver alloy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2. 50th Annual conference on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2005.10.30-11.3,  San Jose Fairmont Hotel,
U.S.A.

▶ Kim DH, Lee SH, Kim KN, Kim KM, Shim IB, Lee MH,  Lee YH:
Targeting to carcinoma cells in magnetite and polymer coated
magnetite for magnetically modulated target hyperthermia.  

3. 3rd European Medical & Biological Engineering

Conference (IFMBE European Conference on Biomedical

Engineering), 2005.11.20-25, Prague, Czech Repubic

▶ Lee YK, Park YS, Kim MC, Kim YU,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Racquel LeGeros: Novel macroporous tissue engineering
scaffold using amorphous calcium phosphate glass.

▶ Kim DH, Lee SH, Kim KN, Kim KM, Shim IB, Lee MH, Lee YK:
Preparation of hyperthermic nano-magnetite by controlled spray
method. 

▶ Lee SH, Kim DH, Kim KN, Kim KM, Shim IB, Lee MH, Lee YK:
Synthesis of magnetic alginate microspheres as drug carriers by
reverse microemulsion system.

4. Bioceramics 18 (18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Ceramics
in Medicine;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Ceramics in Medicine), 2005. 12. 5-8, Kyoto,
Japan

▶ Lee BH,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Biodegradable bone cement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 Hwang JS, Lee SB, Oh KT, Kim KN, Kim KM: Titanium oxide layer
with micro and nano tubes on titanium substrate. 

▶ Jeong SH, Jang SO, Kim KN, Kwon HK, Park YD, Kim BI:
Remineralization potential of toothpaste containing nano-
hydroxyapatite. 

▶ Chae MH, Lee YK, Kim KN, Lee JH, Choi BJ, Choi HJ, Park KT:
The effect of hydroxyapatite on bonding strength in light curing
glass ionomer dental cement.

▶ Yoon SI, Lee YK, Kim KN, Kim SO, Son HK, Kwak JY, Kim JY,
Choi HJ: A comparison of the hydroxyapatite and β-tricalcium

phosphate in glass ionomer dental luting cement.
▶ Kim YU, Lee BH,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Effect of cooling rate and particle size on
compressive strength of macroporous hydroxyapatite.

▶ Kim MC, Lee BH, Kim KN, Kim KM, Choi SH, Kim CK, Legeros RZ,
Lee YK: Application of x-ray micro-computed tomography on
macroporous calcium phosphate glass scaffolds.

▶ Lee SB, Park KJ, Lee DY, Park JJ, Hwang JS, Lee YK, Kim KN,
Kim KM: A histological evaluation of novel cyanoacrylate-based
β-TCP composite in rat calvarial defects.

▶ Kim WH, Kim KM, Lee YK, Lee KW, Kim KN, Shim JS: The effect
of tribochemical silica treatment on the shear bond strength of
dental composite resin to gold electroformed surface.

▶ Kim TG, Jung CS, Lee YK, Choi SH, Choi KS, Kim CK, Choi JK:
The effect of autograft and calcium carbonate on the periodontal
healing of 3-wall intrabony defects in dogs.

III. 연구비

가. 김경남 교수
▶ 다공성 복합체를 이용한 구강악안면 경조직재생유도 및 생체역할모델 구축(3

차년도), 과학재단 MRC 과제 (제1총괄 제1세부과제), 2005. 9-2006. 8.

나. 김광만 교수
▶ 치과용 치료재료 적정보상방안 체계 개편 연구용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6-2005. 10.
▶ 치조골 재생용 Bongros R - HA의 골재생 효능평가, 바이오알파

2005. 8-2006. 2.
▶ 광중합형 치과용 수복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질 연구 (2차년도)

보건복지부, 2005. 5-2006. 3.

다. 이용근 교수
▶ 구강악안면 경조직재생을 위한 세라믹/고분자 생체재료에 관한 연구 (3차년

도), 과학재단 MRC과제 (제2총괄 제1세부과제), 2005. 9 - 2006. 8.
▶ 치주조직 재생용 생분해성 hybrid scaffold 개발 (3차년도), 보건복지부 중

점과제 (6세부과제), 2005. 5 - 2006. 3.

IV. 투고및도서발간

가. 도서발간
▶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11권 1호, 2006년 3.
▶ 치과재료학, 4판, 치과재료학교수협의회, 2006. 3.

V. 시험기기구입

▶ 없음.

VI. 기타

1. 학위 취득
서병인 : Tsurumi 대학 치의학박사 (2005년 11월 28일)
심형민: 이학박사 (2006년 2월)
황재선: 치의학석사 (2006년 2월)

2. 대학원 입학
문승균 (치의학과 통합과정) : 2006년 3월 1일
탁창우 (치의학과 석사과정) : 2006년 3월 1일
노지연 (치의학과 석사과정) : 2006년 3월 1일
심연수 (치의학과 박사과정) : 200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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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

일 자 강 의 제 목 강 의 내 용 담당교수

3월 6일 인상재 인상재의 사용방법, 최신 경향 김경남

3월 13일 치과용 시멘트 치과용 시멘트의 최신경향과 선택 김광만

3월 20일 치과용 중합체 의치상용 레진과 기타 중합체 이서

3월 27일 직접충전용 레진 및 접착제 직접충전용 레진과 접착제의 최신경향 오명환

4월 3일 아말감 및 수은 아말감의 성질 및 취급법 김경남

4월 10일 소아치과재료 씬런트, 불소제재 등의 소아치과재료 김희재

4월 17일 중간시험 김광만

4월 24일 치과교정재료 치과교정용 재료의 종류와 특성 이진숙

5월 1일 치과용 세라믹 치과용 세라믹의 최신경향 고대진

5월 8일 치과용 임플란트 골대체재료 및 골형성 유도재료 송 진

5월 15일 치과주조용 합금 치과용 임플란트의 최신경향 노 학

5월 22일 치과용 임플란트 근관충전재 및 치료제 엄태관

5월 29일 근관치료재료 학생 종설발표1 김해중

6월 5일 발표 학생 종설발표2 김광만

6월 12일 발표 학생 종설발표3 김광만

6월 19일 발표 김광만

6월 26일 기말시험 김광만

대학원 : 석사과정-치과재료규격및시험방법(사이버강좌)-김경남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3 8 Mercury and alloys for dental amalgam (ISO 24234:2004) 김경남

3 15 Casting gold alloys (ISO 1562:2004) 김경남

3 22 Base metal materials for fixed dental restoration 

(ISO 16744:2003) 김경남

3 29 Fatigue test for endosseous dental implants 

(ISO 14801:2003) 김경남

4 5 식목일(휴강) 김경남

4 12 Polymer-based filling, restorative and luting materials

(ISO 4049:2000) 김경남

4 19 Polymer-based crown and bridge materials

(ISO 10477:2004 ) 김경남

4 26 Denture base polymers (ISO 1567:1999) 김경남

5 3 Dental alginate impresstion material (ISO 1563:1990) 김경남

5 10 Elastomeric impresstion materials (ISO 4823:2000) 김경남

5 17 Dental ceramic (ISO 6872:1995) 김경남

5 24 Periodontal curettes, dental scalers and excavators

(ISO 13397-2:2005) 김경남

5 31 Dental units (ISO 7494-1:2004, ISO 7494-2:2003) 김경남

6 7 Dental handpieces (ISO 7785-1:1997 ISO 7785-2:1995) 김경남

6 14 Dental operating light (ISO 9680:1993) 김경남

6 21 Final examination 김경남

대학원: 박사과정-치과재료생물학적친화성(수요일오전7:30
/서병인홀)-김광만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3 8 생체친화성 김광만

3 15 생체친화성 평가의 유형 및 원칙 김광만

3 22 세포독성 평가 김광만

3 29 초독회 김광만

4 5 전신독성 평가 김광만

4 12 유전독성 평가 김광만

4 19 자극성 및 이식 평가 김광만

4 26 중간평가 김광만

5 3 세포독성시험 실습 김광만

5 10 치아수복재의 생체친화성 김광만

5 17 골이식재의 생체친화성 김광만

5 24 치과용 임플란트의 생체친화성 김광만

5 31 초독회 김광만

6 7 총정리 김광만

6 14 기말평가 김광만

일 자 강 의 제 목 담당교수

3월 9일 서론 및 용어 설명, 치과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생물학적 성질 김광만

금속, 고분자, 세라믹 재료의 기초

3월 23일 알지네이트 인상재 김경남

아가 인상재

4월 6일 고무 인상재 김경남

기타 인상재

4월 20일 중간시험 김광만

5월 4일 치과용 석고, 기타 다이 및 모형재 김광만

치과용 매몰재

5월 18일 치과용 심미 수복재/상아질 접착제 김광만

치면열구전색재

6월 1일 치과용 아말감 김경남

6월 15일 기말시험 김광만

블록강좌: 고정성보철학Ⅱ(금요일3~4교시-강의, 금요일5~8교시-실습) 
일 자 강 의 제 목 강 의 / 실 습 내 용 담당교수

3월 3일 인상재(1) 수성 인상재 / 알지네이트 인상재 김경남/배현경

3월 10일 인상재(2) 고무 인상재 / 고무 인상재 김경남/김지연

3월 17일 인상재(3) 기타 인상재 / 연합인상 김경남/박경준

3월 24일 치과용 석고(1) 치과용 석고 / 석고의 성질(1) 김광만/김희재

3월 31일 치과용 석고(2) 치과용 석고 / 석고의 성질(2) 김광만/송 진

4월 28일 중간시험

6월 2일 매몰재 매몰재 / 매몰재 김광만/이서

블록강좌: 수복학Ⅱ(화요일1~2교시-강의, 화요일5~8교시-실습)
일 자 강 의 제 목 강 의 / 실 습 내 용 담당교수

3월 28일 치과주조용 금합금/왁스 치과주조용 금합금, 왁스/치과용 왁스 김광만/이진숙

단독강좌 : 본과3학년임상치과재료학(월요일4교시) 단독강좌: 원주치위생학과2학년치과재료학(격주목요일1~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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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1학기 행사 계획

박

사

(

명)

석

사

(

명)

석
박
사

통
합(

７
명)

문현주 1학기(휴학)
앙 카 1학기(휴학)
심연수 1학기
황수 2학기(휴학)
박미 2학기
정형구 2학기
김수화 4학기
장선옥 4학기

최은미 4학기
오 일 5학기
김신애 5학기
이지환 5학기
김금진 5학기(휴학)
오상환 6학기
이종석 6학기
이상배 6학기

박 상 6학기
이진민 7학기
주욱현 8학기(휴학)
박정종 9학기
김정한 11학기

김남현 1학기(휴학)
탁창우 1학기
노지연 1학기
정향숙 2학기
김형석 3학기
이주혜 4학기
이세호 5학기
강원술 5학기
임기형 5학기
지창진 7학기(휴학)

문승균 1학기
제진아 1학기(휴학)
김우현 3학기
이병현 5학기
강동국 7학기
김민철 7학기
김동현 8학기

NEWS

1. 김희재 선생 개원 (연세쥬니어치과의원) : 서울시 마
포구 신수동 99-2 광흥빌딩
이서 선생 개원 (연세꿈치과의원) : 서울시 등포
구 여의도동 15-12 성우빌딩 306호
신자 선생 개원 (워싱턴 올리브 치과) : 구로구 고
척동 76-38 원메디타운 10층

2. (주)알파덴트(노학,고대진) 이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3. 10월25일 연구소 평가에서 우수연구소로 평가받음.
4. 박경준 선생 예스바이오 창업 (2005. 9. 23)
5. 서병인 외래교수 :국민훈장(목련장)수상(2005.12.12)
6. 교실 워크숍 : 축령산 (2006. 2. 10-2. 11)
7. 시험평가 치과용세라믹 워크숍 (2006. 2. 8)
8. 심형민 박사 : 오스템 입사 (2006. 2. 20)
9. 제진아 선생 : 미국 유학예정
10.김수화 선생 : 한양여자대학 치위생학과 전임교수발령

(2006. 3. 1)
11.서병인 외래교수 Eugine Skinner 상 수상예정

(2006. 3)
12.본과 1학년 치과재료학 PBL 수업 성료 (수고해주신

외래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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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술활동

가. 학회참가예정

☞ AADR 2006-35th Annul Meeting & Exhibition

of the AADR, 2006. 3. 8-11, Orlando, USA.

이용근

☞ 대한치과기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2006. 4,

경북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대구

☞ Asia-Pacif ic Chit in and Chitosan

Symposium, 2006. 4. 23-26, 부산. 이상배

☞ 84th General Session & Exhibition of the

IADR, 2006. 6. 28-7. 1, Brisbane, Australia.

김경남, 김광만, 이지환, 김우현

☞ Thermec 2006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cessing & manufacturing of advanced

materials Processing, Fabrication,

Properties, Applications 2006. 7. 4-8,

Vancouver, Canada.  이용근

☞ 7th Asian Symposium on Biomedical

Materials, 2006. 8.20-23, 제주

니. 교실개설 과목(세미나)

☞ 치과재료 규격 및 시험방법 (사이버 강좌)-김경남

☞ 치과재료 생물학적 친화성 (수요일 오전 7:30/서병인

홀)-김광만

II. 서류및간행물발간

가)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치재연보 11권 2호, 2006년 8월

나) 교실 및 연구소 학술논문 발표집
☞ 발간예정

III. 구입예정시험기기
☞ 피로시험기

IV.대학원생현황

2
0

1
0

대학원생 공지 사항

1. 대학원생 주차 안내
- 1일 1매당 3,000원이며, 1개월 단위로 20매씩 판매
- 주차쿠폰 판매장소 : 새병원 지하 주차관리사무소
- 주차쿠폰 판매시간 : 08:30~17:00 (평일)

08:30~12:30 (토)
- 주차관리사무소 제출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학생증지참
2. 의국비

- 모든 대학원생께서는 김우현 선생에게“의국비”를
내주셔야 합니다.

- 매달 2만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26-147370-02-
105, 예금주: 김광만

3. 대학원생대표
- 이주혜 선생님 (전화:016-726-0597) (e-

mail:juhye@yumc.yonsei.ac.kr.)
4. 수강학점

- 석사 4학기생 이상은 연구지도Ⅰ, 박사 4학기생 이
상, 통합과정 6학기 이상은 연구지도Ⅱ를 학점에 관
계없이 석사는 1회, 박사 및 통합은 2회 이상 반드
시 청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SkyScan-1076 High-
resolution in-vivo
micro-CT system

1980년대 유럽의 한 대학연구실에서 해면골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나

온 아이 디어를 상품화 하면서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전형적으로

Micro-CT 스캐너는 X-ray micro-focused source, a detector

array, an object stage, a system control mechanism,

computing resources for reconstruction and visualization으로

구성된다. 

사람의 육체를 검사하기 위한 기존의 CT 스캐너에서 사용되었던 기술

을 바탕으로 탁상용의 Micro-CT X-ray 시스템은 사람 육체의 몇몇

부분의 microscopic research가 가능하다. 평면의 X-ray 빔 (Fan

beam)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CT (Conventional-CT) 스캐너와 비교

하여, 입체의 X-ray빔 (Cone beam or Parallel fan beam)으로부

터 1D 투 을 모아 Feldkamp 또는 기타 Reconstruction algorithm

을 이용하여 2D 단층 이미지를 구현한다. 기존의 CT와 마찬가지로 비

파괴의 장점은 그대로 있으며 2D 정보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3D

structure 재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Software의 발달로 Bone Histo-morphometry의 측정이 가능

하다. 

일반적인 응용 분야로는 composite materials (structure/strength),

biomedical (bone, teeth), foam structures (polymers, ceramic,

metal), geology (porosity, composition), biology (insects,

seeds), electronic packaging (failure analysis), non-

destructive testing 그리고 비파괴적 측정이 필요한 3D structure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non-destructive objects testing, ㎛단위의

High resolution 측정, 3D Reconstruction, Bone Histo-

morphometry measur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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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itanium implant inside the bone

③ Ceramic foam with open cell structure

[ 통합 6 학기 김 민 철 ]

① Human tooth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