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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마음을주었다고해서

작은정을주었다고해서

그의거짓없는마음을받았다고해서

그의깊은정을받았다고해서

내모든것을걸어버리는

깊은사랑의수 에빠지지않기를

한동안이유없이연락이없다고해서

내가그를아끼는만큼

내가그를그리워하는만큼

그가내게사랑의관심을안준다고해서

쉽게잊어버리는

쉽게포기하는

그런가볍게여기는인연이아니기를

이세상을살아가다힘든일있어

위안을받고싶은그누군가가

당신이기를

그리고나이기를

이세상살아가다기쁜일있어

자랑하고싶은그누군가가

당신이기를

그리고나이기를

이세상다하는날까지

내게가장소중한친구

내게가장미더운친구

내게가장따뜻한친구라고

자신있게말할수있는이가

당신이기를

그리고나이기를

이세상다하는날까지

서로에게위안을주는

서로에게행복을주는

따뜻함으로기억되는이가

당신이기를

그리고나이기를

지금의당신과

나의인연이

그런인연이기를

- 법정스님

2008년새해가밝았습니다.

무엇으로수필을메울까한참을고민하다가,

옛날초등학교시절 린일기쓸때가생각나피식웃었습

니다.

2008년늘여전히바쁘게사실교실원선생님들에게

아주가끔은더디가면서사람생각할수있는여유있길소

망해봅니다.

건강하시고항상행복하시기바랍니다.

■ 쓴이 박 혜 옥 (조교3년차)

마음을 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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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치과재료학교실에첫출근을하여치과대학과인연을맺은지어느덧 8년이라는시간이지나학위를마치고정

들었던치과대학을떠나려합니다. 처음에는부족한인원으로인해대학원생뿐아니라연구소연구원, 평가센터시험평가원, 교실수업

및실습조교등생각해보면참바쁜하루하루를보낸것같습니다. 현재는교실명칭도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로변경되고, 병원에서대

학으로위치도옮기고, 또한MRC도선정되어교실, 연구소, 평가센터와함께 4개의큰축이원활히돌아가고, 그에따라인원도많이

보강되어각자의역할도잘분담이돼서자신의일에좀더몰입할수있는시스템이갖춰진것같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변화된것이

참많은것같습니다. 그러고보니대한민국국민이라면적어도 5년에한번쯤은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변화”라는말을많이듣게됩

니다. 변화란사전적인의미로어떠한사물의성질이나형상이달라지는것을뜻합니다. 하지만달라진다고모든것이순방향으로가는

것은아닙니다. 때론, 변화되기전상황이더좋았을수도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변화를택했을때그것이바른선택이되기위해서는

어떠한것이필요한것일까요. 대부분의사람들은그해답을이미알고있습니다. 

우리는사회라는울타리속에서서로다른여러사람들이모여생활하고있고, 각자서로다른위치와입장에서생각하고

판단하기에똑같은것을접하고도다양한반응들을보이게됩니다. 하지만변화라는큰틀을받아들이기로결정했다면구성원들간의

유기적인협조를통해발생할수있는크고작은문제점들을도출하고열린마음을통해해결책을모색하여“발전”이라는결실을만들

어갈때진정으로바른선택의변화를창출해낼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렇듯구성원모두가저멀리있는한곳을응시하고, 그과정

중에생기는개인의욕심은“더불어함께”라는공동체의식으로채우면서노력해야만발전을이룰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변화를통

해전체의발전보다“나”를중요시하게된다면그결실은“혼돈”그자체일것입니다. 

현재이 을읽고계시는모든분들에게마지막으로하나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세상을혼자살아가실수있습니까? 대

부분의사람들이혼자살아갈수없다고답할것입니다. 그렇다면그답에걸맞게행동하며살아가고계시다고생각하십니까? 물론, 저

또한지금까지의모든삶을뒤돌아볼때, 아니단지 8년간의치과대학생활을통해많은인연을만들어가면서위에질문에대한답대

로생활하여노력했습니다만이 을쓰면서세삼다시생각해보니실로마음먹은대로잘되지는않았던것같습니다. 때론, 가까이있

는누군가로부터큰상처를받기도하고, 본의아니게나를믿고따르는사람에게상처를주기도하고, 또가끔은치유되지않아고뇌에

빠지기도하고, 이런생각들속에서지금까지저와함께했던수많은사람들에게과연“나는어떤의미 을까”라는질문을던져보니참

쑥스럽고후회가되는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 오늘한번쯤자신이어떤의미로기억되고싶은지생각해보는시간을갖는것은어떨

까요. 그리고지금당신의주위에있는사람들과서로가어떤의미인지에대해진솔하게이야기나눠보십시오. 진솔한질문을던지고답

할수있는것만으로도이미당신은그사람에게큰의미일것입니다. 나보다는타인과전체를 / 결과보단과정을 / 위보단아래를 / 찰

나보단 원을가슴속에새기며三人行必有我師라는말과같이항상낮은자리에서생각할수있는마음을지닌다면언제나행복한삶

을 위할수있는멋진치재인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항상같은공간에있을수는없지만서로아끼고사랑하는마음만은변치않는우리가됩시다!!             

- 501 -

한 마 디...  함께!!!

■ 쓴이 오 일 박사

2008년 학위과정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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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2학기 행사보고

I. 연구논문

가. 국내논문

▶ 김 택, 채경준, 정의원, 김창성, 이용근, 조규성, 채중규, 김종관, 최성호
: Bone-derived xenograft가 치주 골내낭 치유에 미치는 향. 대한
치주과학회지 37(3):489-496, 2007. 9.

▶ 이중석, 임현창, 채경준, 정의원, 김창성, 이용근, 조규성, 채중규, 김종
관, 최성호 : 성견 치주 골결손부에서 수종의 차단막에 의한 치주조직
재생 효과: 조직계측학적 메타 분석. 대한치주과학회지 37(3):465-478,
2007. 9.

▶ 최정유, 채경준, 김창성, 이용근, 조규성, 채중규, 김종관, 최성호 : 새롭
게 개발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가 백서두개골의 골재생에 미
치는 향. 대한치주과학회지 37(4):871-879, 2007. 12. 

▶ 이승범, 연제 , 채경준, 정의원, 김창성, 이용근, 조규성, 채중규, 김종
관, 최성호 : 다양한 골 이식재의 임상 효과에 대한 고찰. 대한치주과학
회지 37(4):719-732, 2007. 12. 

▶ 임현창, 채경준, 정의원, 김창성, 이용근, 조규성, 김종관, 최성호 : 백서
피하층에서 흡수성 차단막의 초기 조직 반응. 대한치주과학회지
37(4):839-848, 2007. 12.

▶ 이상배, 이주혜, 최성호, 김광만, 김경남, 이용근 : 치주조직 재생유도를
위한 차폐막의 물성 및 세포친화성.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4(4):411-
420, 2007. 12.

▶ 강민경, 이 은, 김경남, 이용근, 김광만 : 레진계 근관 실러의 물성. 대
한치과기재학회지 34(4):379-386, 2007. 12.

나. 국외논문

▶ Jung UW, Song KY, Kim CS, Lee YK, Cho KS, Kim CK, Choi
SH : Effects of chitosan membrane coated with polylactic and
polyglycolic acid on bone regeneration in rat calvarial defect.
Biomedical Materials, 2:S101-105, 2007. 9.

▶ Kim IY, Jung UW, Kim CS, Lee YK, Cho KS, Chai JK, Kim CK,
Choi SH : Effects of tetracycline blended polylactic and
polyglycolic acid membrane on the healing of one wall
intrabony defects in beagle dogs. Biomedical Materials,
2:S106-110, 2007. 9.

▶ Oh KT, Kang DK, Choi GS, Kim KN : Cytocompatibility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i-Au alloy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J Biomed Mater Res B Appl Biomater 83(2):320-
326, 2007.11.

▶ Im KH, Lee SB, Kim KM, Lee YK : Improvement of bonding
strength to titanium surface by sol-gel derived hybrid coating
of hydroxyapatite and titania by sol-gel process. Surface &
Coatings Technology 202:1135-1138, 2007. 12.

▶ Hong YW, Kim JH, Lee BH, Lee YK, Choi BJ, Lee JH, Choi HJ
: The effect of nano-sized β-tricalcium phosphate on
remineralization in glass ionomer dental luting cement. Key
Engineering Materials, 361-363:861-864, 2008. 1.

▶ Kim DH, Kim KM, Kim KN, Shim IB, Lee MH, Lee YK :
Targeting to carcinoma cells of chitosan- and starch-coated
magnetic particles for magnetic hyperthermia.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A, online published,
2008. 2.

II. 학술발표

가. 국내학회
1. 제 7회 연세치의학 학술대회, 2007. 11. 23, 연세대학교.

▶ 김민철, 이병현,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및 결
정화 라스 함량에 따른 스캐폴드의 특성.(금상 수상)

▶ 이병현, 김민철,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 Biodegradable bone
cement for hard tissue regeneration.

▶ 이상배, 이덕연, 이용근, 김경남, 최성호, 김광만 : Surface
modification of a guided tissue regeneration membrane using
tetracycline-containing biodegradable polymers.

▶ 김우현 : The Releasing Behavior of CHX from Polymer Coated
Titanium Surface.

▶ 노지연 : Bone regeneration using the mixture of Si-coral HA
and β-TCP in rat cranial bone defect model. 

▶ 노지연 : 우식예방용 불소 방출 스트립(strip)의 제조 및 평가.(동상 수상) 

▶ 문승균, 강동국, 주욱현, 오근택, 김경남 : Cytocompatibility and
Formation of Hybrid Surface on Ti-Ag Alloy for Dental
Implants.(동상 수상) 

▶ 박혜옥 : Chemical changes of dental composite resins after
extract treatments. 

▶ 탁창우, 주욱현, 오근택, 김경남 : Photocatalytic antibacterial effect of
TiO2 film of titanium alloys on Streptococcus mutans.(은상 수상)

2. 대한치과기재학회 학술대회, 2007. 11. 30. 경희대학교.

▶ 김민철, 이병현,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스캐
폴드의 결정화. 

▶ 이병현, 김민철, 김광만, 김경남, 이용근 : 생분해성 비정질 칼슘 포스페
이트 골이식재. 

▶ 김수화, 이덕연, 이상배, 이용근, 김광만, 김경남 : 소독액이 친수성 치과
용 인상재의 물성에 미치는 향.

▶ 김우현, 이상배, 김광만, 이용근, 김경남 : 티타늄 표면의 고분자 코팅에
따른 클로르헥시딘의 방출효과.

▶ 노지연, 오 일, 제진아,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 치아우식용 불소방출
스트립의 제조 및 평가. 

▶ 이상배, 이덕연, 이용근, 김광만, 최성호, 김경남 : 연치주조직재생을 위
한 유·무기복합 차단막의 특성.(학술대상 수상) 

▶ 이서 , 문승균, 김우현, 김광만, 이용근, 김경남 : 임플란트용 나노 구조
표면의 티타늄에 대한 MG 63 조골세포의 생물학적 반응.

▶ 이진민, 김경남, 이용근, 노병덕, 심준성, 정해경, 김광만 : 자가 발열 제올라
이트와 34.5% 과산화수소 혼합물의 치아 미백 효과와 발열 및 독성평가.

▶ 제진아, 노지연, 오 일, 진강식, 이덕연, 김경남, 이용근, 김광만 : 고분
자로 코팅된 dental absorbent point의 약물방출에 관한 연구. 

▶ 주욱현, 오근택, 황충주, 이용근, 김광만, 김경남 : Nickel-Titanium 합
금의 부식저항성, 표면 특성 및 생체적합성에 미치는 은 첨가의 향.

▶ 박정종, 이덕연, 박경준, 이상배, 김광만, 김경남 : 실리콘 첨가에 따른
Au-Pt-Pd 합금의 산화거동 및 레진접합 특성. 

나. 국외학회
1. European Conference on Applications of Surface and

Interface Analysis, 2007. 9. 9-14, Brussels, Belgium.
▶ Lee SB, Lee DY, Lee YK, Kim KN, Kim KM :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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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modification of guided tissue regeneration membrane
by poly(glycolide) containing tetracycline. 

▶ Choi JU, Chae GJ, Jung UW, Kim CS, Cho KS, Chai JK, Lee
YK, Kim CK, Choi SH : Effects of nonporous PTFE membrane
on bone regeneration in rat calvarial defects.

▶ Lee SB, Chae GJ, Jung UW, Kim CS, Lee YK, Cho KS, Chai
JK, Kim CK, Choi SH : The effects of calcium sulfate
combined with calcium carbonate in human periodontal
intrabony defects.

▶ Kim WH, Lee SB, Oh KT, Moon SK, Kim KN : The Releasing
Behavior of Chlorhexidine by Titanium Surface Treatment.

▶ Moon SK, Kang DK, Joo UH, Oh KT, Kim KN : Surface
Characterization and Biological Assessment of Hybrid Surface
on Ti-Ag alloy.

▶ Tak CW, Joo UH, Oh KT, Kim KN : The Effects of
Photocatalytic Activity on Titanium Alloys and its Surface
Characterization.

▶ Joo UH, Oh KT, Kim KN : Electrochemical, ion release
properties, and surface characterization of Nickel-Titanium-
Silver Alloys.

▶ Kang DK, Moon SK, Oh KT, Kim KN : The Charaterization of
Oxide Film on Ti-Ag-Cu alloys in Simulated Body Fluid.

▶ Kim SH, Lee DY, Kim KM, Kim KN : Chang of surface property
of dental impression materials according to time and disfection. 

2. International Symposium on Ceramics in Medicine,
2007. 10. 24-26, Nantes, France.

▶ Kim MC, LeGeros RZ, Kim KN, Kim KM, Lee YK : Fabrication
and mechanical property of calcium phosphate glass scaffold.

▶ Lee BH, Kim MC, LeGeros RZ, Kim KN, Kim KM, Lee YK : A
comparative study on novel amorphous bone cement with
conventional brushite bone cement. 

▶ Hong YW, Kim JH, Lee BH, Lee YK, Choi BJ, Lee JH, Choi HJ

: The effect of nano-sized β-tricalcium phosphate on
remineralization in glass ionomer dental luting cement.

▶ Roh J, Hah SM, Kim JY, Lee SB, Kim HJ, Kim KM : Bone
Regeneration Using the Mixture of Si-Coral HA and β-TCP in
Rat Cranial Bone Defect Model.

3. International Dental Materials Congress 2007, 2007. 11.
21-24, Bangkok, Thailand.  

▶ Lee BH,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Lee YK : A
novel biodegradable bone graft material.

▶ Je J, Lee DY, Kim KN, Lee YK, Kim KM : The controlled drug
release from the dental absorbent point coated with polymer.

▶ Oh YI, Lee DY, Kim KM, Kim KN : Influences of dextrin in
calcium phosphate composite cement for bone substitute. 

4. Asia Symposium on Biomineralization, 2007. 11. 21-23,
Xiamen, China.   

▶ Lee BH, Kim MC, Kim KN, Kim KM, Choi SH, Lee YK :
Biodegradable calcium phosphate glass bone cement. 

▶ Shin JA, Choi JY, Chae GJ, Chung EW, Kim CS, Cho KS,
Chai JK, Lee YK, Kim CK, Choi SH : Effects of chitosan-
hydroxyapatite membrane on bone formation in a rat calvarial
defect model. 

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medical Engineering,
2008. 2. 13-15, Innsbruck, Austria.    

▶ Lee SH, Kim KN, Lee YK : Injectable bone substitute composed
of PLGA/HA composite microspheres containing antibiotics. 

III.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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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2단계 3차년도), 과학재단 MRC 과제 (제1총괄 제1세부과제),
2007. 9 - 2008. 8.

▶ 고온멸균소독에 따른 고속 에어터빈 핸드피스의 수명에 관한 연구, 대한
치과의사협회(용역연구사업), 2007. 5. - 2008. 2.

나. 김광만 교수
▶ 고기능성과 생체적합성을 갖는 치과용 골수복재의 개발(2차년도), 산업

자원부, 2007. 5. - 2008. 4.

▶ 치과생체재료의 생체친화성 - 세포독성평가를 중심으로, 치과대학,
2007. 6. - 2008. 5.

▶ 조직재생유도(GTR)용 기능성 Gold 차폐막 개발, 중소기업청, 2007. 7.
- 2008. 6.

▶ 펩타이드 표면처리한 티타늄의 골재생 효과, 오스템임플란트(주), 2008.
1. -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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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3차년도), 과학재단 MRC 과제 (제2총괄 제1세부과제), 2007. 9. -
2008. 8.

▶ 의료용 향균 Glass Ionomer Cement 개발 (1차년도), 중소기업청 (기
술연구회사업), 2007. 10. - 2008. 9.

▶ 의료기기 포장용 항균포장 소재의 개발 (2차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개발사업), 2007. 10. - 2008. 9.

라. 이상배 박사
▶ 치과용 실리콘 고무인상재의 국제규격에 의한 평가, (주)HRS(용역연구

개발사업), 2007. 9. - 2008. 8.

IV. 투고및도서발간
▶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13권 1호, 2008. 3. 

V. 시험기기구입
▶ 없음

VI. 학술행사
▶ 2007 치과재료 실무자들을 위한 치과재료 다가가기 기초강좌

[9월 18일(5차): 인상재, 10월 30일(6차): 임플란트, 11월 27일(7차): 골
이식재, 치주조직재생유도재, 12월 18일(8차): 생물학적 평가]

▶ 치과 의료기기 표준 활용화 심포지엄(2008.2.26) 

VII. 기타
1. 학위 취득

김수화 : 치의학박사(2008년 2월)
오 일 : 이학박사(2008년 2월)
이서 : 치의학석사(2008년 2월)
노지연 : 치의학석사(2008년 2월)
탁창우 : 이학석사(2008년 2월)

2. 대학원 입학

홍민호(응용생명과학과 통합과정) : 2008년 3월
한미라(응용생명과학과 석사과정) : 200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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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

3월 25일

일 자 시 간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2

5-8

치과 주조용 금합금

치과용 왁스

금합금의 종류 및 특성

치과용 왁스의 종류, 특성

김경남

본과2학년,  4쿼터 / 수복학Ⅱ
화요일, 2교시(강의), 5-8교시(실습)

3월 7일

3월 14일

3월 21일

3월 28일

4월 4일

6월 13일

6월 20일

일 자 시 간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3-4

5-8

3-4

5-8

3-4

5-8

3-4

5-8

3-4

5-8

3-4

5-8

3-4

인상재 Ⅰ (재료) 알지네이트 인상재

인상재 Ⅰ (알지네이트 인상재)

인상재 Ⅱ (재료) 고무 인상재

인상재 Ⅱ (고무 인상재)

인상재 Ⅲ (재료) 기타 인상재

인상재 Ⅲ (연합 인상재)

모형재 Ⅰ (재료) 석고산물

모형재 Ⅰ (경화시간, 반응열)

모형재 Ⅱ (재료) 석고산물, 기타

모형재 Ⅱ (경화팽창, 현미경관찰)

매몰재 (재료) 매몰재 종류 및 특성

매몰재 (경화팽창)

치과주조, 주조과정, 

납착용 합금 (재료) 납착용 합금의 특성

김경남

김경남

김경남

이용근

이용근

이용근

김경남

본과2학년,  1·2쿼터 / 고정성보철학Ⅱ
금요일, 3-4교시(강의), 5-8교시(실습)

제 1주 3월 5일 김경남

제 2주 3월 12일 김광만

제 3주 3월 19일 김경남

제 4주 3월 26일 김경남

제 5주 4월 2일 김경남

제 6주 4월 9일 김경남

제 7주 4월 16일 김경남

제 8주 4월 23일 김경남

제 9주 4월 30일 김경남

제 10주 5월 7일 김경남

제 11주 5월 14일 김경남

제 12주 5월 21일 김경남

제 13주 5월 28일 김경남

제 14주 6월 4일 김경남

제 15주 6월 11일 김경남

제 16주 6월 18일 김경남

Introduction

Biological testing of metal biomaterials 

Classes of metal biomaterials 

Some background concept of biology (1) 

Some background concept of biology (2) 

Host reactions to biomaterials (1)

Host reactions to biomaterials (2)

중간고사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etal

biomaterials

Degradative effects of the biological

environment on metals and ceramics

Orthopedic applications (1)

Orthopedic applications (2)

Dental applications

Tissue engineering

Dental metals and alloys

기말고사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대학원수업계획서
금속생체재료학-김경남 / (강의 : 수요일7시30분, 치과대학5층서병인홀)

제 1주 3월 5일 이용근

제 2주 3월 12일 이용근

제 3주 3월 19일 이용근

제 4주 3월 26일 이용근

제 5주 4월 2일 이용근

제 6주 4월 9일 이용근

제 7주 4월 16일 이용근

제 8주 4월 23일 이용근

제 9주 4월 30일 이용근

제 10주 5월 7일 이용근

제 11주 5월 14일 이용근

제 12주 5월 21일 이용근

제 13주 5월 28일 이용근

제 14주 6월 4일 이용근

제 15주 6월 11일 이용근

제 16주 6월 18일 이용근

재료과학 서론

원자 구조와 원자 결합

고체의 구조

고체의 결함

고체의 확산

기계적 성질

파 손

휴 강

상태도

금속 재료

세라믹 재료

고분자 재료

복합 재료

열적 성질

광학적 성질

기말 고사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대학원수업계획서
재료과학-이용근 / (강의 : 수요일8시30분~9시20분, 치과대학6층세미나실)

제 1주 3월 10일 이용근

제 2주 3월 17일 김광만

제 3주 3월 24일 이용근

제 4주 3월 31일 김경남

제 5주 4월 28일 김경남

제 6주 6월 9일 김경남

제 7주 6월 23일 김광만

교정재료의 구조와 물성

교정재료의 기기분석

교정재료의 기계적 특성 시험

인상재

접착의 원리

치과용 시멘트

교정재료의 안정성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대학원수업계획서
교정·소아치과재료학-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강의 : 월요일7시30분~9시, 치과병원7층강당)

대학원 수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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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1학기 행사 계획

박

사

(

명)

석

사

(

명)

석
박
사

통
합(

명)

조윤정 2학기

문현주 4학기

심연수 4학기

황재선 4학기

황수 5학기

장선옥 6학기

김금진 9학기

이종석 10학기

정형구 3학기(휴학)

박미 4학기(휴학)

이지환 6학기(휴학)

한미라 1학기
이동현 2학기
강민경 3학기
조선 1학기(휴학)
이주혜 4학기(휴학)

홍민호 1학기
진강식 3학기
제진아 4학기
문승균 5학기
김우현 7학기
이병현 9학기
강동국 11학기
김민철 11학기

NEWS

1. 장선옥 : 결혼(2007.12.08)

2. 이상배 : 빙모상(2008.02.20)

3. 김형식 :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특성화 선택과정실습
(2008.02.11~22)

6. 교실 워크숍 : 경기도 양주시 장흥읍 송암천문대 (2008.
1.18-19)

3.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시험검사원 퇴사 : 설혜연
(2007.11.30), 장지연(2008.02.29)

4.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시험검사원 입사 : 장지연
(2007.12.16), 박은진(2007.12.20), 박윤정(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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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술활동

가. 학회참가예정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tallurgical
Coatings and Thin Films, 2008. 4. 28 - 5. 2, San
Diego, USA. (이용근)

▶ Asia Pacific Dental Congress, 2008. 5. 6 - 10,
Bangkok, Thailand. (이용근, 이상배)

▶ World Biomaterials Congress, 2008. 5. 28 - 6. 1,
Amsterdam, Netherlands. (이용근)

▶ IADR, 2008. 7. 2 - 5, Toronto, Canada (김경남, 김
광만, 김우현, 박혜옥, 진강식)

▶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chnological
Advances of Thin Films & Surface Coatings, 2008.
7. 13 - 16, Singapore. (김경남, 이상배, 문승균, 강민경)

나. 해외연수

▶ 단기연구출장(2008.3.19-6.18), NIST, Gaithersburg, USA.
(김광만)

다. 교실개설 과목(대학원)

▶ 응용생명과학과 : 금속생체재료학(수요일 오전 7:30-8:20)-김경남

▶ 치의학과 : 재료과학(수요일 오전 8:30-9:20)-이용근

▶ 치의학과 : 교정·소아치과 재료학(월요일 오전 7:30-9:00)-김
경남, 김광만, 이용근

II. 서류및간행물발간

가.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치재연보 13권 2호, 2008년 9월

나. 치과의료기기 표준활용화 포럼집 발간
▶ 2008년 12월

III. 구입예정시험기기
▶ 전기화학분석기

▶ Fatigue tester(1000N)

▶ 항온항습기

IV. 대학원생현황 (2008년3월1일현재)

1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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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옥 선생에게“의국비”를 내주

셔야 합니다.
- 한 학기에 15만원(3월중에 입금요망),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147370-02-105, 
예금주 : 김광만

3. 대학원생 대표
- 문승균 선생님 (전화 : 010-7540-0717) 

(e-mail : skmoon@yuhs.ac)

4. 수강학점
- 석사 4학기생 이상은 연구지도Ⅰ, 박사 4학기생 이상,

통합과정 6학기 이상은 연구지도Ⅱ를 학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청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치과용 임플란트나 교정용 와이어, 본 플레이트, 교정용 미니스크

류와 같은 생체재료는 대부분 금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체 내에

서의 내식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생체재료의 내식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기화학 분석기를 이용한다.

전기화학은 물질들 사이에서 전자를 얻거나(환원) 전자를 잃는(산

화)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산화환원반응은 농도와 동역학, 반응

메카니즘, 화학반응상태와 용액내의 반응 종들의 행동양상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otential(E), Current(I), Charge(Q),

Time(T)과 같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측정하여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전기화학테크닉은 Working 전극과 Reference 전극,

Counter 전극을 사용하는 3전극계를 사용한다. 3전극계는

potentiostat 장비를 사용하며, working 전극의 전위를 조절하여 시

간에 따른 전류 도로 측정되어 진다.

Impedance란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저항

(Resistance), 축전기(Capacitor) 및 유전기(Inductor) 등으로부터

생기는 복합 저항으로 타이타늄과 같은 부동태피막의 특성과 안정성

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Impedance를 측정하여 다른 실험방법

에 비하여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실험 중의 하나가 부식율의 측정

과 부식 메카니즘을 밝히는 것이다. 부식율의 측정은 어려운 실험이

라고 할 수 없지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Impedance 측

정을 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부식율을 측정할 수 있다. 티타늄피막

의 저항측정에 있어서 전극에 교류주파수를 적용하고 그에 따른 시스

템의 전류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주파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셀에

신호를 적용하면 그 결과로 주파수의 함수인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응용 분야로는 부식과 방식, 배터리(2차 전지), 연료전지,

센서, 생명공학, 일반 전기화학 연구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현재 이 분석기기는 주로 합금의 내식성 평가뿐 아니라 표면처리

된 임플란트의 내식성평가 및 전기화학적 특성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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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석사 3학기 : 탁창우 ]

전기화학분석기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 그림1. 전기화학분석장비(VersaSTAT3)

▶ 그림2. Ti-Ag alloy 정전위 실험결과

▶ 그림 3.Ti-Ag alloy 임피던스실험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