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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입니다. 치재연보를통해소식을전하게됐습니다.

올해는김경남교수님이회갑을맞이하는해입니다. 항상냉철하고정직하게살아가는법을부족한제자에게가르쳐주시

던 때를 생각하면서 교수님의 만수무강을 기원 드립니다. 교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

아도전하시는모습은지금도열혈청년이십니다. 더불어김광만주임교수님도교실살림살이를변함없이잘이끌어가고계

십니다.

가장가까운친구나동료에게편지나 을쓸때항상머뭇거려집니다. 나의망설이는마음은내생각을평상시가까운동

료일수록그들에게전달하는것을미루거나생략하게합니다. 그리고는내동료가내생각을정말잘알것이라생각하고지

내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시간을 두고 지나쳐 보면 누적되어 동료에게 나를 너무나 모르게 합니다. 생각하면 속이 상하더군

요. 안타깝지요. 어떤목적을가지고흐르는시간을같이한동료가동료의실상을넘모르고지내다니…

우린 너무나 자신의 일과에 치우쳐 사는 집단인가 봅니다. 서로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살더군요. 바닷가에서 다이빙하는

친구들은세상을쉽게생각하고항상자신에게자유롭고관대합니다. 시간에얽매이지않고다음다이빙시간을위해체내의

질소가스를 빼내는 육상 휴식시간을 즐겁게 기다리는 그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특징이 있는 우리

나라 동해의 수심 20미터 깊이에서 다이버가 냉수대를 만나 이마에 싸한(?) 차게 느껴지는 짜릿한 찬물 다이빙의 기억을 생

각하면서도, 다음다이빙시간에들어가면바닷속은나에게어떤모습으로보여질까? 혹시좋은피사체를하나건져낼수있

을까? 아니야커다란회색빛몸짓으로너울거리며도망가는동해바다의물문어를만나겠지. 압축공기가줄어드는것을나

타내는 수심계를 바라보면서 수면으로 떠 오르려 할 때 햇살 비치는 수심대의 바위 위에 모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멍게

군락을만날수있겠지.

일상으로 돌아와 치과임상 잡지사의“치과임상 재료, 기구 및 장비”와 덴포라인 신문의 치과병(의)원의 안방살림꾼“치과

경 관리사”연재물을 정리합니다. 내가 아니어도다른 누군가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원고는시간이 날 때마다정리해 두면

원고 제출날짜에 쫓기지 않습니다. 연재물은 특성상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일상생활에 부담을 느끼면 중도 하차하

게 됩니다. 조선대 치과병원 보존과에서 수련할 때‘시간이 나거든 정리를 해보겠다’던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잠이

부족한 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다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찜찜하더군요. 어떻게든 진행하고 나면 홀가분해

지거든요. 여기에다 살을 붙이는 건 또 다른 사람의 몫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내 노트북에 쌓아 놓은

사진과 은언제나나의양식으로듬직하게느껴집니다. 나는즐겁고자유롭게살고싶습니다. 마냥바다처럼…

치과임상잡지사의“치과임상재료, 기구및장비”연재 이벌써 45회를맞이하 습니다. 곧 5년째가되어갑니다. 그 동

안뒤에서부족한내용을완성시키기위해묵묵히조언을주신김경남, 김광만교수님께이공간을빌어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지난해겨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주관하는의료기기제조업및품목허가, KGMP(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

리기준적합인정) 과정을혼자진행해도통과할수있다는김남이대표의조언에힘을얻어 2010년 현재제조업허가, 품목신

고 4건, KGMP(1등급)를 통과 했습니다. 1등급으로 (1)치과용 인상처치재(상품명; Sulci clear), (2)치과용 인상처치재(상품

명; Gingi clear), (3)산부식제(상품명; Etchant gel), (4)치과용 클린저(상품명; EDTA gel)를 품목신고 하 습니다. 이

을읽고있는관심있는교실원은용기를얻길바랍니다.

2010년 8월 11일

남양주시 금곡에서 보내온 편지

■ 쓴이 김인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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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러 갑니다’. 몇 년 전에 어둠의 방법(?)으로 봤었지만, 그 이후 CD로 구워 매년 한 번씩 이상은 다시 보게 되는

제 베스트 화입니다. 죽은 아내 미오가‘비의 계절’에 다시 기적처럼 돌아와 이승의 남편 타쿠미와 아들 유우지를 만나게

된다는 애잔하고 환상적인 줄거리예요. 돌아온 미오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곧 다시 만난 가족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자신이살아있을때썼던일기를보게되요. 여기에는‘나를기다려주세요…지금, 만나러갑니다.’라는문구가있었

죠. 그래서미오는자신이왜다시왔는지알게됩니다.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희미해지면 전 이 화를 다시 찾게 됩니다. 간절한 대상이 가령, 헤어진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 풍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사랑에 화 장면을 천천히 돌려보기도

하고심신이지쳐갈때음악에푹빠지기도하구요. 

얼마 전 주말에 이 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본 이유는‘쉬고 싶어서’ 습니다. 매일 바쁜 일정으로 이리저리

뛰어 다닌 게 벌써 여기서만 6개월째 되었네요. 방학 중에 실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새로이 2학기를 맞이하려니 체력보

단의욕이더앞서는가봅니다. 처음이곳에들어왔을때어색한면이생각보다매우많았습니다. 

학부생으로서 실험실에 있어 보았지만, 이젠 직장인이고, 또 진짜 연구자의 신분이니깐요. 스스로의 결정이었지만

‘Clinician’이 아닌‘Researcher’로서, 다른 동기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는 없었습니다. 이번 관람은 제가 왜 이곳을 택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던

것같습니다. 말하자면미오가일기장을본것처럼요.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하고자 함’의 힘은 대단하죠. 여러 예술품을 탄생시켰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

고, 기발한 발명을 하기도 하고, 여러 학문들을 발전시켰습니다. 화라는 설정이기는 하지만‘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그리움과 사랑이 소재가 되어 미오를 이승으로 다시 이끌었구요. 제가 가진‘하고자 함’중 가장 큰 것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냥‘알고 싶다’는 그 호기심이 매일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해결하

기에는이곳은그이상으로좋은여건을두루갖추고있고, 여러 도움을받을수있는연구자, 교수님들도많이계셔서사실

몸은 피곤해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진로 동기로 참 단순하고 비현실적일지도 모르는 이유를 가진 제게 많은 기

회를주시고또물심양면으로도와주시는교수님들께이 을빌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고보면저는참많은축복을받은것같습니다. 끈기, 노력하고자하는의지, 건강한신체, 하고자하는열정, 좋은 선

생님과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아닌가 합니다. 이 곳에서는 늘 뛰는 가슴과 뜨거운 열정, 주위 사

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늘 곧은 학자로서의 마음을 배우는 기초를 우리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서 튼튼히 갖춰 나가겠습니다. 주인공 미

오처럼불가능을가능으로만들지도모를만큼으로요.

한 / 마 / 디

■ 쓴이 김미주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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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행사보고

I. 연구논문
가. 국내논문
▶ 김우현, 이상배,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타이타늄 표면에 항생제를

함유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의 코팅에 따른 약물방출 및 항균효과.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7(1):53-60. 2010. 3.

▶ 이 옥, 이상배, 김경남. 탄성 교합인기재의 물성비교. 대한치과기재
학회지 37(1):75-86. 2010. 3. 

▶ 김민철, 이병현,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Na와 F 원소가 칼슘 포스
페이트 라스의 용해도 및 세포 활성도에 미치는 향. 대한치과기
재학회지 37(2):107-114. 2010. 6. 

▶ 문승균, 강민경, 조유정, 박정종, 김광만, 김경남. 치과용 임플란트
적용을 위한 RBM과 MAO 표면처리 기법을 이용한 티타니아-하이
드록시아파타이트 복합코팅.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7(2):159-164.
2010. 6. 

나. 국외논문
▶ Lee JJ, Lee YK, Choi BJ, Lee JH, Choi HJ, Son HK,

Hwang JW, Kim SO. Physical properties of resin-
reinforced glass ionomer cement modified with micro and
nano-hydroxyapatite,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10:5270-5276, 2010.

▶ Lee SB, Jung UW, Choi Y, Jamiyandorj O, Kim CS, Lee
YK, Chai JK, Choi SH. Investigation of bone formation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cement in beagle dog.
Journal of Periodontal Implant Science, 40:125-131, 2010.

▶ Kim ST, Cho HJ, Lee YK, Choi SH, Moon HS. Bond
strength of Y-TZP-zirconia ceramics subjected to various
surface roughening methods and layering porcelain.
Surface and Interface Analysis, 42:576-580, 2010.

▶ Choi JY, Jung UW, Lee IS, Kim CS, Lee YK, Choi SH.
Resolution of surgically created three-wall intrabony
defects in implants using three different biomaterials: an
in vitro study. Clinical Oral Implants Research, 2010. 3.

▶ Hong MH, Lee DH, Kim KM, Lee YK. Improvement of
bonding strength between TiO2 film and Ti substrate by
microarc oxidation. Surface and Interface Analysis
(IF=1.272) 42:492-496, 2010. 6.

▶ Kim SE, Lee SB, Park JJ, Kim KM, Kim KN.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icroporous and nanoporous
anodic oxidation on titanium-silver alloys. Surface and
Interface Analysis (IF=1.272) 42:524-529, 2010. 6.

▶ Jin KS, Lee DY, Je J, Lee YK, Kim KN, Kim KM. The surface
profile and biocompatibility of hydroxyapatiteblasted gold
membrane as a periodontal guided tissue regeneration
membrane. Surface and Interface Analysis (IF=1.272)
42:519-523, 2010. 6.  

II. 연구발표
가. 국내학회
▶ 문승균. 생체활성이 우수한 생체재료용 복합체 코팅방법. 대한치과

의사협회 종합 학술대회 (2010.4.16-18)

▶ 문승균, 김우현, 강민경, 김광만, 김경남. 전기 분사 공정에 의한 항
균력을 갖는 Tetracyclin/PLA 코팅. 대한치과기재학회
(2010.4.23)

▶ 김형식,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전단응력의 변화에 따른 단일점주
도 인상재의 흐름 특성(The Flow properties of monophase
impression materials by shear stress change). 대한치과기재
학회 (2010.4.23)

나. 국외학회
1. Annual Meeting of Academy of Osseointegration,

2010. 3. 4-6, Orlando. USA.

▶ Fuhrmann D, Pollot B, Son JS, Lee YK, Park KB, Yang DJ,
Oh SH. Bioactive molecular loaded calcium phosphate
microsphere for bone regeneration. 

2. 2010 APCPST, 2010.7.4-8. Jeju, Korea

▶ Lee SB, Um SH, Song DH, Lee JH, Kim KM, Han JG, Kim
KN. Formation of an antibacterial silver layer on a TiO2
nanotube using magnetron sputtering. 

▶ Song DH, Um SH, Lee SB, Han JG, Kim KN. Antibacterial
silver-containing titanium oxide nanocomposite coatings
by a reactive magnetron sputtering. 

▶ Hong MH, Lee DH, Kim KM, Lee YK. Bioactivity and
bonding strength between Ti substrate and TiO2 film by
micro-arc oxidation.  

3. 2010 Thin Film, 2010.7.11-14, Harbin, China.

▶ Kim WH, Lee SB, Moon SK, Kim KM, Lee YK, Kim KN.
Biodegradable coating on dental implant using an
electro-spraying method.  

▶ Moon SK, Kang  MK, Kim SE, Park JJ, Kim KM, Kim KN.
Bioactivity and cell proliferation of titania-hydroxyapatite
hybrid coating on titanium. 

▶ Kim SE, Lee SB, Park JJ, Kim KM, Kim KN. Biomimetic
modification with growth factor loaded-microporous
oxidation on the titanium-silver alloy.  

4. 2010 IADR, 2010.7.11 -14, Barcelona, Spain.

▶ Kang MK, Moon SK, Kim KM, Lee YK, Kim KN.
Antibacterial effect and cytocompatibility of nano-
structured TiO2 film containing Cl. 

▶ Moon SK, Kang MK, Kim KM, Kim KN. Silver and silver
oxide coating formed on titania nan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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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HS, Lee YK, Kim KN, Kim KM. Flow properties of
monophase impression materials by shear stress change. 

▶ Je J, Moon SK, Lee YK, Kim KN, Kim KM. Hyperthermic
effect of gold-silica core shell nanopaticles for oral
cancer therapy.  

III. 연구비
가. 김경남 교수
▶ 구강악안면 경조직(악골) 재생의 실용화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9. 9. 1 ~ 2010. 8.31

▶ 치과용 탄성 교합인기재 및 교정용 브라켓의 기준 규격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1.18 ~ 2010.11.30

나. 김광만 교수
▶ 고 기능성과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Polyvinylsiloxane 인상재의 개

발(위탁책임자)(2차년도), 지식경제부, 2009.10. 1 ~ 2010. 9.30

▶ 지르코니아 소재 치과재료의 평가 기술 개발 연구(세부책임자), 식품
의약품안전청, 2010. 1.18 ~ 2010.11.30

▶ 구강악안면 경조직(치조골)의 실용화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9.
9. 1 ~ 2010. 8.31

▶ 치과재료 소독에 있어서 마이크로웨이브의 적용, 연세대학교 치과대
학, 2010. 6.1 ~ 2011. 5.31

다. 이용근 교수
▶ 골유도성 및 항생효과를 갖는 다공성 과립형 골이식재의 개발, 중소

기업청 국제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2009. 6 ~ 2011. 5.

▶ 의생물용 TEM과 AAALAC 인증 동물실험실을 이용한 항알레르기
및 항미생물 기능성 복합 소재의 개발,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사업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2009. 6 ~ 2011. 5.

▶ Dental CAD/CAM용 Glass-Ceramic Block 개발, 중소기업청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 2009. 6 ~ 2011. 5.

▶ 치과보철 치료용 나노세라믹 레진 블록 개발, 지식경제부 광역경제
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강원도), 2009. 10 ~ 2011. 4.

▶ 환자 줄기세포와 지능형 약물전달체계를 활용한 골수복용 지지체의
개발,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대구경북), 2010.
5 ~ 2012. 4.

라. 이상배 박사
▶ CAD/CAM용 치과 합금 소재 개발-비귀금속 합금개발, 중소기업청,

2010. 3 ~ 2011. 2.28

▶ 임플란트 주위 골 손실 예방을 위한 은 이온교환 처리된 Ti 임플
란트 표면처리법 개발, 보건복지부, 2010. 6. 1 ~ 2010.12.31

IV. 도서발간
▶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15권 1호, 2010. 2.

V. 시험기기구입
▶ Elisa reader

▶ Particle size analyzer

▶ Table-Top Universal testing machine (1,000N)

VI. 학술행사
▶ 4. 9(금) :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및 보철과학교실 및 보존과학교

실 초청 특강

연자; 서병인 박사 (Bisco Co.) 
연제; Overcoming the Clinical Challenges of Adhesion to

Zirconia

▶ 6.11(금) :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보철과학교실 및 보존과학교실
초청 특강

연자; 조성근 계장 (DIO implant iTero 사업부)
연제; Digital impression system oral scanner iTero 시연회

VII. 기타
1. 입사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황은혜 : 2010년 3월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강유화 : 2010년 5월

2. 여름방학 중 미국 대학원생 방문 연구 (8주간; 6/14~8/13) 

NSF Program ; East Asia and Pacific Summer Institutes
for US Graduated Students 

성명 ; Daniel Young

University of Tennessee 석사과정 (Biomed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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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강의시간표
대학원 수업계획서본과1학년4 Quater 수복학

화요일1교시, 목요일4-8교시, 금요일1-2교시
주 간 일 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제 1주 치아수복재의요구조건 (1)
치아 수복재에필요한기계적성질, 
물리적성질, 화학적성질, 
그리고심미성에대해논한다.

김광만

제 1주 치과용아말감의특성(1)
아말감합금의분류및조성
아말감합금의물리적, 기계적성질

김경남

제 2주 치과용아말감의특성(1) 
아말감합금의사용법에따른특성
치과용수은의특성및취급시주의사항

김경남

제 2주
실습:아말감의구성, 경화
및압축강도 (4)

아말감합금의입자형태관찰
아말감합금의조각시간측정
반응한아말감합금의미세조직관찰
아말감합금의압축강도측정

김경남

제 3주 치과용수복용시멘트: (2) Glass ionomer, Compomer 김광만
제 5주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 I (1)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의화학적특성 김경남

제 5주
직접수복용콤포짓
레진 II (1)

직접수복용콤포짓레진의종류및
물리적, 기계적특성

김경남

제 5주
실습:복합레진의물리적
성질및광중합특성 (2)

복합레진의중합깊이의측정
복합레진의강도측정

김경남

본과1학년3,4 Quater 치과생체재료학 (강의) / 수요일3교시

주 간 일 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제 1주 치과재료학이란? 구강의특성과치과재료의요구사항이해 김광만
제 2주 일반적성질(1) 치과재료의물리화학적성질이해 김광만
제 3주 일반적성질(2) 치과재료의물리화학적성질이해 김광만
제 4주 휴강 중추절
제 5주 기계적성질(1)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이해 이용근
제 6주 기계적성질(2) 치과재료의기계적성질이해 이용근
제 7주 생물학적성질 치과재료의생물학적성질이해 김광만
제 8주 중간평가 김광만
제 1주 금속재료(1) 치과 금속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경남
제 2주 금속재료(2) 치과 금속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경남
제 3주 고분자재료(1) 치과 고분자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광만
제 4주 고분자재료(2) 치과 고분자재료의기본성질이해 김광만
제 5주 세라믹재료(1) 치과 세라믹재료의기본적성질이해 이용근
제 6주 세라믹재료(2) 치과 세라믹재료의기본적성질이해 이용근
제 7주 치과용기기 치과진료에사용하는기기의소개 김광만
제 8주 기말평가 김광만

본과1학년4 Quater 고정성보철학Ⅰ (강의) / 금요일3-4교시

주 간 일 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제 3주 모형재(석고)
모형재를이해하고, 치과용석고의성분, 
특성및사용법을익힌다.

이용근

제 4주 인상재(알지네이트)
인상재를이해하고, 알지네이트인상재의
성분, 특성및사용법을익힌다.

김경남

본과1학년4 Quater 교합학 / 금요일5-6교시

주 간 일 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제 3주 모형재, 석고
치과용석고의성분, 특성을이해하고사용
법을익힌다.

이용근

제 4주 인상재, 알지네이트
알지네이트인상재의성분, 특성을이해하
고사용법을익히며, 상하악모형을얻는다.

김경남

본과2학년3 Quater 고정성보철학Ⅲ (실습) / 수요일5-8교시

주 간 일 자 강의 제목 및 내용 담당교수

제 1주 치과용시멘트Ⅰ 김광만
제 2주 치과용시멘트 II 김광만

본과2학년3 Quater 무치악보철치료학Ⅱ(강의및실습) / 월요일5-8교시

주 간 일 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제 7주
13:30-15:20(강의) 의치상용레진
15:30-17:20(실습) Arranging
posterior teeth (2) (Maxilla)

의치상용레진의성분과성질
및다루는방법을습득한다.

김광만

제 8주
레진의성질(실습)
13:30-17:20

의치상용레진의성질을실습
을통하여이해하도록한다.

김광만

본과2학년3 Quater 고정성보철학Ⅲ (강의) / 수요일2-3교시

주 간 일 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제 2주
Material science of dental
ceramic

치과용도재의물리적특성및
구분을할수있어야한다.

김광만

구강악안면성형재료학- 김경남
강의: 수요일7시30분 / 치과대학5층서병인홀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서론 김형준

제 2주 악안면결손의재건; 연조직 김형준

제 3주 악안면성형재료의물리적기계적성질 김경남

제 4주 휴강(중추절) 김경남

제 5주 악안면결손의재건; 경조직 김형준

제 6주 악안면성형재료의임상응용 김형준

제 7주 임플란트를위한골이식 김형준

제 8주 중간고사 김경남

제 9주 악안면성형재료의기초; 금속 김경남

제 10주 악안면성형재료의기초; 세라믹 이용근

제 11주 악안면성형재료의기초; 고분자 이덕연

제 12주 악안면성형재료의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3주 문헌고찰 김경남

제 14주 문헌고찰 김경남

제 15주 종합토의 김경남

제 16주 기말고사 김경남

치과고분자재료학- 김광만
강의: 수요일8시30분 / 치과대학7층세미나실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introduction 김광만

제 2주 고분자의개념/분자량결정법 김광만

제 3주 고분자반응 김광만

제 4주 휴강(중추절) 김광만

제 5주 휴강(ISO TC106 meeting) 김광만

제 6주 고분자고체구조및성질 김광만

제 7주 생체고분자 김광만

제 8주 중간평가 김광만

제 9주 치과용인상재 - 초독회 김광만

제 10주 치아수복용고분자 - 초독회 김광만

제 11주 치과용고분자접착제 - 초독회 김광만

제 12주 의치상용고분자및악안면보철재료 - 초독회 김광만

제 13주 치과용고분자의생체적합성 - 초독회 김광만

제 14주 치과용고분자시험방법론(1) 김광만

제 15주 치과용고분자시험방법론(2) 김광만

제 16주 기말평가 김광만

생체재료연구방법론- 이용근
강의: 수요일8시30분 / 사이버

주 간 일 자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생체재료시험방법규격및서론 이용근

제 2주 생체재료시험방법 I - 치과용인상재 이용근

제 3주 생체재료시험방법 II - 치과용합금 이용근

제 4주 생체재료시험방법 III - 치과용세라믹 이용근

제 5주 생체재료시험방법 IV - 치과용시멘트 이용근

제 6주 생체재료시험방법 V - 치과용임플란트 이용근

제 7주 생체재료시험방법 VI - 치과용골이식재및차단막 이용근

제 8주 오프라인강의 이용근

제 9주 생체재료분석기기 I - 표면 분석 이용근

제 10주 생체재료분석기기 II - 구조 분석 이용근

제 11주 생체재료분석기기 III - 분광 분석 이용근

제 12주 생체재료분석기기 IV - 열 분석 이용근

제 13주 생체재료분석기기 V - 색도 분석 이용근

제 14주 생체재료분석기기 VI - 점도 이용근

제 15주 생체재료분석기기 VII - 기계적강도및피로 이용근

제 16주 기말고사 이용근

10월 29일(금)

10월 29일(금)

11월 2일(화)

11월 4일(화)

11월 12일(금)
11월 23일(화)

11월 25일(목)

11월 26일(금)

9월 1일
9월 8일
9월 15일
9월 22일
9월 29일
10월 6일
10월 13일
10월 20일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8일
12월 15일

9월 1일
9월 8일

9월 8일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12일

11월 19일

9월 1일

9월 8일

9월 15일

9월 22일

9월 29일

10월 6일

10월 13일

10월 20일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8일

12월 15일

9월 1일

9월 8일

9월 15일

9월 22일

9월 29일

10월 6일

10월 13일

10월 20일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8일

12월 15일

9월 1일

9월 8일

9월 15일

9월 22일

9월 29일

10월 6일

10월 13일

10월 20일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8일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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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행사계획

박

사

(

명)

석
박
사

통
합

(

명)

NEWS

1. 이주혜선생 - 식약청의료기기심사관으로근무(2010. 3. 2) 

2. 결혼 : 천연욱선생(2010.3.28) 

3.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 문승균 선생 최우수상 수상(2010.
4.23)

4. 기초학교실모임 :‘한마음걷기대회’개최(2010. 5.14)

5. 오근택 교수 :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연구기금 7,000,000원 기
부(2010. 7. 7)

6.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하계워크샵 : 3M연구소견학(2010. 7.23)

7. 교실모임 : 양재동엘타워(2010. 8.29)

8.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기금 800,000,000원 예치(2010. 9. 1)

9. 박지호 선생 - 미국에서 박사취득 후 카이스트 교수직으로 발령
예정(201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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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술활동
가. 학회참가예정

▶ European Conference on Biomaterials, 2010. 9.11-15,
핀란드 Tampere. (이용근, 홍민호, 김성민, 이순애)

▶ 46th ISO/TC 106 Annual meeting, 9.26- 10. 2, Rio
De Janeiro, Brazil. (김경남, 김광만)

▶ Asian Bioceramics Symposium, 2010. 11. 2-5, 인도네
시아 Yogyakarta. (이용근)

나. 교실개설 과목(대학원)
▶ 치의학과: 구강악안면성형재료학 (수요일 오전 7:30) - 김경남

▶ 치의학과: 치과고분자재료학 (수요일 오전 8:30) - 김광만

▶ 응용생명과학과: 생체재료 연구방법론
(수요일 오전 8:30/사이버) - 이용근

II. 서류및간행물발간
가.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치재연보 16권 1호, 2011년 2월

III. 구입예정시험기기
1. X-ray diffractometer (XRD)

IV. 대학원생현황(2010년9월1일현재)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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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관리사무소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학생증지참

2. 의국비
- 모든 대학원생께서는 이순애 선생에게“의국비”를 내주셔야
합니다.

- 한 학기에 15만원(9월중에 입금요망)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147370-02-105, 예금주 : 김광만

3. 대학원생 대표
- 홍민호 선생 (전화 : 010-8779-1204)  

(e-mail : mhong@yuhs.ac)

4. 수강학점
- 석사 4학기생 이상은 연구지도Ⅰ, 박사 4학기생 이상, 통합과
정 6학기 이상은 연구지도Ⅱ를 학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청강
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석

사

(

명)

5

최혜숙 1학기 강유화 1학기 김미주 1학기
유은미 1학기 최유리 2학기 엄수혁 2학기
이주혜 4학기 김시은 4학기 김성민 4학기
김명은 5학기 홍승현 4학기 김형식 4학기
박미 5학기 신정섭 3학기(휴학) 홍민호 6학기
이민 5학기 이동현 6학기(휴학) 강민경 8학기
이종석 13학기 문승균 8학기
조윤정 4학기(휴학) 제진아 9학기
장선옥 9학기(휴학) 김우현 12학기
황재선 9학기(휴학) 진강식 6학기(휴학)



‘너도나노, 나도나노하는니나노~ 시대’늦은감이없지는

않지만, 드디어우리교실에서도제타전위측정과나노스케일

의입도분석을할수있게되었다. 장비의원리및사용방법을

익혀자신이다루는재료의고급스러운분석이이루어질수있

기를기대한다.

나노혹은마이크로단위에서의입도특성의변화가최종산

물인벌크상태의물성에얼마나큰 향을미치는지는우리교

실원들모두잘알고있을것이다.

그렇다면제타전위란무엇일까? 용액에분산되어있는모든

입자는 표면 극성기의 해리와 이온의 흡착에 의해 전기적으로

음또는양으로대전하게된다. 따라서용액내분산된입자주

변에는계면전하를중화하기위해과잉으로존재하는반대부호

를가진이온과소량의같은부호를가지는이온이확산적으로

분포하고있어아래그림과같이전기적이중층을형성한다. 이

전기적 이중층에는 계면에서 수화이온의 반경과 거의 같은 곳

에존재하는면이존재한다.

이 면의 바깥쪽에 확산적으로 분포하는 이온들은 입자와 강

한전기적인결합을하고있어용액의흐름에의하여움직이는

부동고정층과용액의움직임이따라어느정도자유롭게움직

일 수 있는 유동층(이온 확산층)으로 구성된다. 그 경계면(slip

plane)에서의전위를제타전위라고한다.

이번에구입한Zetasizer Nano ZS90은단일콤팩트장치에

서여러가지다양한parameter 측정이가능한다양성으로별

도의calibration이필요없는시스템으로되어있다. 또한측정

방법도 아래와 같이 간단하여 입도분석과 제타전위에 대한 사

전지식만있으면처음사용하는사람에게도큰어려움이없을

것이다. 

장비의사용절차는다음과같다. 장비의소프트웨어를실행

하고, 크기 및 제타전위 큐벳에 시료를 투입하고 장비에 삽입

한다. 사용자조건을설정한다음시작버튼을누르고수분뒤

에 측정결과를 확인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사용 절차를 가지

고있다.

누구나어렵지않게측정할수있을뿐만아니라, 측정시간

도짧으므로여러교실원들이이장비를자주사용하여활용도

를높임으로써모두의연구에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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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전위 및 입도 측정기 (Zetasizer Nano ZS90)

그림1. 제타전위

그림2. 구입한 Zetasizer Nano ZS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