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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은 새벽부터 비가 많이 와서 延材球樂富(연재구락부; 우리교실 골프 동호인 회) 다섯 번째 모임이 취소되었지요. 할

일없이 심란해있던 차, 아! 이 날이 바로 100년 전 일제에게국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했던통한의 바로 그날이구나하는 생각

에 미치니, 쏟아지는 비의 의미를, 나의 미욱함을 아니 우리후손들, 생각 없이 살아가는 후손들의 현실에 등골이 서늘해지데

요.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날(8.15)은 매년 거국적으로 기념하면서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망국의 한이 맺힌 날(8.29)은

이제잊혀진날이되었네요. 아직도“일본의경제식민지”라는치욕의역사현장과“일본의언어속국”에서도독립을못하고있

는현실이무색하게“소비가미덕”이라고우기며일제고급승용차와사치품을탐익하고또일본어도외래어중하나일뿐이

라고강변해대니, 나라 팔아먹은그선조에그후손이틀림없군요. 그 날은저녁약속이있었지요, 시간을맞춰현장에당도

하니알림판에는 2010 하계 교실워크샵이, 김경남교수님의회갑연은? 제1부는통상적인교실모임이었고, 제2부가이날의

본 행사, 김교수님의 환갑잔치!! 제가 보아온 회갑연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모임이었다고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조촐한, 그

러면서도 모든 참석자의 진솔한 마음의 표출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그러므로해서 참석자들 모두가 감동한 만찬이었다

고 자신 있게 말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주최측의 배려로 저의 생일잔치도 본인은 생각도 못했는데 3.5개월이나 앞당겨서 그

렇게나 많은 후배들의 축하받으며 치루어보기는 난생 처음인지라 더더욱 흐뭇한 밤이었지요. 약간의 취기에 젖어 귀가하는

길에만감이교차함은당연지사라, 자연스럽게 26년 전의김경남, 김광만두교수님과맺은인연과그간의일들이뇌리를스

쳤지요. 따라서 지금쯤 우리 교실과 연구소의 과거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되어 바탕그림

그리는 심정으로 몇 자 적어보기로 했지요. 자세한 내용은 교실사(史) 형식의 책자로 발간될 때 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지요.

필요한자료는두분이도와주셨습니다. 

26년 전, 그 전부터치과재료학은 1인의외래교수가맡아 1학년 1주일강의1시간실습 4시간을조교한사람의도움으로겨

우 명맥을 잇고 있던 중, 두 교수님께서 외래 교수와 전임교수로(84), 치과이공학교실 신설(89) 및 치과재료학연구소 개설

(92)에 이은 이상배 연구기사 채용(95) 등 차츰 골격을 갖추어가는 10여년간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교실과 연구소

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가면서 치재연보 발간을 계기로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서서히 외부로 드러납니다. 연구소는

이용근 교수님의 채용으로(99)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식약청으로부터 치과의료기기 시험평가센터 지정받고(2000) 계속해서

구강악안면 경조직재생연구센터를 개소하여(04) 괄목할 성과를 잇습니다. 더불어 세 분의 교수님을 중심으로 총 28명의 인

력이강의(학부, 대학원총 8강좌), 세미나, 재료학코스워크등의학사일정외연구, 시험평가, 과제수행및산학협동(국내 7

개사, 국외 3개사), 국내외학회, 학회지및학술지에연구결과발표, 각종 학술행사개최및참가, 연구비획득하는일, 장비

와기자재구입과관리, 각종간행물과도서발간그리고사람만나는일등등, 뚜렷한목적달성을위해일로매진해온바, 현

재는국내외인적교류가활발해지다보니내적으로는국가기관과, 외적으로는국제적관련기구(ISO, ADA)에서의주요한역

할, 유명대학 및 유수한 연구기관, 나아가 생산업체와의 돈독한 교류관계를 꾸준히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 교실과 연

구소출신의 다양한 분야(이공계, 치의학, 치위생학 및 치기공학 등)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국내외 일류유관대학과 국내 유명

관련기업에서투철한시대정신과사명감을갖고힘껏활약하고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실과 연구소가 4반세기 만에 이루어낸 업적은 국내 동일 교육기관 및 연구소 중 선도기관으로서 결코 손색

이없다고하겠습니다. 그런데옛말에옥에도티가있댔지요? 우리또한예외는아닌지, 국립대는물론여타사립대에비해서

교원수가상대적으로열세에처했고, 또한국내최고수준의다양한연구장비를보유하고있으나타교나타연구소에비해서

공간이협소하여대책마련에노심초사하고있습니다. 뜻있는곳에길이있다지요? 자, 이제앞날을봅시다! 우리에게는이제

까지보다도훨씬더험난한그러나꼭해내야할크나큰임무이자최종목표가있으니즉여지껏해온일은더욱더확대발전

시키면서세계적으로자타가공인하는우리분야최고의교육및연구기관이되는일입니다. 노력하는이에게꿈은반드시이

루어진답니다.

2011년 2월 15일

2010. 08. 29(일)

■ 쓴이 이종률 교수



齒材硏報 3진리가너희를자유케하리라

齒材硏報 16권1호

안녕하세요. 이번에조교수련및대학원과정을마치고사회에첫발을내딛게되는김우현입니다. 짧다면짧고길다면긴

6년간의시간을많은사람들과함께하면서소중한추억과배움을얻을수있어서행복하 습니다. 국가고시끝나고별로쉬지

도못했는데출근하라는김경남교수님의전화목소리를듣고외국으로여행떠나는친구들을마냥부러워하면서교실에서지

내야할시간이힘들겠구나걱정했었는데, 벌써 6년의시간이흘러서같은공간에서함께할시간도이젠얼마남지않았네요.

을 쓰면서 지난 시간을 떠올려보니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제가 참 복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존경하고고마운세분의교수님들, 항상친근하게대해주었던대학원선, 후배들, 평가센터선생님들, 1년에한두

번 밖에 못 보지만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시는 외래에 계시는 교실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을전하고싶습니다.

교실에서생활하는동안은우물안개구리처럼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서근무하는것이얼마나행복한건지모르고가끔

은 갑갑하다고 느꼈었는데 낯선 환경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다 보니 걱정과 함께 지난 시간이 참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사람

은 항상 후회하는 동물이라는 말처럼 저 역시 막상 떠날 때가 되어 돌이켜보니 보다 최선을 다할걸... 사람들에게 잘 대해줄

걸...하는미련과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추억들,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앞으로 사회

에나가서도힘들거나외로울때, 저에게많은힘이될것같습니다^ .̂ 같은공간에서다양한사람들과함께하면서힘들었거

나 괴로웠던 일들보다 즐거웠던 추억이나 웃고 있는 교실원 들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제가 즐겁게 이곳에서 생

활했구나하는생각이듭니다.   

제가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 6년간근무하면서느낀것은교수님들, 이곳을거쳐간많은선배님들, 같이생활하는대학원

생 및 센터 선생님들 모두 따뜻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여 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교수님들이 우리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을 거쳐 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처럼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지않았나싶습니다. 

우리가가족이나친한친구를사랑하고좋아하는것은비록발은떨어져있

지만 마음만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역

시 정들었던 교실을 떠나 또 다른 생활을 시작하겠지만 마음만은 항상 여러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하는 가족처럼 대해주신

교수님과 모든 교실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교실원여러분~~!! ̂ ^

6년간의 생활을 정리하며...

■ 쓴이 김우현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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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행사보고

I. 연구논문

가. 국내논문

▶ 김민철, 이병현,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칼슘 포스페이트 결정화 유

리를 이용한 스캐폴드의 구조와 기계적 물성의 관계. 대한치과기재

학회지 37(3):211-218, 2010. 9.

▶ 박정종, 문승균, 김경남: 제 3 원소 첨가에 따른 Ti-Ag 합금의 상

변화 및 물성 평가.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7(3):227~232, 2010. 9.

▶ 주욱현, 오근택, 김경남: 은(Ag) 첨가가 Ni-Ti 합금 표면특성에 미

치는 향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7(3):233~242,

2010. 9.

▶ 김태윤, 제진아, 김광만, 최세 : 인공 치아용 안정화 지르코니아의

물리적 특성 및 생체적합성(1). 대한치과기재학회지 14(4):166~,

172, 2010.11.

▶ 최유리, 김용모,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소독액이 인상재의 표면특

성에 미치는 향.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7(4):281~288, 2010. 12.

▶ 이 옥, 이상배, 김경남: 탄성 고무 교합인기재의 물리적·기계적 특

성.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7(4):333~340, 2010. 12.

나. 국외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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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Period Implant Sci 40:125-131, 2010. 9.

▶ Lee SH, Kim KM, Lee YK: Nanocomposite microspheres of

PLGA/HA with antibiotics for injectable bone-graft

materials. Tissue Eng Reg Med 7(5):561-565, 2010. 10.

▶ Lim HC, Sohn JY, Park JC, Um YJ, Jung UW, Kim CS, Lee

YK, Choi SH: Osteoconductive effects of calcium

phosphate glass cement grafts in rabbit calvarial defects.

J Biomed Mater Res Part B: Appl Biomater 95B:47-52,

2010. 10.

▶ Lee SB, Otgonbayar U, Lee JH, Kim KM, Kim KN: Silver

ion-exchanged sodium titanate and resulting effect on

antibacterial efficacy. Surf Coat Tech 205:S172-176,

2010. 12.

▶ Hong MH, Son JS, Kim KM, Han M, Oh DS, Lee YK: Drug-

loaded porous spherical hydroxyapatite granules for bone

regeneration. J Mater Sci - Mater Med, accepted.

▶ Hong MH, Lee DH, Kim KM, Lee YK: Study on bioactivity

and bonding strength between Ti substrate and TiO2 film

by micro-arc oxidation. Thin Solid Films, accepted.

▶ Song DH, Uhm SH, Lee SB, Han JG, Kim KN: Antimicrobial

silver-containing titanium oxide nanocomposite coatings

by a reactive magnetron sputtering. Thin Solid Films,

accepted.

▶ Kim ST, Jung UW, Lee YK, Choi SH: Effects of biphasic

calcium phosphate(BCP) bone substitute on

circumferential bone defects around dental implants in

dogs. Int J Oral Max Impl, accepted. 

II. 연구발표

가. 국내학회

1. 대한치과기재학회, 2010. 11. 19. 연세대학교.

▶ 김미주, 김경남, 이용근, 김광만. Evaluation of millipore filters as

a dentin-substitution in dentin barrier test. - 3M 학술상 수상

▶ 홍민호, 손준식, 오선호, 이용근. 신생골 재생을 위한 hydroxyapatite

porous shere의 약물방출.

▶ 제진아, 박지호, 이덕연, 이용근, 김경남, 김광만. 온열요법을 위한

실리카가 코팅된 골드 코어-쉘 나노입자의 합성 및 평가.

▶ 강민경, 문승균, 김광만, 이용근, 김경남.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코팅

된 티타늄 표면의 세포독성 평가.

▶ 문승균, 강민경, 박정종, 김광만, 김경남. 양극산화법과 전기 분사 공

정에 의한 생체적합성과 항균력을 가진 약물코팅법.

2. 연세치의학 학술대회, 2010. 11. 19. 연세대학교.

▶ 김미주, 김경남, 이용근, 김광만. Evaluation of millipore filters

as a dentin-substitution in dentin barrier test. - 은상 수상

▶ 홍민호, 김경남, 김광만, 이용근 신생골 재생을 위한 hydroxyapatite

porous shere의 약물 방출. - 은상 수상

▶ 김시은, 이상배, 박정종, 김광만, 김경남. Biomimetic modification

with growth factor loaded microporous oxidation on

titanium-silver alloys. - 동상 수상

▶ 문승균, 강민경, 제진아, 김시은, 박정종, 김광만, 이용근, 김경남.

Nanotubes formed on titanium-silver alloy with

antibacterial effect and biocompatibility for biomedical

coating. - 동상 수상

▶ 김우현, 김광만, 이용근, 문승균, 김경남. The effect of titanium

coated with biodegradable polymer and antibiotic.

▶ 제진아, 문승균, 김경남, 이용근, 김광만. 온열요법을 위한 실리카가

코팅된 골드 코어쉘의 합성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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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리, 김경남, 이용근, 김광만. Effect of disinfectant on the

surface properties of dental impression materials.

나. 국외학회

1. European Conference on Biomaterials, 2010. 9.
11-15, Tampere, Finland.

▶ Hong MH, Son JS, Oh DS, Lee YK. Drug release

behaviors of porous hydroxyapatite spheres accordance

with structural difference. 

III. 연구비

가. 김경남 교수

▶ 구강악안면경조직 재생 유도 다공성 복합체의 실용화 연구 및 임상

에 활용가능한 해부학적 자료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MRC 과제,

2010. 9 ~ 2011. 8.

▶ 치과용 의료기기의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1 ~ 2011. 11.

나. 김광만 교수

▶ 구강악안면 경조직(치조골)의 실용화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MRC 과

제, 2010. 9. ~ 2011. 8.

▶ 지대치 축조용 이원중합형 코어레진과 Fiber Post 시스템의 개발,

지식경제부, 2010. 10. ~ 2011. 9.

▶ 의료기기 품목(치과재료) 분류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

전청, 2011. 1. 15 ~ 2011.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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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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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도서발간

▶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16권 1호, 2011. 2.

V. 시험기기구입

▶ X-ray diffractometer (Ultima IV, Rigaku, Japan)

▶ Xenon lamp chamber (EGO, Seoul, Korea)

VI. 학술행사

▶ 9.13 (월) 

연자: 박지호 박사

연제: A Systems Approach to Engineering Cancer

Nanotechnologies 

▶ 10.21 (목)

연자: 김동현 박사

연제: Biofunctionalized Magnetic-Vortex Microdiscs for

Targeted Cancer-cell Destruction

VII. 기타

1. 대학원입학

양송이 (2011년,3월 석사)

임수연 (2011년,3월 통합)

이정환 (2011년,3월 통합)

2. 입사

MRC 전문연구요원, 권재성 : 2010. 12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시험원, 이아라 : 2011. 1

치과생체재료공학 교실 / 연구소 비서, 박소라 :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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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강의시간표

고정성 보철학 Ⅱ(강의) / 본과 2학년 1, 2 Quater
금요일 3-4교시

주간 일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제 1주 3월 4일 고무인상재 고무인상재 김경남

제 2주 3월 11일 기타인상재 기타인상재, 연합인상 김경남

제 9주 4월 29일 치과주조, 납착용합금 주조과정, 잡착용합금의특성 김경남

제 11주 5월 13일 비귀금속합금, 시멘트 비귀금속합금, 합착용시멘트의특성
김경남
김광만

제 12주 5월 20일 매몰재 매몰재종류및특성 이용근

수복학 Ⅱ / 본과 2학년 1 Quater
화요일 / 강의 1-2교시, 실습5-8교시

주간 일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담당교수

제 2주 3월 22일 강의:치과주조용금합금(2) 치과용금합금의종류, 특성및열처리 김경남

제 2주 3월 22일 실습: 치과용왁스(4) 치과용왁스의종류, 특성및사용법 김광만

고정성 보철학 Ⅱ(실습) / 본과 2학년 1,2 Quater
금요일 5-8교시

주간 일자 실습 제목 담당교수

제 1주 3월 4일 고무인상재 김경남

제 2주 3월 11일 기타인상재, 연합인상재 김경남

제 12주 5월 20일 매몰재 이용근

학부 수업계획서 대학원 수업계획서
생체재료적합성 - 김광만

강의: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PBL실(사이버)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3 2 생체친화성이란? 김광만

제 2주 9 생체친화성 평가의 유형 및 원칙 김광만

제 3주 16 휴강(해외 출장: ADA SCDP & IADR meeting) 김광만

제 4주 23 세포독성 평가 김광만

제 5주 30 전신독성 평가 김광만

제 6주 4 6 유전독성 평가 김광만

제 7주 13 자극성 평가 김광만

제 8주 20 이식 평가 김광만

제 9주 27 중간시험(on-line) 김광만

제 10주 5 4 종합토의 1 김광만

제 11주 11 금속재료의 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2주 18 고분자재료의 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3주 25 세라믹재료의 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4주 6 1 골이식재료 및 임플란트의 생체친화성 김광만

제 15주 8 종합토의 2 김광만

제 16주 15 기말시험(off-line) 김광만

금속생체재료학 - 김경남
강의: 수요일 7시 30분 / 치과대학 5층 서병인홀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3 2 Introduction 김경남

제 2주 9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etal
biomaterials 

김경남

제 3주 16 Classes of metal biomaterials 김경남

제 4주 23 Some background concept of biology (1) 김경남

제 5주 30 Some background concept of biology (2) 김경남

제 6주 4 6 Host reactions to biomaterials (1) 김경남

제 7주 13 Host reactions to biomaterials (2) 김경남

제 8주 20 중간고사 김경남

제 9주 27 Biological testing of metal biomaterials 김광만

제 10주 5 4
Degradative effects of the biological environment on
metals and ceramics

김경남

제 11주 11 Orthopedic applications (1) 김경남

제 12주 18 Orthopedic applications (2) 김경남

제 13주 25 Dental applications 김경남

제 14주 6 1 Tissue engineering 김경남

제 15주 8 Dental metals and alloys 김경남

제 16주 15 기말고사 김경남

생체재료시험방법 및 기기론 - 이용근
강의: 수요일 8시 30분 ~ 9시 20분 / 치과대학 PBL실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3 2 생체재료시험방법 규격 및 서론 이용근

제 2주 9 생체재료시험방법 I - 치과용 인상재 이용근

제 3주 16 생체재료시험방법 II - 치과용 합금 이용근

제 4주 23 생체재료시험방법 III - 치과용 세라믹 이용근

제 5주 30 생체재료시험방법 IV - 치과용 시멘트 이용근

제 6주 4 6 생체재료시험방법 V - 치과용 임플란트 이용근

제 7주 13 생체재료시험방법 VI - 치과용 골이식재 및 차단막 이용근

제 8주 20 중간 고사 이용근

제 9주 27 생체재료 분석기기 I - UTM 및 피로 이용근

제 10주 5 4 생체재료 분석기기 II - 열 분석 이용근

제 11주 11 생체재료 분석기기 III - 입도 분석 이용근

제 12주 18 생체재료 분석기기 IV - 점도 측정 이용근

제 13주 25 생체재료 분석기기 V - 분광/색도 분석 이용근

제 14주 6 1 생체재료 분석기기 VI - 친수성 측정 이용근

제 15주 8 생체재료 분석기기 VII - XRD 이용근

제 16주 15 기말 고사 이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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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행사계획

박

사

(

명)

석
박
사

통
합

(

명)

NEWS

1. 김동현 박사 : 미국 Northwestern 대학교 의과
대학 상의학 및 의공학교실 연구
교수 임용 예정. 2011. 6.

2. 결혼 : 이세호, 김우현 (2011. 1. 22), 
최유리 (2011. 2. 20)

3. 기부 : 심연수 선생님 (300만원) (2011. 2. 7)

4. 이상배 박사 : 대한치과기재협회
2010년 공로상 수상 (2011. 2. 18)

齒材硏報 16권1호

I. 학술활동
가. 학회참가예정

▶ ADA/SCDP Annual Meeting, 2011. 3. 14~16, San
Diego, USA (김광만)

▶ IADR, 2011. 3 .17~19, San Diego, USA (김광만, 김경남, 이상배)

▶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lloids and Materials,
2011. 5. 8~11, Amsterdam, Netherlands 
(김경남, 문승균, 강민경, 김시은, 엄수혁, 송두훈)

▶ International Dental Materials Congress, 2011. 5.
27~29, 연세대학교.

나. 교실개설 과목(대학원)
▶ 응용생명과학과: 금속생체재료학(수요일 오전 7:30) - 김경남

▶ 응용생명과학과: 생체재료적합성(수요일 오전 8:30/사이버) -
김광만

▶ 치의학과: 생체재료시험방법 및 기기론(수요일 오전 8:30) -
이용근

다. 연구소 개설 과목(평생교육원)
▶ 치과기자재 종사자를 위한 치과재료학 3월 10일부터 격주

(목요일 오후 4시)

II. 서류및간행물발간

가. 교실 및 연구소 소식지“치재연보”발간
▶ 치재연보 16권 2호, 2011년 8월

III. 구입예정시험기기

1. 고점도용 점도측정기

2. 회전식 토크측정기

IV. 대학원생현황(2011년3월1일현재)

10

11

대학원생 공지 사항

1. 대학원생 주차 안내
- 1일 1매당 3,000원이며, 1개월 단위로 20매씩 판매
- 주차쿠폰 판매장소 : 새 병원 지하 주차관리사무소
- 주차쿠폰 판매시간 : 08:30-17:00(평일), 08:30-12:30(토)
- 주차관리사무소 제출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학생증지참

2. 의국비
- 모든 대학원생께서는 이정환 선생에게“의국비”를 내주셔야 합니다.
- 한 학기에 15만원(3월중에 입금요망)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147370-02-105, 예금주 : 김광만

3. 대학원생 대표
- 홍민호 선생 (전화 : 02-2228-3088), (e-mail : mhong@yuhs.ac)

4. 수강학점
- 석사 4학기생 이상은 연구지도Ⅰ, 박사 4학기생 이상, 통합과정 6학기
이상은 연구지도Ⅱ를 학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청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석

사

(

명)

6

최혜숙 2학기 양송이 1학기 이정환 1학기
유은미 2학기 강유화 2학기 임수연 1학기
이주혜 5학기 최유리 3학기 김미주 2학기
이민 5학기 홍승현 5학기 엄수혁 3학기
박미 6학기 이동현 6학기 김성민 5학기
김명은 6학기 신정섭 3학기(휴학) 김시은 5학기
장선옥 10학기 김형식 5학기
황재선 10학기 홍민호 7학기
이종석 14학기 강민경 9학기
조윤정 4학기(휴학) 문승균 9학기

진강식 6학기(휴학) 



그림2. XRD UItima Ⅳ그림1. Bragg’s Law

X-선은 1985년 독일 물리학자(Rontgen)에 의해서 발견되

었다. X-선의 본질은 빛(光)을 위시해서 라디오파, γ-ray등과

함께 파장이 각기 다른 전자기파에 속한다. X-선은 뢴트겐에

의해 발견된 후 물질의 내부를 밝히는데 있어 단순한 X-선의

투과력에 의한 10-1cm 정도의 해상력(resolution)에 국한하는

‘Radiography’뿐만 아니라 원자구조 수준의 Å(10-10m)

정도의 물질의 내부구조를 밝히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X-ray diffraction(XRD)”현상이 확립된 것은 독일의 Laue

에 의한 X-선 회절실험이 성공한 이후이며 이것은 또한 X-

선의 파동성과 결정내의 원자의 규칙적인 배열을 동시에 입증

한 계기가 되기도 하 다. 한편 Laue에 의한 X-선 회절실험

결과를 같은 해 국의 Bragg는 훌륭하게 이를 다시 다른 각

도에서 해석하 고 Laue가 사용했던 수식보다 더욱 간단한

수식으로 회절에 필요한 조건을 Bragg’s Law로 나타내었으

며 이 X-선 회절 현상을 이용하여 각종 물질의 결정구조를

밝히는 일에 성공하 다.

지금은 XRD를 이용하여 분말, 세라믹스, 촉매, 제약 등 공

업재료의 품질관리부터 유기박막, 자성재, 반도체 박막 등의

첨단 재료의 연구개발까지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번에 구입한 XRD Ultima IV는 일본의 Rigaku사의 장비

로서 분말시료 측정부터 박막시료 측정까지 기능확장방식

(Build-up)에 의해 다양한 측정모드 변환이 가능한 시료 수

평형 다목적 X-선 회절장치이다. 장비의 사용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냉각수의 전원을 켜고 XRD의 main의 전원을 켠 후 시료

를 장착하고 측정하면 된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하

는 예민한 장비임에는 틀림이 없다. 분석software로는 JADE

를 사용하고 있어 XRD측정 후 바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

다. 다른 XRD장비에서 측정한 raw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기 까다롭다

는 단점 때문에 (주)한국아이티에스 사에서 정기적으로 JADE

프로그램 활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

이 필요한 분은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렇듯 유용하게 쓰이는 XRD가 우리 교실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아직은 몇몇 사람에만 국한되어 사용하지만

곧 개방되어 모두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X-선의 세계, 다 같이 빠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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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회절장치 (Ultima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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