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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색어는 단연‘변화’, ‘윤리’, ‘기부’, ‘IF'일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설립 20주년

이 되는 때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큰 변화가 있었으며 신임 인사들의 검증에서 윤리 문제가

최대의 화두이고, 재벌의 기부가 도마 위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자의 검색어는 단연 논문 인용지수(Impact

Factor, IF) 입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재료학 교수로 발령 받은 때가 1986년 3월 1일이었으니 만 27년이 되었으며

이제 꼭 3년 후면 교수직을 놓게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실 명칭은‘기초학교실’(1986년) →‘치과이공학교실’(1989년) →‘치과재료학교실’(1993년) →‘치과생체재료공학교

실’(2002년)로 변해 왔으며, 국내 최초로 설립된 연구소 명칭도‘치과재료학연구소’(1992년)에서‘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

소’(2002년)로 변했습니다.

치과재료검사기관 업무는 1987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당시 보건사회부로부터‘치과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다시 1997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기면서‘의료용구시험검사기관(치과재료)’으로 지정받았고, 2000년에는‘치과의

료용구시험평가센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설립하 으며, 2005년에‘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실과 연구소의 교육 및 연구 인력도 많은 변화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81년 외래교수(이종률) 임명, 1984년 외래교

수(김경남) 임명, 1984 치과재료학 전임조교(김광만) 채용, 1986년 치과재료학 전임교수(조교수 김경남) 채용, 1995년 연구

기사(이상배) 채용, 1996년 전임교수(전임강사 김광만) 채용, 1999년 치과재료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용근) 채용으로 이어지

면서 많은 조교와 대학원생이 거쳐 가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제 논문 역시 제 논문이 1992년에 J Prosthet Dent에 처음 게재된 이래 현재까지 약 150여 편이 게재되어 양적으로 많

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MRC 사업인 구강악안면경조직재생연구센터의 소멸처럼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역사를 수없이 보고 있기에 우리는 여

기서 멈춰서는 안 되며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단 그 변화는 엄격한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국민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기부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연구자에게서는‘IF'로 표현될 것입니다. 윤

리가 바탕이 된 우수한 논문이 있어야 변화도 가능하고 기부도 가능해 집니다. 변화, 기부, IF에 최선을 다 하면 발전은 자연

히 따라옵니다.

앞으로 10년 후(30주년), 20년 후(40주년), 30년 후(50주년), 세계적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명칭을 공모하며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과 연구소 및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의 발전과 더불어

교실원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쓴이 김경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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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교실에 왔을 때의 설렘과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과 연구소

구강악안면경조직연구센터 그리고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낯설기만 했던 명칭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곳입니다. 큰 기

관에서의 일이 두렵기도 했고 막막했었습니다. 항상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주신 세 분의 교수님

들 덕분에 견뎌내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해결하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길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해준 따뜻한 교실이었기에

감사한 마음이 더욱 큽니다. 

항상 교실을 누비며 이런저런 일들과 특히 건강을 신경써주시는 김경남교수님, 마음으로 기도해주시며 늘 챙겨주시는 김광

만 교수님, 많은 상식을 전해주시며 일상 속 페이스북에‘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이용근 교수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리고 우리 교실에 없어서는 안 될 대학원생 분들 고분자팀, 금속팀, 세라믹팀, 전문연구요원 팀까지 팀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고분자팀은 무엇인가 분석적인 느낌이 드는 반면 정이 많은 팀이에요. 달란트가 많은 선생님들

이 부럽기도 하답니다. 금속팀은 특유의 광택을 가진 금속처럼 수상경력이 많은 팀이기도 하지요. 자리에 가면 항상 바빠 보

이는 팀이기도 했는데 저도 그 열심을 배워야겠어요. 세라믹팀은 높은 온도에 구워서 만들어지는 세라믹처럼 항상 활활 타오

르는 활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 열정의 기운을 받아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전문연구요원처럼 모든 일을 뚝딱 처리하시는 권재

성선생님까지 실험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다른 교실보다 웃음이 넘쳐서 더더욱 기분이 좋답니다. 다이어트 돌입 기간에는 웃

음기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잘 챙기세요. 자주 얼굴을 마주하진 못했지만 외부일

정으로 바쁜 와중에 학위를 위해 고생하시는 외부대학원생 분들도 오실 때 주셨던 커피 감사드리고 힘내시라고 전해드립니

다. 그리고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선생님들도 매일 많은 시험의뢰가 들어와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선생님들의 일상 속

유머에 항상 즐거웠답니다.  

요즘 들어 나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알고 배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의 도움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마음으로 교실원 여

러분들을 위해 사랑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2년의 생활을 정리하며 ...

■ 쓴이 박소라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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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행사보고

I. 연구논문

가. SCI(E) 논문
▶ Lee SB, Kwon JS, Lee YK, Kim KM, Kim KN. Bioactiv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llagen composite membranes
reinforced by chitosan and ß-tricalcium phosphate. J
Biomed Mater Res B 100B(7):1935-1942, 2012. 8.

▶ Choi H, Park NJ, Jamiyandorj O, Choi KH, Hong MH, Oh
S, Park YB, Kim S. Improvement of osteogenic potential of
biphasic calcium phosphate bone substitute coated with
two concentrations of expressed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 2. J Periodontal Implant Sci
42:119-126, 2012. 8.

▶ Kang MK, Moon SK, Kwon JS, Kim KM, Kim KN.
Antibacterial effect of sand blasted, large-grit, acid-
etched treated Ti-Ag alloys. Mater Res Bul 47(10):2952-
2955, 2012. 10.

▶ Song DH, Uhm SH, Kim SE, Kwon JS, Han JG, Kim KN.
Synthesis of titanium oxide thin films containing
antibacterial silver nanoparticles by a reactive magnetron
co-sputtering system for application in biomedical
implants. Mater Res Bul 47(10):2994-2998, 2012. 10.

▶ Choi H, Park NJ, Jamiyandorj O, Hong MH, Oh S, Park YB,
Kim S. Improvement of osteogenic potential of biphasic
calcium phosphate bone substitute coated with synthetic
cell binding peptide sequences. J Periodontal Implant Sci
42:166-172, 2012. 10.

▶ Hwang JW, Park JS, Lee JS, Jung UW, Kim CS, Cho KS,
Lee YK, Choi SH. Comparative evaluation of three calcium
phosphate synthetic block bone graft materials for bone
regeneration in rabbit calvaria. J Biomed Mater Res Part
B: Appl Biomater 100B:2044-2052, 2012. 11.

▶ Kwon JS, Lee SB, Kim CK and Kim KN. Modified
cytotoxicity evaluation of elastomeric impression materials
while polymerizing with reduced exposure time. Acta
Odontol Scand 70:597-602, 2012. 12.

▶ Park JJ, Joo UH, Kim KM, Kim KN. Surface oxide layer
formation on Au-Pt-Pd-Si alloys for dental resin
restoration. Int J Mater Res 103:1503-1508, 2012. 12. 

▶ Lee JH, Moon SK, Kim KM and Kim KN. Modification of
TiO2 nanotube surfaces by electro-spray deposition of
amoxicillin combined with PLGA for bactericidal effects at
surgical implantation sites. Acta Odontol Scand 71(1):168-
174, 2013. 1.

▶ Kim SE, Lee SB, Kwak SW, Kim CK, Kim KN. Nanoporous
anodic oxidation titanium enhances cell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immortalized mouse embryonic cells. Surf
Coat Technol, on-line published, 2012.

▶ Uhm SH, Song DH, Kwon JS, Lee SB, Han JG, Kim KM,
Kim KN. E-beam fabrication of antibacterial silver
nanoparticles on diameter-controlled TiO2 nanotubes for
bio-implants. Surf Coat Technol, on-line published, 2012. 

▶ Kim MJ, Kim KN, Lee YK, Kim KM. Cytotoxicity test of
dentin bonding agents using millipore filters as dentin
substitutes in a dentin barrier test. Clin Oral Inves, on-line
published, 2012.

▶ Hong MH, Kim KM, Lee YK. Development of porous bone
cement granules using amorphous calcium phosphate
glass particles and their biological evaluations. Ceram
Inter, online published, 2012. 12.

▶ Lee EJ, Kwon JS, Uhm SH, Song DH, Kim YH, Choi EH,
Kim KN. The effects of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cellular activity at SLA-treated titanium
surfaces. Curr Appl Phys, on-line published, 2013.

▶ Kwon JS, Kim YH, Choi EH, Kim KN. The effects of non-
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attachment of
osteoblast. Curr Appl Phys, on-line published, 2013.

▶ Choi YR, Kwon JS, Song DH, Choi EH, Lee YK, Kim KN,
Kim KM. Surface modification of biphasic calcium
phosphate scaffolds by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nitrogen and air plasma treatment for improving osteoblast
attachment and proliferation. Thin solid films, accept, 2013. 

나. 국내학술지 논문
▶ 김효정, 송은 , 윤지 , 이시호, 이용근, 오남식. 짧은 티타늄 지대

주에 합착된 CAD/CAM 금속 코핑의 시멘트 종류에 따른 유지력 비
교.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8(2):119-126, 2012. 6.

▶ 이은정, 강재경, 김경남. 광중합형 레진 임시 수복재료의 물리적, 기
계적 특성.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9(3):225~234, 2012. 9.

▶ 양송이, 김미주, 박은주, 김경남, 김광만.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외국의 치과재료 분류체계 조사. 대한치과기재학회지 39(3):251~
260, 2012. 9. 

II. 학술발표

가. 해외학회

1. Academy of Dental Materials Annual Meeting,
2012. 9. 19-22, Orlando, USA. 

▶ Choi YR, Kwon JS, Lee YK, Kim KN, Kim KM. The
disinfection of dental materials using combined microwave
and hydrogen-peroxide.

▶ Yang SY, PIAO YZ, Kim SM, Lee YK, Kim KN, Kim KM.



齒材硏報 5진리가너희를자유케하리라

齒材硏報 18권1호

Acid neutralizing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ealant
containing 45S5 Bioactive-glass. 

2. Th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plasma science and its applications for nitrides
and nanomaterials, 2013. 1. 28-2. 1 Nagoya, Japan. 

▶ Kim HS, Kwon JS, Choi EH, Lee YK, Kim KN, Kim KM.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nitrogen plasma
treatment of epoxy resin-based fiber post for
improvement of adhesion to core resin.

▶ Choi YR, Song DH, Lee JS, Han JG, Kim KN, Kim KM.
Effect of plasma treatment on BCP scaffolds for improving
cellular activity.

▶ Choi HS, Kim KN, Choi EH, Kim KM. Effect of nonthermal
plasma on tooth surface. 

나. 국내학회

1. 제9차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2012. 8. 31. 바이오톡스텍. 

▶ Kim MJ, Kim KN, Lee YK, Kim KM. Cytotoxicity test using

polyurethane discs as a dentin-substitute in a dentin

Barrier Test. 

▶ 김광만. 인공 구강점막모델을 이용한 대체시험법.

2. 대한치과기재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 11. 23. 서울대학교. 

▶ 김시은, 김종관, 김경남. 티타니아 나노튜브에 의해 향상된 사람 치

주인대 세포의 골 / 백악질 분화.

▶ Im SY, Moon SK, Kwon JS, Kim KN. Antibacterial and

Cell-Adhesive Nanotubular Titania Layer by Coating of

Tetracycline Combined with Poly(lactic-co-glycolic acid).

▶ 이정환, 김진, 김용희, 최은하, 김경남. 상온대기압 플라즈마의 정상

치은세포 및 구강암세포에 대한 효과 비교 연구. 

▶ 강유화, 이상배, 김경남. Ni-Cr-Mo 합금의 원소변화가 미세구조와

물리적 성질에 미치는 향.

▶ Yang SY, PIAO YZ, Kim SM, Lee YK, Kim KN, Kim KM.

Acid neutralizing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ealant

containing 45S5 Bioactive-glass.

▶ Kim MJ, Kim KN, Lee YK, Kim KM.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injectable calcium-silicate cement

scaffold foamed by polysorbate 80.

3. 연세치의학 학술대회, 2012. 11. 30 - 12. 2. 연세대학교. 

▶ Uhm SH, Song DH, Lee SB, Kwon JS, Lee SB, Han JG,

Kim KN Fabrication of Bioactive and Antibacterial TiO2

Nanotube Surface Incorporated with Magnetron Sputtered

Silver Nanoparticles for Dental Application.

▶ Uhm SH, Song DH, Lee SB, Kwon JS, Im SY, Han JG, Kim

KN. Time-Dependent Growth of TiO2 Nanotubes from

Magnetron Sputtered Ti Thin Film for Drug Carrier in Bio-

Medical Application.

▶ Im SY, Moon SK, Kwon JS, Kim KN. Antibacterial and

Cell-adhesive Nanotubular Titania Layer by Coating of

Tetracycline Combined with Poly(lactic-co-glycolic acid).

▶ Lee EJ, Kwon JS, Uhm SH, Kim YH, Choi EH, Kim KN. The

Effects of a Non-Thermal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on Cellular Activity at SLA-Treated Titanium Surfaces.

▶ Choi YR, Kwon JS, Choi EH, Kim KN, Lee YK, Kim KM.

Plasma treatment on HA/β-TCP scaffolds for improving

osteoblast attachment and proliferation. 

▶ Yang SY, PIAO YZ, Kim SM, Lee YK, Kim KN, Kim KM.

Acid neutralizing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ealant

containing 45S5 Bioactive-glass.

▶ 홍민호, 김성민, 엄지연, 김광만, 이용근. 덱사메타손의 방출 제어가

가능한 PLGA 나노 입자가 결합된 속이 빈 다공성 수산화 아파타이

트 구형 과립.

III. 기타연구발표

▶엄수혁. Precious CAD/CAM Alloy을 이용한 Digital Work Flow의

임상증례 - ① Precious CAD/CAM Alloy 의 표면특성

(Characteristics of Oxide Layer). 치과신문 제518호. 2012. 11. 19.

▶ 엄수혁. Clinic Lecture임플란트의 표면처리 개요 ① 성공적인 골 융

착을 위한 임플란트 표면처리기술. 세미나리뷰 제614호. 2013. 1. 28.

IV. 연구비

가. 김경남 교수
▶ 치과의료기기 표준의 개발 및 운 기반 구축, 지식경제부 기술혁신

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2012. 4 ~ 2013. 3.

▶ 구강악안면경조직재생용 생체금속의 차세대 표면 처리 연구, 교육과
학기술부, 2012. 5 ~ 2013. 4.

나. 김광만 교수
▶ 근관조직활성화기능과 생체적합성을 갖는 치과용 근관충전재의 개

발, 민간기업, 2012. 4 ~ 2013. 3.

▶ 화장품 안전성평가 동물대체기술개발 연구사업단과제, 식품의약품안
전청, 2013. 2 ~ 2015. 12. 

다. 이용근 교수
▶ 융합 신기술을 이용한 치아 손상의 기능적 재생, 보건복지부 보건의

료연구개발사업, 2012. 5 ~ 2013. 4.

▶ 인체 조직 대체용 하이브리드 소재 및 공정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012. 7 ~ 2013. 6.

라. 이상배 박사
▶ 금속소재 치과재료의 부식 및 변색 특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13. 2 ~ 2013. 11.

V. 학술행사

▶ 9월 25일(화)  

보존과/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초청특강 치과병원7층 강당

연자: 서병인 회장(비스코)

연제: Universal Adhesive-New Trend? What is the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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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7일(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심

포지움 개최

VI. 기타

1. 행사
8월 30일(목)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개강모임 (신촌 온더보더) 

12월 27일(목)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연구진행발표 및 교실모임 (치

과대학 서병인홀)

12월 31일(금)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연구소/ 센터 종무식 (치과대

학3층 세미나실)

2월 15일, 16일(금,토) 워크샵 원주 신흥 임플란트 공장, 원주의료기

기 고등학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2월 27일(수) 전체 교실모임 저녁 7시 (슬로우 가든)  

2. 인사
1월 21일(월)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비서 정다희 입사

1월 23일(수)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비서 박소라 퇴사

2월 28(목)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교수 이용근 퇴직

3. 수상
제 9차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포스터 최우수상 수상: 김미주

(2012. 8. 31)

2012년 대한치과기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최우수상 수상: 임

수연 (2012. 11. 23)

제 12회 연세치의학학술대회포스터금상수상: 엄수혁 (2012. 11. 30)

제 12회 연세치의학 학술대회 포스터 동상 수상: 최유리, 이은정

(2012. 11. 30)

2013학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3 6 서론 김경남

제 2주 13 금속재료의기초(1) 김경남

제 3주 20 금속재료의기초(2) 김경남

제 4주 27 귀금속합금(1) 김경남

제 5주 4 3 귀금속합금(2) 김경남

제 6주 10 비귀금속합금(1) 김경남

제 7주 17 비귀금속합금(2) 김경남

제 8주 24 중간고사 김경남

제 9주 5 1 주조과정 김경남

제10주 8 치과납착용금속 김경남

제11주 15 금속-세라믹용금속 김경남

제12주 22 치과교정용금속 김경남

제13주 29 치과임플란트용금속 김경남

제14주 6 5
ISO 22674:2006 Metallic materials for fixed and
removable restorations and appliances(1)

김경남

제15주 12
ISO 22674:2006 Metallic materials for fixed and
removable restorations and appliances(2)

김경남

제16주 19 기말고사 김경남

치과금속재료학-김경남 (강의: 수요일, 사이버 강의시간 7:30)

주간 월 일 수업 내용 요약 담당교수

제 1주 3 6 INTRODUCTION 김광만

제 2주 13 고분자생체재료의분류및특성 김광만

제 3주 20 IADR 참석(휴강) 김광만

제 4주 27 생분해성고분자 김광만

제 5주 4 3 하이드로젤 김광만

제 6주 10 유·무기복합재료 김광만

제 7주 17 표면중합-표면반응 김광만

제 8주 24 중간평가 김광만

제 9주 5 1 중간토의 김광만

제10주 8 조직공학용생체재료-고분자 김광만

제11주 15 대학원공개발표 김광만

제12주 22 약물전달용생체재료-고분자 김광만

제13주 29 치과용생체재료-고분자 김광만

제14주 6 5 심혈관계생체재료-고분자 김광만

제15주 12 외과용생체재료-고분자 김광만

제16주 19 기말평가 김광만

고분자생체재료학-김광만 (강의: 수요일 강의시간: 8:30 강의장소: 서병인홀)

대학원 수업계획서

월 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3 12 강의 : 치과주조용금합금(2) 치과용금합금의종류, 특성및열처리 김광만

12 강의및실습 : 치과용왁스(4) 치과용왁스의종류, 특성및사용법 김광만

2학년 1쿼터/수복학II (화요일 강의-1,2교시/실습-5,6,7,8교시) 2학년 1~2쿼터/고정성 보철학II (금요일 강의-3,4교시/실습-5~8교시)

월 일 강의제목 강의 및 실습 내용 담당교수

3 8 인상재 I 고무인상재 김경남

4 12 인상재 II 연합 인상재 김경남

5 10 치과주조, 납착용합금 주조과정, 납착용합금의특성 김경남

17 비 귀금속합금, 시멘트 비귀금속의종류및특성 김경남

17 비 귀금속합금, 시멘트 합착용시멘트 김광만

24 매몰재 매몰재의종류및특성 김광만

학부 수업계획서



齒材硏報 7진리가너희를자유케하리라

齒材硏報 18권1호

2013학년도 1학기 행사계획

I. 학술활동
가. 학회참가

▶ 2013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IADR), 2013. 3. 20-23, 미국 시애틀 (김광만, 김미주)

▶ 대한치과기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 4. 19, 원광대학교

▶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lasma Biosciences, 2013. 6. 27 - 29, 제주도 (김경남, 엄수혁, 임수연, 이정환, 이은정,

서상희, 권재성)

나. 치의학교육원 강좌 개설

▶ 치과재료 최근 동향 (격주 목요일)

IV. NEWS
▶ 홍민호 선생 -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정형외과 연구실 포스트 닥터 (2013년 4월 예정)

▶ 김시은 선생 - 광운대 플라즈마바이오과학 연구센터 포스트 닥터 (2013년 3월 예정)

II. 대학원생현황 (2013년3월1일현재)

박사 (9명)
서혜연 2학기, 노지연 3학기, 서용록 4학기, 조윤정 6학기, 최혜숙 6학기, 유은미 6학기, 이지환 9학기, 김명은 10학기, 
황재선 14학기

석사 (7명) 서우경 2학기, 전경은 2학기, 신정섭 3학기(휴학), 이은지 3학기, 박은주 4학기, 이은정 4학기, 양송이 5학기

석박사통합 (7명) 서상희 2학기, 이정환 5학기, 임수연 5학기, 김미주 6학기, 엄수혁 7학기, 최유리 7학기, 김성민 9학기

III. 졸업

박사 (2명) 이주혜, 이민

석사 (1명) 강유화

석박사통합 (4명) 김시은, 김형식, 진강식, 홍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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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IS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며...

적외선분광(Infrared spectroscopy)을 이용하여 물질의 구조 및 정량적인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측정기기가 퓨리에

변환 적외선분광기(FT-IR)이다. FT-IR기기는 NMR, Raman과 같은 다른 분광학법을 이용하는 장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측정

방법이 쉬워 널리 사용된다. 특히 FT-IR은 분자의 작용기에 의한 특성 스펙트럼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성질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자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기기는 가시광선과 극초단파 사이의 빛인 적외선을 이용한다. 적

외선 조사에 의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화학적 결합에서 발생되는 진동에너지와 일치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함으로서 분자

간의 결합을 추정할 수 있다. 각 빛의 흡수정도는 기기에 장착된 검출기에 의해 측정된다. 뿐만 아니라 spectrum의 세기는 분자의

농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이 원리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외부 자극에 의해 진동한다는 사

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만약 시료에 적외선을 비추게 되면 유기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결합기는 각각 거의 고유의 진동 스펙트럼

을 제공함으로 흡수된 파수를 이용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흡수 파수의 흡수강도로부터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통상 FT-IR (Nicolet is10, Thermo Fisher, Inc., USA)의 시료는 전처리과정을 거친 후 투과법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분석 시

공기 중의 수분은 측정결과 값에 간섭을 일으키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FT-IR에서는 기기내의 수분을 없애기 위해 항상 질소

등으로 purge를 하게 된다. 최근에는 ATR(Attenuated Total Reflectance)을 이용한 반사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측정법은 내

부반사법으로 Ge, Si, ZnSe, Diamond와 같은 ATR crystal 위에 시료를 올리고 crystal의 굴절률에 따라 빛을 시료내로 침투시키

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KBr과 함께 pellet을 만들 필요가 없이 IR샘플링을 쉽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시료를 바꾸어 측정할 때에도

purge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ATR crystal 또는 Focus optic자체의 흡수 피크가 있기에 스펙트럼 역에 제약을 받는

단점과 crystal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받는 경우 측정결과가 부정확하거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crystal 표면에 스크

레치가 있는 경우 고가의 ATR을 교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 사양

- Model : Nicolet iS10

- Spectral range : 7,800-350cm-1

- Resolution : Better than 0.4cm-1

□ 악세사리

1) Single Bounce ATR (소모품 1,100만원)

- Base Sampling Module

- 45。Diamond Crystal (5 years warranty)

2) FT-IR Search Library

□ 도입일 : 2013년 2월 27일

□ 도입금액 : 35,000달러 (약 4,000만원)

□ 문표기 : FT-IR(Nicolet iS10, Thermo Fisher Sci., Inc.,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