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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논문 설명
만성창상의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생물막을 제거하기위해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아닌 생물학적 및
화학적 방법 즉 그 동안 연구된 다양한 분산기작들을 소개함
으로써 실제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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