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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tooth color in adults by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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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the color change information for natural tooth of all age groups. Fifty Korean

subjects(25 men and 25 women) were randomly selected for this study. They were ranged in age from 24 to 67 years

old and were classified into 5 age groups for each sex: 20 to 29, 30 to 39, 40 to 49, 50 to 59, 60 to 69 years. Maxillary

central incisor of each subject free from obvious discoloration and restorations on the sites to be measured was selected

. Three sites on the labial surface, incisal, middle, cervical area were measured and a circular area of 1.0mm in diameter

was measured at each site by the spectrophotometer. The obtain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Natural tooth

color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linghtness(L*) at the cervical site(P<0.05). 2) Red/green chromaticity(a*)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at all sites(P<0.01). But it was not enough to have a statistic significance among three sites by aging.

3) Yellow/blue chromaticity(b*) showed an increase at all sites(P<0.05). But it didn't change significantly among three

sites by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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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재 수복물의 자연스럽고 심미적인 치료에 있어

치아의 외형 색조 표면상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1)
이중에서 색조는 복잡하고 미묘한 분야의 학문.

으로 이성적 감성적 요소가 모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도재 수복물과 자연치 사이의 색조를

일치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

색은 물체에 의한 빛의 물리적 변형에 의한 결과

로 정의되며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이 물체에,

비추어 반사되게 되면 안구의 망막에 도달하게 되

고 여기에 따르는 시신경의 자극으로 인해 뇌에 전

달되는 시지각의 일종으로 그 표현에 있어서는 극

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3,4,5)

색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색상 명도 채도를 기본으로 각각 번호나 기호로, ,

분류시킨 색표를 이용하는 먼셀 색체계가 있으며,

국제 조명 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값을 이L*, a*, b*

용한 색체계가 있다CIE
6)
.

자연치의 색조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시각적

분석법과 장비를 이용한 기계적 방법이 있다
2,7,8)

.

시각적 분석법은 치과 의사와 기공사가 많이 이용

하고 있으나 색조를 맞추는데 있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광원이나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으.

며 술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9,10)
기.

계적인 측정방법을 광학적 특성과 표준화된 색 체

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색조를 분석해 주지만

측정장비의 예민함으로 측정시 주의 깊은 사용이

요구된다
13,14)

.

치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

어난다 마모로 인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주. ,

질환에 의한 치근 노출과 치아가 이동하여 달라진

치열을 가지게 되고 치아 색조의 변화도 생긴다,
20)

.

치아 색조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법랑질이 얇아지면

서 투명도가 떨어지게 되고
11)
법랑질 하부에 이차

상아질이 형성되어 점차 어두워지게 된다
20)
또한.

흡연이나 음료에 의한 외부요인으로 색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상악 중절치의 색조를 spectropho-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주위환경과 측정자에tometer

따른 영향을 줄여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 연령 따라

치아의 위치별 색조 변화양상을 알아보고 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1.

본 연구를 위해 진료실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수

복 치료를 받지 않고 변색과 마모로 인한 형태이상

이 없는 건전한 상악 중절치를 가진 명의 피검자50

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세에서 세까지의. 24 67

나이 분포를 보이며 이를 대 대 대 대20 , 30 , 40 , 50 , 60

대로 총 군으로 나누고 각각의 군은 남자 명 여자5 5 ,

명으로 하였다 은 연구대상의 평균연령5 . Table 1

및 피검자 수를 보여준다.

Table. 1. Age and number of the subjects
Age group Male Female Total

20~29

30~39

40~49

50~59

60~69

Total

26.4(5)

33.8(5)

44.6(5)

55.0(5)

63.6(5)

44.7(25)

24.8(5)

33.2(5)

44.0(5)

55.4(5)

63.2(5)

44.1(25)

25.6(10)

33.5(10)

44.3(10)

55.2(10)

63.4(10)

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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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2.

가 측정기구)

상악 중절치의 색조를 분석하는 Spectrophoto-

meter (Model Chromaview 300, Spectoron Tech Co.

는 방식이고 일광에 해당하는Korea) XYZ filter CIE

표준 광원을 이용하여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D65

지 않도록 하였고 광로 교조 측정방식에 의한 적, 2

분구식 도법이다 파장 영역은 이45-0 . 380nm-760nm

고 측정경은 인 장비이다1mm (Fig. 1).

나 측정 방법)

선택된 피검자는 진료실 유니트 체어에 앉히고

측정전에 약 분간의 양치질을 하고 각 치아는 타1

액과 물기를 거즈로 제거하였다 상악 중절치의 측.

정부위는 각각 세부위로 나뉘어서 측정하는데 치아

의 정중부를 결정하고 절단연에서 떨어진 곳2mm ,

Fig. 1. Spectrophotometer and measuring
aperture.

Fig. 2. Sites of spectrophotometer measurement
on natural tooth.

Fig. 3. Calibration of white standard.

Fig. 4. Subject and spectrophotometer device.

치은연에서 떨어진 곳 그리고 두 점의 중간2mm ,

지점을 한 곳을 측정하였다 색조측정을 위(Fig. 2).

하여 광학부에 흡광통을 놓고 영점조정을 한 후 광

학부에 표준 백색판 을 놓(X=78.2, Y=82.5, Z=86.2)

고 표준조정을 시행하였다 치아의 색조를(Fig. 3).

측정시 가 치면에 수직이 되도록spectrophotometer

측정하였고 각 부위마다 회씩 측정하였다3 . Fig. 4

는 유니트 체어에서 색조 측정의 모습을 보여주여

주고 있다.

다 측정 값과 통계처리)

연령에 따라 측정한 값은 색체계에서CIE L*, a*,

값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서 은 밝기를 나b* L*

타내고 는 적녹 채도좌표에서의 값 는 황청, a* , b*

채도좌표에서의 값을 나타낸다 피어슨의 상관 분.

석을 통하여 대에서 대까지 연령이 증가함에20 60

따라 치경부 중앙부 절단부에서의 값의, , L*, a*, b*

변화양상을 알아보았다.

.Ⅲ 연구성적

를 이용하여 군으로 나뉜 명Spectrophotometer 5 50

의 피검자를 연령에 따른 부위별 을 측정L*, a*, b*

하였다 는 모든 측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

값의 경우에는 치경부에서만 증령에 따라 감소L*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중앙부나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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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는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Fig 5).

적녹채도지수를 나타내는 값의 경우에는 모든a*

부위에서 증령에 따른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6).

황청채도지수를 나타내는 값도 마찬가지로 증b*

령에 따라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7).

은 증령에 따른 부위별 값의 상Table 3 L*, a*, b*

관관계를 나타낸다 값은 치경부에서만 감소하는. L*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 P<0.05 ),

지 부위에서는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고 와, a* b*

값은 증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부위별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작은 변수로 인한 것으로 변.

수가 증가된 전체 범위에서 는 양의 상관관계를a*

Fig. 5. L* variation with age a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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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도 역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P<0.01 ), b*

낸다( P<0.05 ).

Fig. 6. a* variation with age a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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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 variation with age a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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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 a*, b* value with age at 3 site
Cervical middle incial

L* a* b* L* a* b* L* a* b*

20's ave

S.D.

30's ave

S.D.

40's ave

S.D.

50's ave

S.D.

60's ave

S.D.

Total

91.52

0.6

91.51

0.67

90.95

1.08

91.04

0.611

90.78

1.15

91.16

0.87

0.15

1

0.2

1

0.33

1.2

0.6

1.13

0.8

.06

0.42

1.06

0.5

1.01

0.49

1.19

0.92

1.03

1.23

0.68

1.32

0.73

1.06

0.96

91.56

0.69

91.07

1.02

91.33

0.68

91.55

0.84

91.36

0.62

91.37

0.77

0.14

0.87

0.22

1.29

0.3

1.23

0.36

0.93

0.52

0.66

0.3

1.1

0.43

0.78

0.34

1.06

1

1.01

1.09

0.74

1.27

0.43

1

0.88

91.33

0.83

90.69

0.75

90.94

0.98

91.26

0.68

91.07

0.59

91.06

0.78

0.17

1.16

0.2

1.2

0.24

1.04

0.59

1.07

0.58

0.49

0.36

1.08

0.39

1.22

0.4

0.93

0.97

1

1.3

0.71

1.31

0.58

1.04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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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efficient of correlation of L*, a*, b* with
age at sites

L* a* b*

Cervical

Middle

Incisal

Total

-0.308*

0.052

0.04

-0.08

0.277

0.249

0.233

0.253**

0.19

0.15

0.15

0.16*

** P<0.01 ; * P<0.05

.Ⅳ 총괄 및 고찰

구강 내에 존재하는 수복물은 저작이나 발음 기

능 뿐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환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중 현재 주로 이용되는 도재 수.

복물의 기계적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와 발전이 있어 왔지만 도재 수복물에 사용되는 도

재의 색조의 조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임상적 기술적인 면에서 도내수,

복물의 색조 선택 전달과 색조 재현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
2)
.

또한 특정 물체의 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물체에 비춰지는 광원의 성질 물체의 물리적 성질, ,

관찰자의 시각능력 및 주관적 판단 주변색과 상호,

관계 등이 있으면 이 중 광원의 성질이 가장 중요하

다
12)

.

Fig. 8. CIELAB color space.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색조 선택방법은 시각적

분석법과 기계적 방법이 있는데 이 실험에서 사용

한 를 이용한 색조선택은 주위환spectrophotometer

경이나 광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자의 주관적

요소가 배제되었다13,14,15) 또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

해 변화하는 색을 평가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색채계가 이용되었다 이 색체계는CIELAB .(Fig. 8.)

년에 국제 조명기구 에 의해 개발되었다가1931 (CIE)

년에 보다 발전시킨 색채계로 색 공간에서의1978

동일한 거리는 대략적으로 동일하게 인지되는 단계

를 나타낸다 색채계의 가지 좌표는. CIELAB 3 L*,

인데 여기서 은 밝기의 변수이고 와 는a*, b* L* a* b*

채도 좌표이다 와 의 좌표는 각각 적색녹색과. a* b* /

황색청색의 축상에 위치하도록 고안되었다/
16,17)

.

치아의 연령에 따른 색조의 변화는 다양한 식이

습관과 치아내부 구조의 변화로 위치에 따라 변하

게 되는데 상악 전치부의 경우 마모가 주로 발생되,

는 치아의 절단연에서 교합에 의해 투명도의 감소

가 일어나고18) 이차 상아질이 형성됨에 따라 어두

워지고 붉고 노란색의 색조를 띠게 된다11)
.

색조 측정방법의 어려움과 자연치의 색조 변화로

인하여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어지는 VITA Lumin

는 자연치와 비교시 밝기지수에Vacumn shade guide

서 어두운 분포영역을 나타내고 채도지수에서도 완

벽하게 자연치의 색조 영역을 표현할 수 없다19)
.

이러한 여러 이유로 전체 연령층에 대한 치아의

색조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어진

다.

본 연구의 결과 치경부에서 값이 음의 상관관L*

계를 보이는고 나머지 중앙부 절단부에서(P<0.05) ,

는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증령에 따라.

치경부에서 어두워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이 부.

위의 법랑질 층이 얇아서 하부의 진한 색조의 이차

상아질과 치근 색조의 영향으로 다른 중앙부나 절

단부에 비해 증령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

다.

와 값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a* b*

양상을 보이며 부위별 유의성은 없으나 상(P<0.05)

관 관계를 보면 치경부로 갈수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치경부에서 분홍색의 치은과 치근 색.

조로 인해 적색녹색 채도 좌표에서 좀 더 붉은 색/

조를 띠게 되고 치근 노출로 인한 치근 색조와 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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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랑질 층으로 하부의 진한 이차상아질의 색조

가 표현되어 황색청색의 좌표에서 좀 더 노란 색조/

을 띠게 된다.

이러한 연령과 부위에 따른 색조의 변화를 이해

함으로써 자연스럽고 심미적인 보철 수복에 있어

올바른 색조의 선택과 전달 수복물의 평가에 도움,

이 되리라 생각된다.

V. 결 론

증령에 따른 색조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된

명의 피검자를 연령별로 군으로 나누고 상악50 5 ,

중절치를 부위별로 치경부 중앙부 절단부 세부위, ,

로 나누어 로 측정한 결과로 다음spectrophotometer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색조 측정 결과 값이 치경부에서 유의성있게1. L*

작아지고 나머지 중앙부 절단부에서는(P<0.05) ,

변화가 없었다 이는 증령에 따라 치경부에서 어.

두워짐을 의미한다.

값은 증령에 따라 증가 양상을 보이나 부위별2. a*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변수가 증가된.

전체 범위에서는 값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여a*

치아가 해 진다reddish (P<0.01).

값 역시 부위별 유의성을 띠지 않으나 전체적3. b*

으로 볼 때 증령에 따랄 증가하여 해 진yellowish

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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