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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정도에 따른 자연치아의 색조비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치과보철과

최미라

심미적 보철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 색조의 선택은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색조선택과정은 광원, 표면, 관찰자

의 능력, 주변 배경색상, 관찰각도, 명암적응력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좌우된다. 색조를 선택하는 시점에따

라 치아의 건조정도는 달라지게 되므로 본 실험에서는 치아 건조정도가 자연치아의 색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강내 색조측정기를 이용하여 구강가글 즉시 측정한 군을 실험군으로 구강가글 10초 후, 1분 후, 5분 후, 30초

간 건조 후 색조를 측정하여 △E값을 비교하였다. 각 실험군사이 △E값은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구강내에서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근접치를 보였다. 실험결과 시각적인 방법으로 색조 견본을

이용하는 방법은 건조정도에 따른 색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 건조정도가 색조 선

택에 유의할 만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요어: Shadeeye, 색조선택, 색조측정기, 치아건조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0:26(3):265~271)

서 론

치아색상을 재현하는 수복물의 심미성은 외

형, 표면형태, 투명도, 색상등에 의해 좌우된다.
1

치과재료와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심미적으로 우

수한 보철물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색

조의 평가와 재현은 심미치과학에서 도전적이

과제이다.

심미적 보철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 색조의 선

택은 중요한 단계이다.
2,3

이러한 색조선택은 광

원, 표면, 관찰자의 능력, 주변 배경색상, 관찰각

도, 명암적응력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좌

우된다.
4,5

Preston
6
은 잇몸색상등과 같은 구내조

직의 색상, 치수등이 치아색상에 영항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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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선택한 색조라 할지라도 도재의 두께, 같

은 제조사에서 제작한 도재가루의 미묘한 색상

차이, 색조견본과 도재간 색조차이등으로 색상선

택과 색상 재현 두가지 과정으로 심미수복물의

제작에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치아색조는 다양한 원인에의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어떤 임상가들은 임상치료 전에

색조를 선택하는 반면
7
많은 임상가들이 임상치

료가 완료된 후 색조 선택을 한다.8 색조를 선택

하는 시점에따라 치아의 건조정도는 달라지게

되므로 본 실험에서는 치아 건조정도가 자연치

아의 색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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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및 방법

20명의 20-25세의 치과위생학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치과 충전물이나 치아우식증이 없는 생

활치이면서 A2 색상을 지닌 상악 중절치를 피검

치아로 선택하였다. 각 치아는 실험 전 착색이나

음식물 잔사, 치태를 제거하기위해 pumice를 이

용하여 연마하였다.

실험표준화를 위해 동일한 실험장소에서 치과

용 에이프런과 진료실 의자는 같은 색으로 통일

하였다. 광원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과

치과용 조명에의한 인공광원이었고 동일 시간대

인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측정하였으며 피

검자는 개구상태에서 치과용 조명이 치아 표면

에 수직으로 비추도록 하였다.

동일색상의 방수펜으로 원모양의 측정부위를

표시하여 측정위치 변화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Fig. 1)

피검자는 물로 구강가글을 실시한 후 즉시, 가

글 10초후, 1분후, 5분후 shadeeye NCC (Shofu

Dental Co., San marcos, CA, U.S.A.)(Fig. 2)를 이

용하여 색조측정을 하였고 가글후 30초간 air

syringe로 건조후 색조측정을 실시하였다. 가글

즉시 측정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가글 10초

후를 실험 1군, 1분후를 실험 2군, 5분 후를 실험

3군, 30초건조 후를 실험 4군으로 지칭하였다.

Fig. 1. Shade selection using intra-oral colorimeter

각 과정마다 제조사의 지시에따라 calibration

하였고 한 피검자당 3번씩 반복 실시하였다. 각

측정치는 analyze mode를 이용하여 CIE Lab

value를 측정하여 △a, △b, △L, △E 값을 계산하

여 SPSS 통계프로그램(SPSS 13.0 for windows,

SPSS Inc., Illinois, U.S.A.)에서 one-way ANOVA

통계를 이용하여 측정시간에따른 색조차이의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p<0.05)

결 과

대조군과 각 실험군 간의 △a, △b, △L, △E를

구하고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I,Ⅱ)

1) △a (Fig. 3)

모든 group 간의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2) △b (Fig. 4)

group 1과 group 3,4 사이에만 유의차가 존재하

고 나머지 group 끼리의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

었다.

3) △L (Fig. 5)

group 1은 group 2와의 사이에서만 유의차가

없었고 group 2는 group 3 과의 사이에서만 유의

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Fig. 2. ShadeEye 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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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b △L △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1

2

3

4

total

0.050

0.120

0.165

0.225

0.140

±0.206

±0.384

±0.506

±0.435

±0.396

-0.105

-0.575

-1.185

-0.800

-0.882

±0.492

±0.629

±1.172

±0.761

±0.882

0.110

0.850

1.700

1.044

1.074

±0.099

±0.198

±0.263

±0.234

±0.120

0.555

1.399

2.430

1.783

1.542

±0.428

±0.637

±1.159

±0.539

±1.000

Table I. CIE L
*
a
*
b

*
for each groups.

△a p-value △b p-value △L p-value △E p-value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0.945

0.799

0.511

0.260

0.000

0.039

0.065

0.000

0.018

0.003

0.000

0.000

group 2 group 1

group 3

group 4

0.945

0.984

0.839

0.260

0.086

0.813

0.065

0.025

0.960

0.003

0.000

0.367

group 3 group 1

group 2

group 4

0.799

0.984

0.964

0.000

0.086

0.435

0.000

0.025

0.086

0.000

0.000

0.037

group 4 group 1

group 2

group 3

0.511

0.839

0.964

0.039

0.813

0.435

0.018

0.960

0.086

0.000

0.367

0.037

Table Ⅱ. One-way ANOVA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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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value for eac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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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 value for each groups.



최미라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6권 3호, 2010268

-2

-1

0

1

2

3

4

5

1 3 5 7 9 11 13 15 17 19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Fig. 5. △L value for eac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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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 value for each groups.

4) △E (Fig. 6)

group 2와 group 4와의 사이에서만 유의차가

없었고 그 외 모든 group 간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였으나 △E의 차이는 피검자 4,5에서 group 1

과 group 3사이에서만 3.7 이상의 △E를 보였고

그 외의 경우 모두 △E차이가 3.7 미만이었다.

총괄 및 고안

수복물의 색조선택은 주로 자연치와 시판되고

있는 색조 견본 탭을 구강에서 치아옆에 위치시

켜 비교하여 이뤄진다.
9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인

시각에의한 색조 선택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일

관성도 없다.
10,11,12

주위 광원, 경험, 나이, 눈의

피로도, 주변색 그리고 조건등색(metamerism)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일관성이 감소한다.4,5

어떤 학자들은 색조선택에 미치는 빛의 영향을

강조하고
13,14

어떤 학자들은 광원과 무관하게 치

과의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15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시판되는 색조견본들이

필요한 색조범위를 다 포함하지 못하고
16,17,18

같

은 제조사의 색조견본끼리도 미세한 차이를 보

인다고 하였다.
16

최근 색조견본에도 발전이 있

었으나
19

여전치 자연치 색조 전체를 표현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20 치아고유의 표면형태와 투

명도등도 치아와 수복물 색조간 차이를 야기하

는 요인이다.
21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구강내

colorimeter가 개발되었다. 구강 내 colorimeter는

색조를 CIE L
*
a

*
b

*
값으로 측정하는 기구이다.

22

CIE(Commission Internationale del'Eclairage)

system은 색상을 측정하는 국제적 표본으로 사용

되고 있다.
23

CIE system은 모든 색상이 빨강, 초

록, 파랑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 값을 수학

적으로 CIE Lab 색상공간에 표시하는것이다. L

축은 밝기와 측백의 성질을 나타내는 무채색의

특성을 나타내고 a와 b는 색도좌표로 a축은 (+)

는 적자색, (-)는 청녹색의 정도를 의미한다. b축

은 (+)는 황색, (-)는 청색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값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E값은 색

상차이의 정도를 나타낸다.

△E={(△L*)2+(△a*)2+(△b*)2}1/2

구강외에서 사림이 식별가능한 △E=1이나
29

구강내에서 치아와 보철물의 경우 다양한 투명

도와 복잡한 색상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어 임상

적으로 허용가능한 △E=3.7이라고 제시하고 있

다.24,25 즉, △E이 3.7미만이면 임상에서 같은 색

조로 간주된다.

첫 colorimeter는 1870년대에 개발되었으나

1990년대까지는 화학분야에서만 사용해 오다가
26

최근 20년간 치과계에서 colorimeter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Douglas와 Brewer21에 따르면 구내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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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digital colorimeter를 이용한 분석이 인간의

눈보다 우수하다고 하였고 Dancy등
27
과 Klemetti

등28에의하면 이러한 분석이 시각적 색조선택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

Paul등
29
은 색조견본을 이용한 선택의 반복 재

현성은 27%인 반면 spectrophotemeter를 이용한

경우 83%의 재현성을 보인다고 하였고 Tung등
22

은 colorimeter를 이용한 색조선택의 반복재현성

이 82%라고 보고하였다. Paul등30은 더 최근에

spectrophotometric 색조분석이 시각적 선택보다

더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Paul등은31 spectrophotometer의 측정위치 변화

로 인한 오차는 △E=0.48로 임상적으로 허용가

능하다고 하였고 Douglas
32
는 측정위치 변화로

인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custom positioning

jig를 제안하였다.

치아는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

고 구강내라는 주위 환경에 의해 색조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몇몇 저자는 잇몸의 색상이 치아

색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33,34

어떤 학자는 치

아의 투명도 때문에 치수나 잇몸으로 가는 혈류

량의 생리적 변화가 치아색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32

Dawes
35
는 침의 양도 치아의 습윤도에의

해 영향을 주어 그 색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본 실험에서는 색조를 선택하는 시점에따라

치아의 건조정도는 달라지게 되므로 치아 건조

정도가 자연치아의 색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실험결과 색조차이를 나타내

는 △E값이 구강가글 1분후 측정군과 30초 건조

측정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할 만한 차이

를 보였다. 하지만 그 차이는 2명의 피검자에서

구강가글 10초 후 측정값과 5분 후 측정값사이

에서만 3.7이상을 보여 대부분의 경우 구강내에

서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근접치를

보였다. a, b 값에의해 결정되는 채도보다는 L값

으로 표시되는 밝음 정도가 더 많은 그룹간 유의

차를 보였다.

결 론

20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상악 중절치의 건

조정도에 따른 색조 측정 결과 색조차이를 나타

내는 △E값이 구강가글 1분후 측정군과 30초 건

조 측정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할 만한 차

이를 보였다. 하지만 그 차이는 2명의 피검자에

서 구강가글 10초 후 측정값과 5분 후 측정값사

이에서만 3.7이상을 보여 대부분의 경우 구강내

에서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근접치

를 보였다. 실험결과 시각적인 방법으로 색조 견

본을 이용하는 방법은 건조정도에 따른 색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기계를 이용하는 경

우 건조정도가 색조 선택에 유의할 만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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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Shade Changes According to Dry/Wet Condition of

Tooth using Intra-Oral Colorimeter

Mee-ra Choi

Dept. of prosthodontics.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esthetic dentistry is shade selection. Alterations to perception of color can occur

as a result of numerous factors, including light source, tooth surface texture, observer's ability, surrounding colors, the angle

of observation, light and dark adaptation and others. During the clinical procedures, tooth might be in dry or semi-dry

con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hade changes in wet and dry conditions of natural tooth.

Groups of measurement are an initial wet condition as control, dry in 10seconds, 1 minute, 5minutes and 30seconds air

dry. Using Shadeeye, color difference(△E) between measurements were analyzed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But most of the differneces were <3.7 △E unit. Such differences are below the threshold for perceivable

color mismathces in intraoral condition.

Shade selection with an intraoral colorimeter could be changes in dry and wet condition but there might b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visual color mathing.

Key words : Shadeeye, shade selection, colorimeter, tooth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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