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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부 도재관 시스템의 에나멜 및 덴틴 도재층

두께 비율이 색상에 미치는 영향

주성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과학과 치과생체재료과학 전공

1. 목 적

최근 지르코니아 보철의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부

도재관 시스템의 심미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수복물의

기본을 이루는 코어의 상부에 덴틴 및 에나멜 도재층이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도재 색조 재현의 한계로 인해 도재층의 두께에

따라 색상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에나멜 및 덴틴 도재층이 일정

두께에서 가지는 비율에 의해 어느 수준의 색상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방 법

전치부 전부 도재관을 재현하기 위해 IPS e.max Press 및 두 종류

의 지르코니아 시스템(Lava, Zirkonzahn)을 이용하여 0.3 mm 코어

를 제작, 쐐기 모양으로 제작된 에나멜 및 덴틴 도재층을 그 위에

중층하여 세 가지 색조(A1, A2, A3.5)에 해당하는 시편을 구성하였

다. 비니어층의 두께는 2 mm로 일정하게 하였으며 연속적 색상 측

정을 위해 모터로 가동되는 무빙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0.25 mm 간



격으로 시편을 이동시켰다. 색상의 측정은 분광방사휘도계를 이용하

였으며 각 도재층의 두께가 1 mm로 1:1 비율을 가지는 중간 지점

을 기준으로 한 양측으로, 비율 변화에 따른 색차를 구하였다. 양

끝단 간의 색차 역시 계산을 통해 구하였다. 색차의 인지 역치는 Δ

E*ab = 2.6, 허용 역치는 ΔE*ab = 5.5를 이용하여 결과 분석을 수행

하였다.

3. 결 과

IPS e.max Press의 경우 에나멜 두께 1.8 mm일 때 A3.5 색조에서

ΔE*ab가 3.96으로 최대값을 나타냈으며 덴틴 두께 1.8 mm일 때 역

시 A3.5 색조에서 7.21로 최대의 색차를 나타내었다. 두께 비율에

따른 양상은 A1을 제외하고 덴틴층 비율 증가에 따른 색차의 변화

가 더 컸다. Lava에서도 색조에 따른 변화 양상 및 두께 비율에 따

른 양상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Zirkonzahn은 밝은 색조

에서 색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A2를 제외하고 에나멜

층 비율 증가에 따른 색차의 변화가 더 컸다. IPS e.max Press가

인지 역치 이내의 색차를 많이 보여주었으나 허용 역치를 기준으로

는 지르코니아 시스템이 IPS e.max Press에 비해 색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었다.

에나멜과 덴틴 비율의 양 끝간의 색차는 모두 ΔE*ab가 2.6 이상에

대부분 5.5를 넘었으므로 수복물의 최종 색조 재현에 있어 에나멜과

덴틴의 두께 비율 조절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주요어 : 올세라믹, 지르코니아, 도재, 색차, 두께 비율

학 번 : 2010-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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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치과치료에서 심미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

라 치과 심미 수복물 재료로써 세라믹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세

라믹이 심미 수복물 재료로써 사용되는 이유는 세라믹이 가지는 내

구성과 강도, 광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자연치와 조화되는 능력 때문

이다(1). 세라믹 수복물의 자연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복물은

불투명도, 색조, 그리고 두께를 다르게 하여 도재층을 제작해야 한

다. 이러한 특성들은 미리 정량화 될 수 없고, 수복물의 심미적인

결과는 치과기공사의 경험, 기교, 동기 유발에 달려 있다. 특히 심미

수복물의 최종 색조는 도재층의 중층과 두께, 색조 및 불투명도에

의존한다(2). 또한 치과용 도재 수복물의 심미 정도는 부분적으로

반투명도와 색상에 영향을 받는다(3).

금속 하부구조가 없는 전부 도재관은 금속 소부 도재관에 비해 더

큰 광투과도를 가지며, 그로 인해 수복물의 반투명도와 색조 재현성

이 향상 된다(4). 치과용 전부 도재관 수복물은 자연치아의 구조, 색

상, 표면질감 그리고 코어와 비니어 층의 다양한 반투명도, 색조 그

리고 두께와 잘 조화 되어야 한다(2,5). 임상조건에서의 전부 도재관

수복물의 색조 선택에는 세라믹의 두께와 색상뿐만 아니라 luting

agent의 두께와 색상 및 하부 치아의 색상도 영향을 미친다(6).

세라믹 수복물의 자연감을 얻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불투명도와

색조를 갖는 도재층의 중층 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코어, 비니

어, 그리고 다른 특수 세라믹 재료의 중층과 두께의 조합이 전부 도

재관 수복물의 최종 색조 조절에 이용되어 왔다(2,7,8). 전부 도재관

수복물의 코어는 구성성분에 따라 다른 반투명도와 불투명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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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9,10). 높은 불투명도를 갖는 코어들은 최소한의 수복 두께로

하부의 변색된 치아의 색상을 차폐하는데 사용된다(11-13). 게다가,

코어의 반투명도 혹은 불투명도는 심미성을 조절하고 재료를 선택

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주된 요소 중의 하나로 알려

져 왔다(9,10,14,15).

Heffernan 등(9,10)은 6종의 전부 도재관 시스템을 이용한 코어와

비니어의 반투명도 실험에서 두께가 전체의 반투명도에 영향을 미

치며, 높은 반투명도의 자연치가 인접한 수복물의 경우에는

In-Ceram Spinell이, 중간 정도의 반투명도를 갖는 치아에는

Empress, Empress2, Procera가 적절하며 중간 정도의 불투명도를

갖는 자연치에는 In-Ceram Alumina가 사용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

하였다. Nakamura 등(12)은 백류석기반의 가압 성형 세라믹을 사용

하여 수복물을 만들 때, 1.6 mm이상의 두께가 되지 않으면, 하부 금

속구조물 색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Zhang 등(16)은 0.2 mm

두께의 코어(알루미늄 옥사이드 디스크) 위에 0.4 mm의 도재층을

축성한 후, 착색된 치아 위에 놓고 색차를 측정한 결과, 최대 27 Δ

E*ab 까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Dozic 등(2)은 opaque과

translucent 도재의 두께비율이 심미 수복물의 최종 색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Vichi 등(6)은 도재층의 두께가 1.0 mm일 때 도재

층 하부 구조의 색으로 인한 색상차이를 시각적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으며, 1.5 mm의 두께가 되면서 그 색상차이가 줄어들게 되며,

측정 장비를 통해서만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도재층

의 두께가 2.0 mm이면 색상차이가 감지되지 않고, 임상적으로 적절

한 색상차이라고 하였다. Antonson 등(7)은 전부 도재관에서 코어와

도재층의 contrast ratio 와 두께는 선형적 관계를 이룬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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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Shokry 등(17)은 코어와 비니어가 중층된 세라믹 시편의 색상

은 코어의 두께와 비니어의 두께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둘

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치과용 수복 재료

의 심미적 특성은 이전부터 분광측색계(spectrophotometer)나 분광

방사휘도계(spectroradiometer)로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

Eclairage(CIE) L*,a*,b*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평가 되어 왔다. L* 값

은 명도, a*는 적색(양의 값)에서 녹색(음의 값), b*은 황색(양의 값)

에서 청색(음의 값)의 채도 좌표계를 나타낸다(18). 인간의 눈은 색

상의 작은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

적 색상 비교의 해석 또한 주관적이다. 따라서 Color match를 평가

하기 위해 Color difference value(ΔE*ab)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

다(19).

색차는 보통 인지가 가능한 최소의 색차를 의미하는 인지 역치

(Perceptibility)와 치과 임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색차인 허용 역치

(Acceptability)로 나눌 수 있다. 분광방사휘도계를 이용한 Douglas

등(20)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 역치값은 2.6 ΔE*ab , 50%의 치과의사

가 수복물의 재제작하는 허용 역치값은 5.5 ΔE*ab로 보고 하였다. 완

성된 심미 수복물에서 비니어의 layering ability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분광측색계(Spectrophotometer)나 색도계

(Colorimeter)와 같은 접촉식 기구를 기본으로 하여 측정되었다(21).

두께 요소를 변인으로 하여 시편의 색상 변화에 기초를 둔, 접촉식

기구를 사용한 이전의 연구들은 연속적인 두께 변화에 따른 색 변

화의 양상을 정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Son 등(19)은 코어 위에 경

사진 형태의 덴틴 도재층을 축성하여 시편을 만든 후, 비접촉식 측

정 기기인 분광방사휘도계를 이용하여 하나의 시편에서 덴틴 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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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연속적인 색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Lim

등(22)은 코어, 비니어 및 중층된 세라믹의 반투명도(TP;

Translucency Parameters)를 분광측색계(spectrophotometer; SP)와

분광방사휘도계(spectroradiometer ; S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

정 원리에 있어서는 SP와 SR이 유사하나 SR로 측정된 TP값은 SP

로 측정된 값보다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넓은 조명 영역에서

SR 측정은 백색 배경에서 더 많은 반사광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투명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SR과 SP 측정 간에 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반투명도가 높은 물체는 SP로 측정 시 백색

배경에서 더 큰 edge-loss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라 하였다. 게다가

SR의 조명 배치는 조리개를 사이에 두고 제한적이지 않으며, 이는

임상적인 조건에서 인간의 시각인지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시각인지를 잘 반영함은 물론 분광측색계

에서 발생하는 edge-loss 효과를 피할 수 있는 분광방사휘도계를 이

용하였다(23,24). IPS empress 시스템과, 2종의 지르코니아 시스템에

서 최근 전치부 심미 수복의 추세에 맞춘 0.3 mm 코어와 그 위에

쐐기형의 덴틴과 에나멜 층을 엇갈리게 위치시켜 2.0 mm의 일정한

두께를 가지도록 시편을 조합하였다. 조합된 도재층에서 덴틴과 에

나멜 층의 연속적인 두께 비율 변화에 따른 색상 차이를 알아보고

그 임상적 활용 가능성과 의미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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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Name

Target  
Shade

Core   
Shade

Porcelain   
Ceramics

Manufacturer
Dentin Enamel  

 

IPS   
e.max 
Press

A1
MO1

A1 A1 Ivoclar Vivadent AG, 
Schaan,

Liechtenstein
A2 A2 A2

A3.5 MO2 A3.5 A3.5

Lava
A1 FS1 DA1

E2 3M ESPE, St. Paul, 
MN, USAA2 FS3 DA2

A3.5 FS4 DA3.5 E3

Zirkonzan
A1 A1 A1 A1

Zirkonzahn GmbH, 
Bruneck, ItalyA2 A2 A2 A2

A3.5 A3.5 A3.5 A3.5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전치부 전부 도재관을 재현하기 위해 두 종류의 지르코니아 시스

템, 3M ESPE사의 LavaTM zirconia(Lava; VITA zahnfabrik, Bad

Säckingen, Germany)과 Zirkonzahn사의 Zirkonzahn® Prettau

Zirkon(Zirkonzahn; Zirkonzahn GmbH, Bruneck, Italy)를 사용하였

고, Ivoclar Vivadent사의 IPS e.max® Press(e.max Press; Ivoclar

Vivadent AG, Schaan, Liechtenstein)가 사용 되었다(표 1).

표 1. 사용된 재료 및 착색의 종류 와 대응 색조

2. 시편 제작

코어제작은 Lava의 경우 FS1(A1), FS3(A2), FS4(A3.5)의 3가지

종류의 착색이 사용되었고, Zirkonzahn의 경우에는 Vita Classical

색조가이드의 모든 색조가 있는 관계로 A1, A2, A3.5의 3종류로 착

색하였다. e.max Press는 이미 착색된 ingot을 사용하였고,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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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city를 나타내는 MO1, MO2의 2종류의 ingot이 사용되었다. 착색

이 완료된 후, 시편들은 각각 제조사의 지시대로 소성하였다.

도재 축성은 각 재료당 A1, A2, A3.5에 해당하는 제조사에서 추천

하는 도재를 사용하여 덴틴 도재와 에나멜 도재를 축성하였다. 코어

는 가로 14 mm, 세로 14 mm, 두께 0.3 mm를 가지도록 제작하였으

며, 도재층은 코어와 동일한 넓이를 가지도록 가로 14 mm, 세로 14

mm, 두께는 0에서 2 mm의 연속적인 두께를 나타내기 위한 경사면

을 갖도록 가공하였다. 가공된 시편은 연마가공 전문 업체에 의뢰하

여 오차범위 0.005mm 이내로 경면(鏡面)연마 하였고, 표면 거칠기

는 공초점현미경 (LSM Pascal 5, Pascal Carl Zeiss, Jena,

Germany)으로 검사하였다(Ra = 0.1 ± 0.01 µm)(그림 1).

그림 1. 시편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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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편 조합

각각의 코어 위에 해당되는 덴틴과 에나멜 도재층을 쐐기 형태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열하였다. 이렇게 조합된 시편은 2 mm의 일정

한 두께를 가지며, 조합된 시편의 중앙부에서 좌측으로 갈수록 2

mm의 두께 내에서 에나멜 도재층의 비율이 늘고 상대적으로 덴틴

도재층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며, 우측으로 갈수록 동일 두께 내에서

덴틴 도재층의 비율이 늘고 상대적으로 에나멜 도재층의 비율이 줄

어들게 된다(그림 1). 세 층의 각 계면 사이에는 Immersion oil

(Cargille laboratories, USA, 굴절률 1.5150 ± 0.0002)를 넣고 손가락

으로 눌러 (0.2N) 기포를 제거하고 optical contact를 형성시켜 계

면에서 발생하는 산란을 최소화하고 계면간의 밀착의 정도를 높였

다(그림 2).

그림 2. 시편의 조합형태 및 무빙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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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상 측정

시편은 Neutral Munsell N7 gray색상의 벽과 바닥을 가진 ligth

booth(Color Sense II, Sungjin Hi-tech, Gyeonggi-Do, Korea)내에

위치시키고, 조명은 D65 simulating tube(F2DT12/65,

Gretagmacbeth, Research Triangle Park, NC, USA)를 사용하였으

며, 조사각도는 45도로 시편으로부터 30cm 거리에 위치 시켰다. 분

광방사휘도계(Spectroradiometer PR-670; SpectraScan, Photo

Research, Chatsworth, CA, USA)를 사용하여 시편과의 측정거리

40cm에서 1/4도 화각으로 측정하였다(그림 3).

그림 3. 색상 측정 장비 및 라이트부스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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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epping motor가 부착된 무빙 스테이지 위에 검은색 타일

(CM-A101W, Konica Minolta Sensing, Osaka, Japan) 놓고 그 위

에 조합된 시편을 위치시킨 후, 좌에서 우로 0.25 mm 간격으로 이

동시키면서 총 41회 측정하였다. 색상 측정 시에는 빛을 차단하는

덮개를 이용하여 light booth를 덮어 외부의 빛을 차단하였으며, 모

든 시편 조합의 측정 전에는 백색 타일(CM-A101W, Konica

Minolta Sensing, Osaka, Japan)을 이용하여 분광방사휘도계를 보정

하였다.

측정 후 380 nm 에서 780 nm에 이르는 파장 영역의 반사율을 2

nm 간격으로 얻고, 그 결과를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

Eclairage (CIE) L*,a*,b* 파라미터로 변환하였다. 모든 시편을 측정

하여 CIE L*,a*,b* 파라미터를 얻고, 시편의 중앙부분인 에나멜과 덴

틴이 1:1(각각 1 mm씩) 비율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색상

값을 비교하여 ΔE*ab를 구하였다.

ΔE*ab = {(ΔL
*)2+(Δa*)2+(Δb*)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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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e.max 
Press Lava Zirkonzahn

Enamel/Denti
n(mm) 1.8/0.2 0.2/1.8 1.8/0.2 0.2/1.8 1.8/0.2 0.2/1.8

A1  2.27*  2.06* 3.78 4.60 4.54 3.24

A2  2.51* 5.42 4.39  6.05★ 3.58 4.11

A3.5 3.96  7.21★ 4.46 5.49 4.41  2.22*

Ⅲ. 결과

측정결과를 통해 시편에서 두 도재층이 1대 1의 비율(에나멜 1

mm, 덴틴 1 mm)을 이루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시편의

양끝단의 ∆E*ab는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제조사별 시편의 동일 비율 부분과 양 끝단간의 색차 ΔE *ab

*는 ∆E*ab< 2.6 (인지역치),
★는 ∆E*ab> 5.5 (허용역치)

IPS e.max Press의 경우, ∆E*ab는 에나멜/덴틴의 두께가

1.8/0.2(mm)일 때 A1 shade에서 2.27로 최소값을 나타내었으며

A3.5 shade에서 3.96으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에나멜/덴틴의 두께

가 0.2/1.8(mm)일 때는 A1 shade에서 최소값 2.06을 나타내었으며,

A3.5에서 7.21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표 2). ∆E*ab의 두 층의 두께

비율에 따른 변화 양상은 A1 shade에서는 (1.8/0.2)2.27로 에나멜층

의 비율 증가에 따른 변화가 더 컸으며, A2 와 A3.5 shade에서는

각각 (0.2/1.8)5.42와 (0.2/1.8)7.21로 덴틴층의 비율 증가에 따른 변화

가 더 컸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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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PS e.max Press에서 에나멜 1 mm/덴틴 1 mm을 이루는 시

편의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한 두 층의 비율별 ΔE *ab

Lava의 경우는 에나멜/덴틴의 두께가 1.8/0.2(mm)일 때 A1 shade

에서 3.78로 최소값을 나타내었으며 A3.5 shade에서 4.46으로 최대

값을 나타내었다. 에나멜/덴틴의 두께가 0.2/1.8(mm)일 때는 A1

shade에서 최소값 4.60을 나타내었으며, A2 shade에서 6.05로 최대

값을 나타내었다(표 2). ∆E*ab의 두 층의 두께 비율에 따른 변화 양

상은 A1 shade에서는 (0.2/1.8)4.60로 에나멜층의 비율 증가에 따른

변화가 더 컸으며, A2 와 A3.5 shade에서는 각각 (0.2/1.8)6.05와

(0.2/1.8)5.49로 덴틴층의 비율 증가에 따른 변화가 더 컸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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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ava의 에나멜 1 mm/덴틴 1 mm을 이루는 시편의 가운데 부

분을 기준으로 한 두 층의 비율별 ΔE *ab

Zirkonzahn의 경우, 에나멜/덴틴의 두께가 1.8/0.2(mm)일 때 A2

shade에서 3.58로 최소값을 나타내었으며 A1 shade에서 4.54로 최

대값을 나타내었다. 에나멜/덴틴의 두께가 0.2/1.8(mm)일 때는 A3.5

shade에서 최소값 2.22을 나타내었으며, A2 shade에서 4.11로 최대

값을 나타내었다(표 2). ∆E*ab의 두 층의 두께 비율에 따른 변화 양

상은 A1 과 A3.5 shade에서는 각각 (1.8/0.2)4.54와 (1.8/0.2)4.41로

에나멜층의 비율 증가에 따른 변화가 더 컸으며, A2 shade에서는

(0.2/1.8)4.11로 덴틴층의 비율 증가에 따른 변화가 더 컸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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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Zirkonzahn의 에나멜 1 mm/덴틴 1 mm을 이루는 시편의 가

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한 두 층의 비율별 ΔE *ab

IPS e.max Press에서 ΔE*ab>2.6 인 경우는 1.8/0.2(mm) 두께 비율

의 A3.5 shade 와 0.2/1.8(mm) 두께 비율의 A2 ,A3.5 shade에서 나

타났고 A1 shade의 경우에는 ∆E*ab>2.6 가 없었다. Lava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E*ab>2.6를 나타내었다. Zirkonzahn은 0.2/1.8(mm)

두께의 A3.5 shade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모두 ∆E*ab>2.6를 나타

내었다. ∆E*ab>5.5인 경우는 IPS e.max Press의 0.2/1.8(mm)두께의

A3.5 shade와 Lava의 0.2/1.8(mm) 두께의 A2 shade에서 나타났다

(표 2).

에나멜층이 가장 두꺼운 비율인 1.8/0.2(mm)와 덴틴층이 가장 두꺼

운 비율인 0.2/1.8(mm)간의 ∆E*ab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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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e.max 
Press Lava Zirkonzahn

A1 3.59    6.72*  7.37* 

A2  7.23*  9.71*  6.39* 

A3.5  9.78*  9.52* 5.31   

모든 경우에서 ∆E*ab>2.6를 나타내었다. IPS e.max Press의 A1

shade의 3.59와 Zirkonzahn의 A3.5 shade의 5.31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모두 ∆E*ab>5.5를 나타내었다.

표 3. 시편의 양 끝단 간의 비교 색차

*는 ∆E*ab > 5.5 (허용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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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세라믹 수복물의 자연스러움은 수복물의 구성요소 중에서도 도재

층의 색조, 반투명도 및 두께 등에 의해 좌우된다(2,3).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두께에 따른 도재층의 색조변화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재

층을 이루는 구성요소인 에나멜 및 덴틴 도재의 중층구조에서 최종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에나멜과 덴틴 도재층의 비율 변화에

따른 색상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

된 것과 유사하게 쐐기형태의 경사진 시편을 정밀하게 제작하여 연

속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시편을 가공하였으며 색상의 측정

역시 그에 맞도록 분광방사휘도계(spectroradiometer)를 사용함으로

써 무빙 스테이지에 의한 시편의 자동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 분광방사휘도계의 사용은 분광측색계가 가지는 한계로 인한

Edge-loss 등의 부작용도 피하는 장점을 얻었을 것이다(25).

배경색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재층의 두께는 2 mm 정도로 알

려져 있고, 수복물의 도재층의 두께가 보통 최대 2 mm 정도인 것을

감안하여 전체 두께를 2 mm에 맞추어 비율을 연속적으로 변화시켰

으며 이는 기존에 도재층의 비율을 변화시켜서 실험한 연구와의 차

별성을 부여함은 물론 실제로 더 넓은 범위의 두께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2,6). 도재층 비율에 의한 1:1 비율로부터의 색차의 수치

범위(ΔE*ab = 2.06∼7.21)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ΔE*ab = 1.5∼7.1)와

유사한 색차 범위를 보였다. 본 연구는 분광측색계 대신 분광방사휘

도계를 사용하였고, 한국인의 치아 색상 범위를 반영하여 A3 색조

대신 A3.5 색조를 사용하는 등의 차이점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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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사점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최근 수복물의 코어의 두께는 지르코니아와 같이 향상된 강도를

가지는 재료의 등장에 힘입어 얇아지는 추세이며 기존의 도재층 비

율의 연구에서 0.7 mm의 코어를 사용한 것과 다르게 0.3 mm 두께

의 코어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2). 선행연구를 통해 코어의

유무 및 두께에 따른 색차를 측정해 보았는데 이전 연구의 주장에

맞게 색차는 거의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6).

두 도재층이 동일한 두께 비율일 때의 색상과의 색차를 분석한 결

과, 제조사 및 색조(A1, A2, A3.5)의 차이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었

는데 재료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지르코니아라도 착색 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조사

별로 사용되는 에나멜 및 덴틴 도재가 반투명도의 차이와 더불어

색조의 차이가 존재함에 의해 생기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즉, 상대

적으로 불투명한 덴틴층 비율이 높아질수록 색차가 커지는 경향이

더 많지만 그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 e.max Press의 A1이나

Zirkonzahn의 A1, A3.5의 경우는 에나멜층의 색조로 인해 에나멜층

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덴틴에 비해 큰 색차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색조의 차이 역시 일률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실험에 사용된 각 제조사별 도재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로 볼 수도 있겠고 색조 시스템 고유의 한계로 볼 수도 있겠다.

전자는 색조 번호의 증가에 따라 에나멜과 덴틴 도재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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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및 반투명도 변화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후자는 사용

된 색조가이드가 Vita사에서 50여년 이전에 출시한 Classical 색조

가이드여서 생기는 문제로 보는 것인데, Vita classical 색조 가이드

의 색상 구성을 측정하여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색조 구분 및 색조

번호에 따른 색조 가이드의 색상 차이가 실제 색상학적 규칙과 동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임상적 해결은

더 나은 색상학적 원리를 활용한 색조 가이드를 사용하는 것에 의

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26,27).

색조에 대한 인지역치 및 허용역치는 전술한 것처럼 임상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분광방사휘도계를 사용한 관계로 동일한

장비를 이용한 연구에 준하여 결과를 분류해 보았다(20). IPS e.max

Press의 A1 색조의 경우에는 어떤 도재층의 비율이 커지는 것과 상

관없이 색차가 2.6 이내였는데 이는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A1 색조는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데 그만

큼 빛의 흡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도재층의 비율에

의한 색차가 최소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의 다른

지르코니아 재료나 기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경향성이 없게 나왔

는데, 역시 제조사나 재료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2). 임상적

의미가 더 강한 허용 역치는 ΔE*ab = 5.6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Zirkonzahn은 해당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다른 두 재료에서는 한두

개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제조사간 차이를 논

할 수는 없겠으나 동일한 수복물 내에서도 에나멜 및 덴틴 도재층

의 비율 변화에 따라 허용역치를 넘어갈 정도로 색차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기존 연구 역시 비록 사용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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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다르지만 적용 가능한 기준을 두고 보았을 때 여러 시편에서

허용역치를 넘어서는 큰 색차를 보였기 때문에 기공실에서 도재층

비율에 따른 색차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것은 확실하다(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 층이

가장 두꺼운 비율간의 색차를 구해본 결과 예상대로 모든 경우에서

인지역치를 넘어섰고 대부분 허용역치도 넘어서는 결과를 나타냈다.

동일한 색조의 도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도재층의 두께나 비율

에 의해 색상이 달라지는 현상은 치과 임상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즉 치과의사가 원하는 색조에 맞추어 도재를 선택하였으

나 최종 색조가 목표 색조와 차이를 나타냄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환자의 불만족을 초래하고 수복물을 다시 제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치과기공사는 이런 현상을 감안하

여 도재를 축성해왔고 숙련도에 의한 최종 수복물의 색조 품질 차

이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왔다(28). O`Brien 등(29)은 금속-도

재 수복물에서 이러한 현상의 임상적 중요성을 이해하여 색차계수

(color difference coefficient)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opaque

층에 동일한 색조 코드를 가지는 비니어층을 1 mm 올렸을 때 나타

나는 색차를 말한다. 실험결과 역시 허용역치를 크게 상회하는 색차

를 보였으며 앞서 언급한 현상으로 인해 수복물 부위별 색차가 크

다든지 치과기공사가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색조의 도재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던 것이다. 기존 연구의

도재의 두께뿐 아니라 본 연구의 비율에 의한 색차도 매우 크게 나

온 것을 바탕으로 보아 최근의 올세라믹 시스템 역시 비슷한 문제

점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특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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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혹은 특정 색조에서 그러한 현상이 비교적 작은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전 지르코니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재 색조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에서

충분히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19).

본 연구는 비니어 도재층을 일정 두께로 고정한 상태로 에나멜 및

덴틴 도재층의 비율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임상적으로 의미를 가질만한 색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경 색상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두께를 일률

적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좀 더 다양한 두께에서의 연구가

추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배경 색상의 영향

을 고려하여 코어 재료의 색상, 두께 등을 실험변인으로 설정하고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진다면 더 다양한 임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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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두께인 2 mm의 중층 도재층에서 그 층

을 이루는 에나멜과 덴틴의 연속적인 두께 비율 변화에 따른 색차

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동일한 수복물 내에서 두께가 일정해도 에나멜 및 덴틴 도재층의

비율 변화에 따라 허용역치를 넘는 색차가 발생한다.

2. 에나멜층이 가장 두꺼운 비율인 1.8/0.2(mm)와 덴틴층이 가장 두

꺼운 비율인 0.2/1.8(mm)간의 ΔE*ab는 모두 인지 역치 값(ΔE*ab =

2.6)을 넘었다.

동일한 색조의 도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층된 비니어 도재층

의 비율에 따라 색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전부 도재관

수복물 제작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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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thickness ratios of two porcelain

layers on the final shade of all ceramic

restorations

Sung won,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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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 Objectives

Recently, the use of zirconia restorations increases exponentially

and the esthetic characteristics of all ceramic system comes into

the picture. There are two layers of dentin and enamel on the

basis of core materials. This structure makes color difference by

change of two layer’s thickness and ratio caused by limitation of

porcelain color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lor differences by dentin and enamel porcelain

layers’ ratio in fixed thickness.

2) Methods

IPS e.max Press all ceramic system and two zirconia

systems(Lava and Zirkonzahn) were used for simulating the

anterior all ceramic restorations. The specimens were made into

wedge shape and layered on 0.3 mm thickness core materials.

Corresponding shade of dentin and enamel porcelain were used

for three shades of restorations (A1, A2, A3.5). The thickness of



veneer layer was fixed to 2 mm and 0.25 mm interval color

measurements were obtained by using moving stage driven by

micro stepping motor. Spectroradiometer was used to measure

the color of specimens and spectral reflectances were measured

from center area of 1:1 point that two layers to the both ends.

The color difference between both ends was obtained by

calculating the color coordinates. Perceptibility and acceptability

thresholds were set to the ΔE of 2.6 and 5.5 respectively.

3. Results

IPS e.max Press showed maximum 3.96 of color difference (ΔE)

in A3.5 shade at 1.8mm enamel thickness and 7.21 in same shade

at 1.8mm dentin thickness. The trend by ratio of porcelain layers

showed larger change by dentin layer except in A1 shade.

Similar trend was seen in Lava group. However, Zirkonzahn

showed tendency of larger color difference in lighter shade group

and larger color difference by increase of enamel ratio except in

A2 shade. IPS e.max Press groups showed less color difference

than perceptibility threshold, but zirconia system showed similar

tendency of color difference by means of acceptability threshold.

The color difference between both ends of dentin and enamel

thickness ratio was all over the 2.6 and most specimens were

above 5.5. Therefore, the control of thickness ratio is important

in all ceramic system for reproducing final restoration color.

…………………………………………………………………………………
key words : all ceramic, zirconia, porcelain, color difference, thicknes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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