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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 치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의 색조 평가

( 지도 수 김  욱 )

  지

울대학  대학원

치 과학과 아치과학 공

과거에 비하여 최근 유치의 심미 인 요구 수 이 높아지고 있다.이러

한 환자의 심미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여러 가지 유 치 수복 방법

이 개발되었는데,이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기성도재 이 큰 주목을 받

고 있다.사용되는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과 시멘트 종류에 따라 임상

으로 찰되는 색조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 의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과 착에 사용되는 시멘트 종류에 따른

색조를 측정하여 이를 한국인 어린이 유 치 평균 색조와 비교하여 자연

치와 가장 유사한 색조합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2세에서 6세 사

이 어린이 100명을 상으로 선정 기 에 부합하는 상악 유 치를 색체

계를 이용하여 색조 값을 측정하 다. 한 상악 유 치에 해당되는 기

성 지르코니아 도재 3종(ZirkizTM crown,NusmileTM crown Shade

Light,NusmileTM crownShadeExtralight)과 시멘트 3종(Fujicem2TM,

RelyXTM U200,GCFuji1TM)을 이용하여 각각의 도재 과 시멘트 종류



에 따른 색조 측정을 시행한 뒤,이들 사이의 색조 값을 비교하고, 한

앞서 구한 한국인 어린이 유 치 색조 값과 비교하 다.

그 결과 상악 유 치의 색조 평균(표 편차)은 L*=77.83(2.44),

a*=0.78(1.16), b*=9.74(1.95)이고, 상악 유측 치의 색조 평균은

L*=77.18(2.45),a*=0.79(0.81),b*=10.67(2.43)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성 지

르코니아 도재 종류에 따른 색조차이의 경우 L*값에서는 ZirkizTM

crown과 NusmileTM crownShadeLight,a*값의 경우 NusmileTM crown

ShadeLight와 NusmileTM crownShadeExtralight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 0.05),b*값은 모든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종류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시멘트 종류에 따른 색조 비교 시에는

GC Fuji1TM cement의 경우에만 다른 2종의 시멘트와 통계학 으로 색

조 차이가 있는 경향을 보 고,Fujicem2TM cement와 RelyXTM U200

cementShadeA2색차는 임상 으로 허용 가능한 수 이었다.한국인

어린이 상악 유 치 색조와 가장 잘 맞는 조합은 ZirkizTM crown과

Fujicem2TM cement를 사용한 경우 고,그 다음으로는 NusmileTM

crownShadeLight와 RelyXTM U200cementShadeA2를 사용한 경우

으나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주요어 :기성도재 ,색조,상악유 치

학 번 :2013-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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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치아는 외모에 향을 미치는 요한 신체기 의 하나이며 치부

수복은 구치부 수복에 비해 심미성이 더 요구된다.자신의 치아가 아름

답지 않다고 느끼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심리 그리고 사회 발달에 부

정 인 향을 받을 수 있다1). 한 최근 경제 여건의 향상으로 인해

생활수 이 높아짐에 따라 구치에서 뿐만 아니라 유치에서도 심미 인

요구 수 이 높아지고 있는데,고르게 배열된 새하얀 치아는 매력 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청결 수 ,건강상태,그리고 사회경제 수 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환자의 심미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여러 가지 유 치 수복

방법이 개발되었다.유 치 수복시 부분의 진료실에서 통 으로 사

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개창 속 이 있는데 이것은 내구성이 우수하나

속으로 인해 심미성이 좋지 않다는 단 이 있다. 많이 사용되는 방

법으로 celluloidcrownform을 이용한 진 이 있는데 이것은 심미

이고 형태수정이 용이하며 자연치와 조화를 잘 이루고 색조를 맞추기 쉽

다는 등의 장 이 있으나 변색, 등의 가능성이 높고 치아 삭제

생기는 액과 수분 조 의 어려움으로 인해 술자의 수기에 민감하다는

단 이 있다3,4).이러한 진 의 단 을 극복하기 해 최근에는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이 출 하게 되었다.이러한 기성도재 은 유 치의

평균 인 형태에 맞게 미리 만들어진 도재 으로 심미 이고 높은 강도

와 내구성으로 인해 의 험이 으며 뛰어난 생체 친화성 등의 장

이 있어 최근 소아치과 역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Oueis등5)은 2009년 소아치과 의사를 상으로 유 치 기성 사용

황에 한 조사를 하 다.그 결과 응답자의 51%에서 유 치 수복시 기

성 을 사용한다고 답하 고 그 61%가 여러 시 인 기성 에

서 NusmileTM crown을 사용한다고 답하 다.MacLean등6)도 유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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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mileTM crown으로 치료받은 환자를 상으로 만족도 등에 해 조

사한 결과 91%에서 심미 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 으

며,Champagne등7)은 NusmileTM crown으로 치료시 보호자의 만족도가

93%로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치아 심미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치아 배열과 형태,투과성, 칭성,

표면 질감,그리고 색상 등이 있는데 이 색상은 심미성에 지 한 향

을 미치게 된다8).임상에서 수복물의 색상을 선택할 때 개 육안으로

주변 치아와 색상을 비교하여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찰자의 주 이 개

입될 수 있고 주변의 환경 인 요인들에 의해 다르게 인지될 수 있어

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그러므로 다양한 양상의 치아

색을 재 하여 수복하기 해서는 치아 색을 결정하기 한 기 이 필요

하다9). 한 유치의 색조는 구치에 비해 더 밝고 청색을 띤다고 알려

져 있기 때문에 구 치의 색조체계에 기 한 기존의 심미수복재료의

색조를 그 로 유 치에 용했을 경우 색조의 부조화가 일어나기 쉬우

므로 유치에 한 차별 인 색상 고려 과정이 요구된다10).

색을 객 으로 표 하기 해 1976년 국제조명 원회(Commission

Internationaledel’Eclairage;InternationalCommissiononIllumination,

CIE)에서는 CIE표 표색계를 발표하 는데 이것은 모든 색을 3가지 성

분 L*,a*,b*값으로 표 한 것으로 L*은 명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기를

나타내고 a*는 색과 녹색의 정도,b*는 황색과 청색의 정도를 나타낸다
11).O’Brien등12)에 의하면 CIE표 표색계에 의해 객 화된 색조 값을

바탕으로 선택된 두 물체의 색차를 ΔEab값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ΔEab

값은 두 색상 사이의 최소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ΔEab=

∆  ∆  ∆ 와 같은 공식에 의해 얻어지게 된다.그는 Δ

Eab값이 1보다 작으면 색의 일치가 뛰어나고 2보다 작다면 색차는 허용

할만한 수 이며 만약 ΔEab값이 3.7보다 크다면 임상 으로 색차를 인지

할 수 있다고 하 다.

재까지 한국인 어린이 자연 유 치 치아 색조 측정과 시 에 시 되

고 있는 유치 인공치 는 진의 색조를 측정 후 이를 비교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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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시행되어 왔으나13,14)최근 각 받고 있는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의 색조와 한국인 어린이 자연 유 치의 색조 비교에 한 연구는 아

직 행해지지 않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어린이 유 치 평균 색

조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시 의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ZirkizTM crown, NusmileTM crown)과 착에 사용되는 시멘트

(Fujicem2TM cement,RelyXTM U200cementShadeA2,GC Fuji1TM

cement)종류에 따른 색조를 측정하여 이를 유 치 평균 색조와 비교함

으로써 자연치와 가장 유사한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과 시멘트 조합을

찾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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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재료 및 방법

1.한국인 어린이 유 치 색조 측정

1)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2014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서울 학교치과병원 소

아치과에 구강검진을 받기 해 내원한 신 병력이 없는 건강한 만 2세

이상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상으로 상악 우측 유측 치,상악 우측 유

치,상악 좌측 유 치,상악 좌측 유측 치의 색조 측정을 시행하

다.본 연구는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거쳤다(S-D20140027).상악 유 치 부 에 한하여 치아우식,치주질환이

없고 치아착색과 변색이 없으며 수복물 한 없고 치아 과 외상의 흔

,동요도가 없는 치아를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총 100명(남아 55

명,여아 45명)의 어린이가 참여하 고 평균연령은 58.66(±15.27)개월이었

다.실험에 앞서 피험자의 법정 리인에게 본 연구의 목 과 과정에

해 설명하고 임상연구 피험자 동의서에 서명토록 하 다.

2)연구방법

선정기 에 부합하는 어린이의 상악 우측 유측 치,상악 우측 유

치,상악 좌측 유 치,상악 좌측 유측 치를 측정 에 러버컵과 퍼미

스로 치면을 연마하여 치태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 다.동일한 진료실의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색체계인 ShadeEyeNCCTM (Shofu,Japan)를 이

용하여 각각의 치아의 CIEL*,a*,b*값을 측정하 는데 치아 순면의 근

원심,치경부- 단연 앙 1/3부 를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시에 색체

계의 이 치아 순면과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 다.그 후 총 100명을

상으로 얻은 색조 측정치를 수집하여 각각의 치아에 한 CIEL*,a*,

b*평균값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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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과 시멘트 종류에 따른 색조 측정

1)연구 상

상악 우측 유측 치,상악 우측 유 치,상악 좌측 유 치,상악 좌

측 유측 치 각각에 해당되는 시 인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3종

(ZirkizTM crownsize3(HASS,Korea),NusmileTM crownShadeLight

size3(Nusmile,USA),NusmileTM crown ShadeExtralightsize3

(Nusmile,USA))과 착에 사용되는 시멘트 3종(Fujicem2TM cement

(GC CORPORATION,Japan),RelyXTM U200cementShadeA2(3M,

Germany),GCFuji1TM cement(GCCORPORATION,Japan))을 상으

로 실험을 진행하 다.

2)연구방법

앞서 언 한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3종과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내

부를 채울 시멘트 3종을 상으로 각 종류별로 4개 그룹씩 총 36개 그룹

에 하여 색조를 측정하 는데,한 개의 그룹은 상악 우측 유측 치,상

악 우측 유 치,상악 좌측 유 치,상악 좌측 유측 치에 해당하는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1개씩 총 4개의 기성도재 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내부는 Fujicem2TM cement,RelyXTM U200

cementShadeA2 는 GCFuji1TM cement로 채우고 측정을 시행하는

데 측정은 앞서 한국인 어린이 상악 유 치 색조 측정시 사용하 던 동

일한 색체계 ShadeEyeNCCTM를 사용하 다.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된 시멘트로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내부를

채운 후 시멘트가 경화되고 나서 기성도재 순면의 근원심,치경부-

단연 앙 1/3의 색조 CIEL*,a*,b*값을 측정하는데,색조 측정시마다

매번 색체계의 calibration을 시행하고 각각의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당

3회씩 색조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다.색조 측정시에 색체계의

이 매번 같은 자리에 치하도록 가이드 템 릿을 만들어 색조 측정

시에 색측기 의 치 변화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 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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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Theguidetemplateusedforcolorimetricevaluationof

Zirconiacrowns.

모든 그룹에 하여 색조 측정을 마친 뒤 각각의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과 사용된 시멘트 종류에 따른 상악 우측 유측 치,상악 우측 유

치,상악 좌측 유 치,상악 좌측 유측 치의 색조 CIEL*,a*,b*값의

4그룹 평균값을 구하 다.

3.한국인 어린이 유 치 색조와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시멘트 종류에

따른 색조의 통계처리 분석

통계분석은 SPSS18.0(SPSSInc.,Chicago,USA)을 이용하 다.측정

한 결과를 토 로 같은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 시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의 색조 차이,같은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에서 시멘트 색조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색차방정식 ΔEab=

∆  ∆  ∆ 을 이용하여 각각의 경우에서 같은 종류의

시멘트 사용 시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사이의 색차이,같은 기성 지르

코니아 도재 에서 시멘트 색조 차이를 한 구하 다.

그리고 앞서 구한 한국인 어린이 자연 유 치 색조와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시멘트 종류에 따른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색조간의 차이를

색차 방정식 ΔEab을 통해 구하여 어떤 종류의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과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 한국인 어린이 유 치 색상과 가장 유사한지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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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한국인 어린이 상악 유 치 색조

연구에 참가한 100명의 어린이를 상으로 상악 우측 유측 치,상악

우측 유 치,상악 좌측 유 치,상악 좌측 유측 치의 색조를 측정

하여 얻은 CIEL*,a*,b*값의 평균과 표 편차 값의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았다.

Table1.MeanCIEL*,a*,b*(StandardDeviation)ofthenatural

maxillaryprimaryanteriorteeth(n=100)

L* a* b*

#52 76.79(2.44)b 0.70(0.72)a 10.64(2.64)a

#51 77.54(2.41)a 0.71(0.84)a 09.57(1.95)b

#61 78.12(2.43)a 0.84(1.40)a 09.91(1.92)b

#62 77.56(2.38)a 0.87(0.88)a 10.70(2.18)a

Differentlettersrepresent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in
Duncanpost-hoctest(p<0.05).

이를 토 로 상악 좌우측 유 치,유측 치,그리고 상악 4 치의

CIEL*,a*,b*색조 평균값을 구한 결과는 다음 Table2와 같았다.

Table2.MeanCIEL*,a*,b*(StandardDeviation)ofthemaxillary

primarycentralincisors,lateralincisorsandfourincisors

L* a* b*

Centralincisors 77.83(2.44)a 0.78(1.16)a 09.74(1.94)b

Lateralincisors 77.18(2.44)a 0.79(0.81)a 10.67(2.42)a

Fourincisors 77.50(2.46) 0.78(0.81) 10.21(2.24)

Differentlettersrepresent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in
Duncanpost-hoc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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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과 진시멘트 종류에 따른 색조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과 시멘트에 따른 각각의

치아별 CIEL*,a*,b*값의 평균과 표 편차는 다음 Table3-6과 같고,

상악 좌우측 유 치와 상악 좌우측 유측 치의 평균값을 구한 것은

Table7,8과 같았다.

Table3.MeanCIEL*,a*,b*(StandardDeviation)oftheright

maxillaryprimarylateralincisors

L* a* b*

ZirkizTM
Fujicem2TM 81.90(1.10)b -1.53(0.07)a,b 11.68(0.44)b

RelyXTM 82.73(0.39)b -1.43(0.19)b 11.57(0.40)b

GCFuji1TM 87.46(0.68)a -1.33(0.39)a 15.33(0.66)a

NusmileTM

Light

Fujicem2TM 82.57(0.83)b -0.79(0.19)a 13.14(0.62)b

RelyXTM 82.68(0.95)b -0.71(0.17)a 12.24(0.41)c

GCFuji1TM 87.46(0.68)a -1.33(0.39)b 15.33(0.66)a

NusmileTM

Extralight

Fujicem2TM 84.23(0.89)b -0.63(0.20)a,b 04.93(0.53)b

RelyXTM 84.19(0.84)b -0.53(0.14)a 04.67(0.53)b

GCFuji1TM 89.26(0.64)a -0.79(0.14)b 06.32(0.88)a

Differentlettersrepresent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inDuncan
post-hoc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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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MeanCIEL*,a*,b*(StandardDeviation)oftheright

maxillaryprimarycentralincisors

L* a* b*

ZirkizTM
Fujicem2TM 82.30(0.94)c -1.50(0.09)b 11.39(0.58)b

RelyXTM 83.89(0.70)b -1.28(0.18)a 10.98(0.59)b

GCFuji1TM 88.40(0.39)a -1.86(0.11)c 14.48(0.43)a

NusmileTM

Light

Fujicem2TM 82.51(0.73)b -0.60(0.23)a 13.48(0.83)b

RelyXTM 82.68(0.59)b -0.63(0.14)a 12.64(0.41)b

GCFuji1TM 87.52(0.58)a -1.01(0.27)b 16.33(0.38)a

NusmileTM

Extralight

Fujicem2TM 85.33(0.67)b -0.93(0.09)a,b 05.45(0.99)b

RelyXTM 86.17(0.39)b -0.85(0.16)a 04.63(0.66)b

GCFuji1TM 91.08(0.52)a -1.20(0.26)b 07.96(0.48)a

Differentlettersrepresent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inDuncan
post-hoctest(p<0.05).

Table5.MeanCIEL*,a*,b*(StandardDeviation)oftheleft

maxillaryprimarycentralincisors

L* a* b*

ZirkizTM
Fujicem2TM 82.15(1.14)b -1.49(0.27)a,b 11.28(0.65)b

RelyXTM 82.97(0.27)b -1.39(0.14)a 11.30(0.79)b

GCFuji1TM 88.37(0.35)a -1.77(0.17)b 15.28(0.34)a

NusmileTM

Light

Fujicem2TM 81.75(0.87)b -0.53(0.24)a 13.84(0.73)b

RelyXTM 82.50(1.67)b -0.61(0.12)a 12.63(0.81)b

GCFuji1TM 87.39(1.30)a -0.87(0.39)a 15.88(0.70)a

NusmileTM

Extralight

Fujicem2TM 85.50(0.63)b -0.37(0.37)a 06.19(1.01)b

RelyXTM 85.54(1.48)b -0.38(0.22)a 05.08(0.48)b

GCFuji1TM 89.81(0.62)a -0.54(0.22)a 09.29(0.37)a

Differentlettersrepresent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inDuncan
post-hoc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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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MeanCIEL*,a*,b*(StandardDeviation)oftheleft

maxillaryprimarylateralincisors

L* a* b*

ZirkizTM
Fujicem2TM 81.35(0.50)c -1.49(0.12)a 11.48(0.64)b

RelyXTM 85.53(0.40)b -1.45(0.10)a 11.56(0.49)b

GCFuji1TM 86.61(0.59)a -1.59(0.16)a 14.43(0.29)a

NusmileTM

Light

Fujicem2TM 82.82(1.00)b -0.82(0.25)a 12.65(0.92)b

RelyXTM 83.44(1.04)b -0.89(0.52)a 12.93(0.34)b

GCFuji1TM 86.97(0.71)a -0.91(0.25)a 16.10(0.93)a

NusmileTM

Extralight

Fujicem2TM 85.20(0.59)b -0.74(0.13)c 05.46(0.74)b

RelyXTM 84.98(1.93)b -0.50(0.17)b 05.15(1.16)b

GCFuji1TM 89.45(0.33)a -0.99(0.13)a 07.67(0.47)a

Differentlettersrepresent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inDuncan
post-hoctest(p<0.05).

Table7.MeanCIEL*,a*,b*(StandardDeviation)ofthemaxillary

primarycentralincisors

L* a* b*

ZirkizTM
Fujicem2TM 82.23(1.05)c -1.50(0.20)a 11.34(0.62)b

RelyXTM 83.43(0.70)b -1.33(0.17)a 11.14(0.72)b

GCFuji1TM 88.38(0.37)a -1.81(0.15)b 14.88(0.56)a

NusmileTM

Light

Fujicem2TM 82.13(0.89)b -0.57(0.24)a 13.66(0.80)b

RelyXTM 82.59(1.26)b -0.62(0.13)a 12.64(0.64)c

GCFuji1TM 87.45(1.01)a -0.94(0.34)b 16.11(0.60)a

NusmileTM

Extralight

Fujicem2TM 85.42(0.66)b -0.65(0.39)a 05.82(1.07)b

RelyXTM 85.85(1.13)b -0.62(0.30)a 04.85(0.62)c

GCFuji1TM 90.44(0.85)a -0.87(0.41)a 08.63(0.79)a

Differentlettersrepresent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inDuncan
post-hoc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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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MeanCIEL*,a*,b*(StandardDeviation)ofthemaxillary

primarylateralincisors

L* a* b*

ZirkizTM
Fujicem2TM 81.63(0.90)c -1.51(0.10)a 11.58(0.56)b

RelyXTM 83.13(0.56)b -1.44(0.15)a 11.56(0.45)b

GCFuji1TM 86.36(0.57)a -1.65(0.14)b 14.29(0.36)a

NusmileTM

Light

Fujicem2TM 82.69(0.93)b -0.80(0.22)a 12.90(0.82)b

RelyXTM 83.06(1.06)b -0.80(0.40)a 12.59(0.51)b

GCFuji1TM 87.21(0.74)a -1.12(0.39)a 15.71(0.90)a

NusmileTM

Extralight

Fujicem2TM 84.71(0.90)b -0.69(0.18)b 05.20(0.70)b

RelyXTM 84.58(1.54)b -0.52(0.16)a 04.91(0.89)b

GCFuji1TM 89.35(0.52)a -0.89(0.17)c 06.99(0.98)a

Differentlettersrepresent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inDuncan
post-hoctest(p<0.05).

같은 종류의 시멘트 사용 시 ZirkizTM crown,NusmileTM crownShade

Light,NusmileTM crownShadeExtralight의 색차이를 색차방정식 ΔEab

값을 통해 알아본 결과 ZirkizTM crown과 NusmileTM crown Shade

Light사이의 경우에는 ΔEab값이 3.7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크게 없음을 알 수 있었다(Table9). 한 같은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 3

종 crown간 색조차이를 통계학 으로 비교분석시 L*값의 경우에는

ZirkizTM crown과 NusmileTM crown Shade Light는 차이가 없었고

NusmileTM crownShadeExtralight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a*값

의 경우 NusmileTM crown ShadeLight과 NusmileTM crown Shade

Extralight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ZirkizTM crown과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b*값의 경우에는 3종 기성도재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ab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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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Thecolordifference(StandardDeviation)betweenpreformed

zirconiacrownusingsamecements

Cement
Preformed

zirconiacrown

Thecolordifference(ΔEab)

#52 #51 #61 #62

Fujicem2TM

cement

ZirkizTM

NusmileTM Light

2.15

(0.92)

2.56

(0.94)

3.10

(1.00)

2.26

(1.12)

ZirkizTM

NusmileTM Extralight

7.33

(0.63)

6.84

(0.71)

6.34

(1.21)

7.16

(0.64)

NusmileTM Light

NusmileTM Extralight

8.47

(0.66)

8.61

(0.94)

8.62

(1.09)

7.69

(0.96)

RelyXTM

U200cement

ShadeA2

ZirkizTM

NusmileTM Light

1.47

(0.35)

2.25

(0.84)

2.46

(0.72)

1.87

(0.62)

ZirkizTM

NusmileTM Extralight

7.16

(0.59)

6.78

(0.98)

6.94

(1.02)

6.92

(1.25)

NusmileTM Light

NusmileTM Extralight

7.83

(0.46)

8.75

(0.76)

8.39

(1.31)

8.24

(1.30)

GCFuji1TM

cement

ZirkizTM

NusmileTM Light

2.02

(0.38)

2.29

(0.45)

1.69

(1.23)

2.01

(0.77)

ZirkizTM

NusmileTM Extralight

8.53

(0.73)

7.09

(0.60)

6.31

(0.45)

7.38

(0.53)

NusmileTM Light

NusmileTM Extralight

9.25

(0.97)

9.12

(0.66)

7.12

(1.10)

8.8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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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Resultsofanalysisofvariancesaccordingtothetypesof

zirconiacrowninmaxillary4incisors

L* a* b*

Z NL NEL Z NL NEL Z NL NEL

Z

NL * *

NEL * * * * *

*:p<0.05

Z=ZirkizTM,NL=NusmileTM Light,NLE=NusmileTM Extralight

같은 종류의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에서 Fujicem2TM cement,

RelyXTM U200cementShadeA2,GCFuji1TM cement색의 차이가 있

는지 색차방정식 ΔEab값을 통해 알아본 결과 Fujicem2TM cement와

RelyXTM U200cement간에는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상 으로 GC

Fuji1TM cement와는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Table11).통계학 으로 분

석시 Fujicem2TM cement와 RelyXTM U200cementShadeA2의 색조는

비슷하 으나 GCFuji1TM cement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향성을 보

다(Tab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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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1.Thecolordifference(StandardDeviation)betweencements

usingsamepreformedzirconiacrown

Preformed

zirconiacrown
Cement

Thecolordifference(ΔEab)

#52 #51 #61 #62

ZirkizTM

Fujicem2TM

RelyXTM U200

1.38

(0.71)

1.93

(0.96)

1.53

(0.78)

2.30

(0.55)

Fujicem2TM

GCFuji1TM
4.92

(1.10)

6.87

(0.98)

7.46

(0.95)

6.05

(0.78)

RelyXTM U200

GCFuji1TM
4.30

(0.46)

5.80

(0.34)

6.77

(0.41)

4.25

(0.53)

Nusmile
TM
crown

ShadeLight

Fujicem2TM

RelyXTM U200

1.53

(0.66)

1.29

(0.73)

2.24

(1.30)

1.77

(0.73)

Fujicem2TM

GCFuji1TM
5.45

(1.00)

5.83

(0.95)

6.14

(1.32)

5.53

(1.13)

RelyXTM U200

GCFuji1TM
5.79

(1.02)

6.13

(0.55)

6.21

(1.18)

4.93

(0.71)

NusmileTM crown

ShadeExtralight

Fujicem2TM

RelyXTM U200

1.21

(0.65)

1.63

(0.77)

2.05

(0.92)

2.20

(1.13)

Fujicem2TM

GCFuji1TM
5.31

(1.06)

6.34

(0.95)

5.43

(0.76)

4.85

(0.78)

RelyXTM U200

GCFuji1TM
5.41

(1.00)

6.01

(0.39)

6.14

(0.99)

5.4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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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2.Resultsofanalysisofvariancesaccordingtothetypesof

cementinmaxillaryprimary

L* a* b*

FC R F1 FC R F1 FC R F1

ZirkizTM
FC

R *

F1 * * * * * *

NusmileTM

Shade

Light

FC

R *

F1 * * * * * *

NusmileTM

Shade

Extralight

FC

R

F1 * * * * *

*:p<0.05

FC=Fujicem2TM,R=RelyXTM U200,F1=GCFuji1TM

3.한국인 어린이 상악 유 치 색조와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시멘트

종류에 따른 색조 비교

앞서 구한 한국인 어린이 상악 자연 유 치 CIEL*,a*,b*평균값과 시

멘트 종류에 따른 각각의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의 색조값 CIEL*,a*,

b*사이의 색차(ΔEab)를 색차방정식을 통해 구한 것을 다음 Table13에

나타내었다. 9개 그룹 ZirkizTM crown과 Fujicem2TM cement,

ZirkizTM crown과 RelyXTM U200cementShadeA2,NusmileTM crown

ShadeLight와 Fujicem2TM cement,NusmileTM crownShadeLight와

RelyXTM U200cementShadeA2에서 자연치와의 색차 값이 게 나타

났다.그 한국인 어린이 상악 유 치 색조와 가장 잘 맞는 것은

ZirkizTM crown과 Fujicem2TM cement를 사용하 을 때이고 그 다음으로

는 NusmileTM crownShadeLight와 RelyXTM U200cementShadeA2

를 사용한 경우인데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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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3.Thecolordifference(StandardDeviation)betweennatural

teethandpreformedzirconiacrown

#52 #51 #61 #62

ZirkizTM crown

Fujicem2TM
5.71

(1.01)

5.58

(0.88)

4.95

(0.92)

4.58

(0.44)

ZirkizTM crown

RelyXTM U200

6.39

(0.38)

6.83

(0.57)

5.57

(0.22)

6.47

(0.34)

ZirkizTM crown

GCFuji1TM
10.26

(0.34)

12.19

(0.22)

11.87

(0.26)

10.09

(0.49)

NusmileTM Light

Fujicem2TM
6.48

(0.86)

6.48

(0.87)

5.57

(0.94)

5.92

(1.00)

NusmileTM Light

RelyXTM U200

6.27

(0.92)

6.15

(0.41)

5.53

(1.27)

6.58

(0.92)

NusmileTM Light

GCFuji1TM
11.85

(0.47)

12.18

(0.41)

11.24

(0.72)

11.03

(0.15)

NusmileTM Extralight

Fujicem2TM
9.50

(0.72)

9.03

(0.28)

8.40

(0.82)

9.44

(0.41)

NusmileTM Extralight

RelyXTM U200

9.60

(0.80)

10.07

(0.53)

8.98

(1.30)

9.38

(2.16)

NusmileTM Extralight

GCFuji1TM
13.31

(0.44)

13.77

(0.53)

11.80

(0.52)

12.4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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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상악 유 치에 심한 우식이 있거나 이로 인해 치아를 조기 발거하는 경

우 어린이는 외모상 문제를 느끼고 심리 으로 축될 수 있다15).Holan

등16)에 의하면 우식이 없는 정상 인 치열을 가진 어린이의 경우 더 좋

은 외모를 보이고 해 보이며 친구를 더 잘 사귈 수 있고 부정 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다고 하 다. 한 Woo등17)에 의하면 우식이 심하

거나 변색된 유 치를 가진 어린이의 부모는 이러한 상태를 매우 비심미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상악 유 치 우식의 심미 인 수복은 재료와 기술의 한계 외에도

이러한 수복치료를 요하는 어린이의 나이가 어려 행동조 이 어렵다는

문제 으로 인해 많은 난 에 부딪히게 된다.이뿐만 아니라 상악 유

치 치 은 부분 짧고 폭이 좁아서 착시 매우 제한된 범 의 표면

을 제공하고 유 치의 치수강은 매우 크며 유치의 법랑질은 무정형의 특

성을 가져 산 부식에 어려움이 있어 착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된다.

게다가 이 게 심하게 우식이 있는 유 치의 경우 모든 우식을 제거하고

나면 거의 부분의 치 이 남지 않고 상아질만 남아있게 되어 수복이

어려운 까닭에 발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15).

그러나 Holan등16)의 연구에서 비록 수복치료의 성공률이 반이라 할

지라도 부분의 보호자는 상악 유 치를 최 한 치료하여 유지하는 것

을 원하 고 심한 우식으로 유 치를 상실한 경우 이를 보철 으로 수복

하는 것에 해 36%의 부모가 거부감을 느낀다고 답하 다. 한 치

아에 공이 있는 경우 치과의사는 치료 혹은 발치를 선호하 으나 보호

자는 발치에 해 강한 거부감을 보 다17).이것은 어린이의 상악 유

치에 심한 우식이 있는 경우 보호자는 발치 후 보철 치료보다는 최

한 수복치료를 시행하여 상악 유 치를 보존함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유 치를 수복하기 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왔고 특히나 범

한 우식이 있는 유 치,심하게 변색된 치아,치질의 화,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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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한 경우 장피개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유 치 장피

개시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유 치 기성 속 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술식이 쉽고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매우 비심미 이어서

심지어 어떤 부모는 기성 속 으로 유 치를 수복하는 것보다 발치를

선호하기도 하고18),다수의 보호자가 기성 속 으로 유 치를 수복하는

것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 다17).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치

료방법은 개창 속 을 사용하는 것이다.이것은 비교 심미 이고 내

구성 한 좋지만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연부에서 속이 노출된다

는 단 이 있다6).

마지막으로 celluliodcrownform을 이용한 진 이 있는데 이것은 매

우 심미 이고 수정이 용이하여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수복

시 기술이 요구되고 한 액이나 타액이 존재하면 착시 어려움이 있

으며 액이 남아있을시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탈락과 의 험

이 있다.Tate등3)은 신마취 하에서 환자를 치료 후 여러 가지 수복물

의 실패율에 하여 조사하 는데 진 은 높은 실패율을 보 다. 한

Ram과 Fuks19)는 진 이 80%의 성공률을 보 다고 하 는데 그는 치

료 의 우식 치면 수가 치료 후 진 의 후에 향을 주어 치료

우식 치면의 수가 많을수록 치료 후 탈락이나 빈도가 높음을 보고

하 다.이러한 진 의 단 을 보완하면서 심미 인 유 치 수복을

해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이 출 하 다.이것은 높은 심미성,우수한

내구성,높은 강도,생체친화성 등의 장 을 가져20)최근 소아치과 역

에서 많은 심의 상이 되고 있다.

심미 인 유 치 수복을 해 고려해야 할 요소 가장 요한 것은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유치의 색조는 구치와 다르게 더 밝고

청색을 띤다고 알려져 있어 심미 수복을 한 어린이 상악 유 치와

수복재료의 색상에 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백 등9)은 유치의 치아색과

수복재의 색조 선택에 한 연구에서 Dyract(DENTSPLY,Germany)

B1색조 값이 유 치의 색평균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 다.오 등8)은

Digitalshadeanalysissystem을 이용하여 상악 유 치의 색조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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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는데 자연치의 경우 복잡한 색조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단색의

복합 진만으로는 완벽한 치아 재 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기계

측색법을 통해 최 한 자연치와의 조화를 이루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하 다. 14)은 유치 진치는 자연치아와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것

으로 보여 좀 더 색조 합성이 좋은 진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

다.그리고 그는 상악 유 치와 가장 조화를 이루는 진에 한 연구도

진행하 는데 시 에 시 되고 있는 진 MetafilCX resin(Sun

Medical,Japan)ShadeA1이 자연치와 가장 좋은 색조화를 보 다고 하

다13).그러나 이러한 유 치에 한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재

각 을 받고 있는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에 한 색조연구는 아직 이루

어진 바 없어 이번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복물의 색조를 결정하는 방법 가장 이고 많이 사용되는 방

법은 ShadeGuide를 이용하여 선택하는 방법이다.그러나 이러한 주

인 색상 선택 과정은 주변 조건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그리하여 몇몇 임상가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색을 객 화된 수

치로 표 하려는 노력을 하 고 그 결과 여러 종류의 색조 측정 기구들

이 출 하게 되었다2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색체계인 ShadeEyeNCCTM는 치아 혹은 수복물의

색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 고안된 기구로 내부에 탑재된 센서를 통

해서 물체의 색조를 측정하며 주변의 조명이나 자연 주변색의 향

을 받지 않아 객 인 색조 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치아 측색기이

다.장비 끝에는 직경 약 5㎜의 이 있고 이 을 물체에 시킴으

로써 색조를 측정하게 되는데 의 치와 각도는 측정값에 향을

수 있다.그리하여 Shimada등22)은 측색기의 을 매 측정시마다 같

은 치에 같은 각도로 치시키기 한 가이드 템 릿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 는데,이러한 가이드 템 릿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치에서의

반복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한 치면에 이 하는 각도 한 조

할 수 있어 정확한 치아 색조 측정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 다.본 실

험에서도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의 색조 측정시에 매 측정시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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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측정을 하기 한 가이드 템 릿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 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인 어린이 100명을 상으로 구한 상악 유 치 평균

색조 값을 앞서 발표된 13)의 한국인 어린이 상악 유 치 평균 색조 값

과 통계학 으로 비교한 결과 상악 좌측 측 치의 b*값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차이는 의 연구 상 어린이 연령

범 와 본 연구 상 어린이 연령 범 에 있어 차이가 있고 사용된 측색

기의 노화,그리고 자연치 측정시 술자 치 요인으로 의한 측정 의 미

세한 각도 차이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성도재 은 ZirkizTM crown,NusmileTM crown

Shade Light, NusmileTM crown Shade Extralight 총 3종이다.

NusmileTM crown의 경우 ExtralightShade가 처음 개발되었으나 이것은

자연치에 비해 다소 밝은 색을 띄어 이러한 을 극복하기 해 자연치

와 같이 좀 더 황색의 색조를 가진 NusmileTM crownLightShade를 개

발하게 되었다6).본 연구에서 같은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 기성도재 사

이 색차가 있는지를 ΔEab값을 사용하여 알아본 결과 ZirkizTM crown과

NusmileTM crownShadeLight사이의 경우 ΔEab값이 3.7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체로 차이가 크게 없음을 알 수 있었고,특히 RelyXTM

U200cementShadeA2사용시에 그 차이가 었다.통계학 으로 색차

이를 분석했을시에 L*값은 ZirkizTM crown와 NusmileTM crownShade

Light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a*값의 경우 NusmileTM crown

ShadeLight와 NusmileTM crownShadeExtralight사이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며 b*값에 있어서는 3종의 기성도재 사이에서 모두 다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올세라믹 등 수복물 착시 하방 치질의 색상 는 착에 사용된 시멘

트의 색상이 최종 수복물의 심미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사항

들이 고려되지 않을 시 최종 수복물의 색상이 처음에 선택한 색상과 차

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수복물 하방 치질의 색 는 시멘트의 색 한

고려해야한다21).Azer등23)은 올세라믹 도재 하방의 수복물과 착에

사용되는 시멘트 색상에 따른 최종 수복물의 색상 변화에 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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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 는데 올세라믹 도재 하방 수복물과 착에 사용되는 시멘트의

색상은 최종 수복물의 색상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 다.Kilinc등24)

은 진시멘트의 색상 변화와 이것이 최종 수복물 색상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그의 연구 결과 이 합 시멘트에 비해

합 시멘트의 색안정성이 더 좋았는데 이것은 이 합 시멘트 내의 반

응 진제가 색변화를 일으키며 합 시멘트 내부에는 반응 진제의

양이 기 때문이라고 하 다.그러나 이러한 시멘트의 색변화는 세라믹

에 의해 가려져 임상 으로 인지될 수 은 아니라고 하 다.본 연구에

서는 같은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에서 시멘트 사이에 색차이가 있는지

를 ΔEab값을 사용하여 알아본 결과 Fujicem2TM cement와 RelyXTM

U200cementShadeA2간에는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상 으로 GC

Fuji1TM cement와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통계학 으로 비교시에도

Fujicem2TM cement과 RelyXTM U200cementShadeA2의 색상은 비슷

하 으나 GCFuji1TM cement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향을 보 다.

앞서 구한 한국인 어린이 상악 유 치 평균 색조와 3종의 기성 지르코

니아 도재 과 시멘트 사용에 따른 색조측정 결과를 ΔEab값을 통해 비

교한 결과 상악 자연 유 치와 가장 잘 맞는 것은 ZirkizTM crown와

Fujicem2TM cement를 사용한 경우이고 그 다음으로는 NusmileTM

crownShadeLight과 RelyXTM U200cementShadeA2를 사용한 경우

이나 이 2개 그룹을 통계학 으로 비교시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자연치

와 이 2개군 사이의 ΔEab값은 모두 3.7을 넘으므로 임상 으로는 자연치

와 색차이가 찰된다고 할 수 있다.반면에 GCFuji1TM cement를 사용

한 경우에는 자연치와 색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유 치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착시에 GC Fuji1TM cement보다는 Fujicem2TM

cement혹은 RelyXTM U200cement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 결과 ZirkizTM crown와 Fujicem2TM cement를 사용한 경우

한국인 어린이 상악 자연 유 치와 색조가 가장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NusmileTM crown은 ZirkizTM crown에 비하여 기성 크기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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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므로 수복시에 더 유리하고, Fujicem2TM cement에 비해

RelyXTM U200cement는 합되므로 경화시간이 짧아 행동조 에 어

려움을 겪는 어린이의 수복치료시에 이 을 가진다.그리하여 다른 고려

사항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NusmileTM crownShadeLight과 RelyXTM

U200cementShadeA2를 어린이 유 치 수복치료시 사용하는 것 한

많은 장 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지 3종의 시멘트만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는

에 한계성을 가진다. 한 각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당 한 종류 크기

를 실험에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크기에 따른 색조 차이가 있는지에 한

부분은 알 수 없었다.더 많은 종류의 시멘트와 여러 크기의 기성 지르

코니아 도재 을 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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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2세에서 6세 사

이 어린이 100명을 상으로 상악 유 치를 색측기를 이용하여 색조 값

을 측정하 다. 한 상악 유 치에 해당되는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3

종(ZirkizTM crown,NusmileTM crownShadeLight,NusmileTM crown

Shade Extralight)과 시멘트 3종(Fujicem2TM, RelyXTM U200, GC

Fuji1TM)을 이용하여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과 시멘트 종류에 따른 색

조 측정을 시행하 다.각각의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과 시멘트 종류에

따른 색조 값을 구한 뒤,이들 사이의 색조 값을 비교하고 한 앞서 구

한 한국인 어린이 유 치 색조 값과 비교하 다.

그 결과 상악 유 치의 색조 평균(표 편차)은 L*=77.83(2.44),

a*=0.78(1.16), b*=9.74(1.95) 이고 상악 유측 치의 색조 평균은

L*=77.18(2.45),a*=0.79(0.81),b*=10.67(2.43)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성 지

르코니아 도재 종류에 따른 색조차이의 경우 L*값에서는 ZirkizTM

crown과 NusmileTM crownShadeLight,a*값의 경우 NusmileTM crown

ShadeLight와 NusmileTM crownShadeExtralight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 0.05)b*값은 모든 기성 지르코니아 도재 종류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시멘트 종류에 따른 색조 비교시에는 GC

Fuji1TM cement의 경우에만 다른 2종의 시멘트와 통계학 으로 색조 차

이가 있는 경향을 보 고,Fujicem2TM cement와 RelyXTM U200cement

ShadeA2색차는 임상 으로 허용 가능한 수 이었다.한국인 어린이

상악 유 치 색조와 가장 잘 맞는 것은 ZirkizTM crown과 Fujicem2TM

cement를 사용한 경우 고 그 다음으로는 NusmileTM crown Shade

Light와 RelyXTM U200cementShadeA2를 사용한 경우 으나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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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orimetric evaluation of 

Zirconia crowns 

for anterior primary teeth 

(Directed by Professor Jung-Wook Kim)

Eunji Lee

Program in Pediatric Dentistry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hemoderncivilizedcosmetically consciousworld,thereisagreater

demandforestheticrestorationforchildren.Forthisreason,therearesome

kindsofpreformedzirconiacrownforprimaryanteriorteeth,butresearch

evaluatingthecolorofthesecrownshasnotbeencarriedout.Thepurpose

of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lorofpreformed zirconia crowns

dependingonthetypesofcementused.

 Thestudyincluded100childrenaged2-6yearsold.Labialmiddlethird

areas of maxillary primary centralincisors and lateralincisors were

measuredandanalyzedaccordingtoCIEL*,a*,b*valuesusingacolorimeter.

Threepreformedzirconiacrownsforanteriorprimaryteethfilledwiththree

typesofcementweremeasuredinthesamewayandcomparedwiththe

naturalprimaryincisors.

Meanvalue(SD)ofCIEL*,a*,b*formaxillaryprimarycentralincisors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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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7.83(2.44),a*=0.78(1.16),b*=9.74(1.95).Those oflateralincisors were

L*=77.18(2.45),a*=0.79(0.81),b*=10.67(2.43).

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inL* valuebetweenZirkiz
TM
crown

and Nusmile
TM

crown Shade Light(p > 0.05).Also between Nusmile
TM

crownShadeLightandNusmile
TM
crownShadeExtralight,nosignificant

differencewasfoundina*value(p>0.05).

Thereisstatisticallydifferenttendencybetweenthecolorimetricvaluesof

GC Fuji1TM cementand othertypes ofcementin the same kind of

preformedzirconiacrown.ThecolordifferencesbetweenFujicem2TM cement

and RelyXTM U200 cementin the same zirconia crown are clinically

acceptable.

Minimum colordifferencesbetweenpreformedzirconiacrownandmaxillary

primary incisorswerefound in ZirkizTM crown with Fujicem2TM cement

followingNusmileTM crownShadeLightwithRelyXTM U200cement.Butno

statisticaldifferencewasfoundbetweenthem(p>0.05).

Key words: Preformedzirconiacrown,Color,Primaryanteriorteeth

Student number: 2013-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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