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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색조가이드 선택 시 색조탭 간의 색구별 능력에 있어
서 LED조명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색조가이드의 색구별 능력을 최대화하는 LED광원의 분광함수를 탐색
하고자 하였다.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적색, 녹색, 청색의 단일색 LED와 형광체 도
포 방식의 백색 LED에 대한 분광함수와 Vitapan 3D master의 26개의
색조탭에 대한 분광반사율 곡선을 측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각각의
LED 광원에 대하여 색조탭 모두의 CIELAB 색좌표를 계산한 후, 인접
색조탭 간의 색차(ΔE*)를 구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표준광원(D65)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색조가이드의 색구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단위 LED를 조합하여 새로운
조명을 만들고 이에 대한 색조가이드의 색구별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단위 LED의 개수를 10000개까지 늘려가면서 인접 색조탭
간의 색차(ΔE*)가 최대화되는 최적화된 LED의 조합을 구하였다.
적색,녹색,청색의 단일색 LED의 경우 표준광원에 비하여 색조탭 간
의 색구별능력이 떨어졌으며(p<0.001), 백색LED의 경우에는 표준광원
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녹색 LED와 청색 LED를 1724개와 8276개를 조합하였을 때
인접색조탭 간의 색차(ΔE*)가 5.046으로 최대값을 가졌고, 이는 표준
광원에 대해서 인접색조탭 간의 색차(ΔE*)가 4.260인 것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것이다.(p<0.001)
단일색 LED의 경우 좁은 파장영역으로 인해서 색조가이드의 색구별
능력이 떨어지나, 파장영역의 분포를 넓게 해줄 경우 색구별능력을 개
선시킬 수 있다. 녹색과 청색 LED를 1:4.8의 비율로 조합할 경우 색구
별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색조 가이드, LED 조명, 시뮬레이션, 광원 최적화
학 번 : 2009-2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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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ntroduction)
심미적인 보철물의 목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학적, 광학
적, 생물학적인 특성을 달성하는데 있다. 최근 치아 색을 가진 보철물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1) 치아보철물의 제작에 있어서 정확한
치아 색상의 재현은 매우 중요한 성패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철물
의 색상은 비록 생리적인 적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환자의 동
의에 있어서는 때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치아의 색상 평가는 크게 색조 가이드를 참고하여 육안으로 평가하
는 전통적인 방법과 치아의 색상을 평가하는 장비를 이용한 기계적인
방법으로 나뉜다. 전자의 방법이 보다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측색장비
를 이용하는 기계적인 방법이 더 정확하고 보다 재현 가능한 결과를
보여준다.2)3)4)
자연치아의 색상을 평가하고 심미수복재료를 통해 재현하는 데 있어
서 다양한 색조 가이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명도, 채
도, 색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작된 Vitapan 3D-Master shade guide
(VITA Zahnfabrik. Bad Sackingen, Germany)는 자연치의 색상재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coverage error가 낮은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5)
치아 및 색조 가이드의 색상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측색장비로는
흔히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와 분광복사계(Spectroradiometer)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작은 조리개를 가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치
아의 색상을 평가할 경우 빛의 가장자리 손실효과(edge-loss errors)에
의해 계통오차를 일으킬 수 있다.6) 가장자리 손실효과는 조명과 색이
측정이 작은 조리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시편을 통해 들어간 빛의
상당량이 시편의 반투명한 부분에서 산란되어 맨눈으로는 보이던 것이
센서에 의해서는 측정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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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치아의 색상은 치아의 크기, 형태, 표면 구조에 따라 달
라지는 빛의 반사패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7) 분광광도계의 경우 편
평한 표면을 가진 물체의 색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치아
나 색조 가이드와 같이 둥글고 불규칙한 표면을 가진 물체의 색을 측
정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8) 따라서, 치아의 색좌표를 보
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분광복사계의 사용이 추천되며 동일한
이유로 색조 가이드의 색좌표 측정 시에도 분광복사계를 사용하는 것
이 보다 정확한 값을 얻는데 유리하다.9)
색상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색을 표현하고 측정하기 위한
척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IE 1976 L*a*b*(CIELAB) 색공간은
색상을 (L*,a*,b*)의 3가지 축을 가진 극좌표를 통해 표현된다.10)

L*은 명도를 나타내고, a*는 적색-녹색축(+a*는 적색, -a*는 녹색),
b*는 황색-청색축(+b*는 황색, -b*는 청색)을 가리키며, 광원 및 물
체, 관측자의 분광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CIELAB 색좌표 값의 계산

CIEXYZ 삼자극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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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S는 광원의 상대분광에너지분포, R은 물체의 분광반사율계수,
x, y, z는 표준관측자 컬러매칭함수를 가리키며, Xn, Yn, Zn은 표준 백
색에 대한 삼자극치 값을 가리킨다.
CIELAB 색좌표의 계산에는 흔히 약 2°의 시야각에 대해 정의된
CIE 1931 표준관측자와 10°의 시야각에 해당하는 CIE 1964 표준관
측자가 사용된다. 비록 CIE 1964 표준관측자가 보다 많은 관측자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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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고 있으나, 시야각이 4°이하인 관측조건에 있어서는 간상체 간섭
으로 인해 Grassmann의 비례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므
로, 치아나 색조 가이드와 같이 작은 물체를 관찰하는 경우 CIE 1931
표준관측자의 사용이 보다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
CIELAB 색공간은 지각적으로 등간격성을 가지도록 고안된 색공간으
로 두 물체의 색차(ΔEab*)를 CIELAB 색공간 내에서 두 물체가 가지는
색좌표 사이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색차(ΔEab*)의 값이 커질수록 색구별이 용이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관용적으로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차이를 ΔE*=1이라고 하
였으나, Douglas등에 의하면 임상실험환경에서 분광복사계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 50%의 사람에 대한 최소식별역(Perceptible threshold)은
ΔE*=2.6이라고 한다.11)
물체의 색상은 반사되거나 투과된 광원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으
며 따라서 광원의 특성은 색상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조건등색(metamerism)의 원리에 따라 임상환경에서 완벽하게 재현했다
고 판단했던 치아의 색상이 환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
한 조명 속에서는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LED 조명이 일반화되면서 치과 임상환경에서 기존의 조명을
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LED 조명의 경우 수명이 길고 전력소모가 작으며 안정성이 높다는 장
점이 있으나 특유의 좁은 파장영역으로 인해 연색성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색조 가이드 선택 시 기
존 LED 조명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서로 다른 분광분포를 가진 LED
의 조합을 통해서 색조 가이드의 색구별 능력을 최대화하는 새로운
LED광원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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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 법 (Meterial and Methods)
분광복사계를 통하여 계측한 광원 및 색조 가이드의 스펙트럼을 이
용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색조 가이드 내의 색조 탭간의 색차
를 계산하여 각 광원에 의한 색조 가이드의 색구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적, 녹, 청, 백색의 조명용 LED를 구하여
이들에 의한 색조 가이드의 색구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적,
녹, 청, 백색의 LED에 대하여 분광복사계(Photo Research PR655)를
이용하여 표준 백색타일(CM-A101W, Konica Minolta Sensing, Inc.
Osaka, Japan)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적, 녹, 청색의 LED의 경우 각각 630, 520, 460nm에
서 peak를 가지는 monochromatic LED였으며, 백색 LED의 경우
460nm에서 최대 peak를 가지고 560nm에서 두 번째 peak를 가지는
dichromatic LED였으며, 이들의 분광함수를 그림1a에 나타내었다. 연
구에 사용된 표준광원 D65(F2DT12.65)의 분광함수는 그림1b와 같았
다.
표준광원 D65(F2DT12.65, Gretagmacbet, Research Triangle Park,
NC)하에서 색조 가이드를 구성하는 26개의 색조 탭에 대한 반사스펙
트럼을 측정한 후 표준 백색 타일(standard white tile)에 대한 반사스
펙트럼과 비교하여 이들 각각의 색조 탭의 분광 반사율 곡선을 구하였
다.(그림2)
측정에 앞서 각각의 탭을 항상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수 있도록 거
치대를 제작하였고, Light Booth(Color Sense II, Sungjin Hi-Tech,
Gyeonggi-Do, South Korea, 그림1b)의 가운데 광원에 잘 노출되는
곳에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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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a. LED광원의 분광분포곡선

그림1b. 표준광원(D65)의 분광분포곡선

그림2. Vitapan 3D Master 색조 가이드 시스템의 분광반사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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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정은 1931년 CIE표준 관측조건 중 45도 조명과 수직 관측
조건에 따라 광원의 조사각도는 45도가 되도록 하였고, 관측은 색조
탭에 대하여 수직이 되도록 하였다. 이때 조도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도 측정계를 이용하여 일정한 조도값(1880 lumen)
을 갖도록 광원의 세기를 조절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광원의 분광함수, 색조 가이드의 분광반사율곡선과
CIE 1931 표준관측함수를 이용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각
광원에 대해 모든 색조탭들이 가지는 색좌표를 계산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2개의 색조 탭이 가지는 색차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총 26개의 색조 탭 중에서 2개의 색조 탭의 쌍을 고르는 조합은 총
325(=26C2)개가 있으나, 이들 325개의 조합 중에서도 서로 명도, 채도,
색상이 가장 비슷한 인접한 색조 탭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표1과 같
이 64쌍의 색조 탭의 조합을 가진다.
적, 녹, 청, 백색의 LED 각각에 대하여 이들 64쌍의 색조 탭간의 조
합에 대한 색차를 계산하고, 이를 표준광원 D65와 비교하여 각각의
LED광원이 색조 가이드의 색구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색구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하나
는 64쌍의 색조탭의 조합에 대한 색차의 평균값이고, 또 다른 하나는
64쌍의 색조탭의 조합 중에서 식별역(ΔEab*<2.6)보다 작은 색차를 가
지는 조합의 개수를 사용하였다. 전자의 경우 그 값이 클수록, 후자의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색구별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 녹, 청, 백색의 LED를 조합할 경우 새로운 분광함수를 가지는
광원을 만들 수 있는데, 조합하는 비율을 서로 달리할 경우 다양한 광
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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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Vitapan 3D Master에서 인접한 명도, 채도, 색상을 가진 색조탭의
조합
(1)인접명도간
1M1 ↔ 2M1
2M1 ↔ 3M1
3M1 ↔ 4M1
4M1 ↔ 5M1
1M2 ↔ 2M2
2M2 ↔ 3M2
3M2 ↔ 4M2
4M2 ↔ 5M2
2M3 ↔ 3M3
3M3 ↔ 4M3
4M3 ↔ 5M3
2L1.5 ↔ 3L1.5
3L1.5 ↔ 4L1.5
2R1.5 ↔ 3R1.5
3R1.5 ↔ 4R1.5
2L2.5 ↔ 3L2.5
3L2.5 ↔ 4L2.5
2R2.5 ↔ 3R2.5
3R2.5 ↔ 4R2.5
(19 pairs)

(2)인접채도간
1M1 ↔ 1M2
2L1.5 ↔ 2L2.5
2M1 ↔ 2M2
2M2 ↔ 2M3
2R1.5 ↔ 2R2.5
3L1.5 ↔ 3L2.5
3M1 ↔ 3M2
3M2 ↔ 3M3
3R1.5 ↔ 3R2.5
4L1.5 ↔ 4L2.5
4M1 ↔ 4M2
4M2 ↔ 4M3
4R1.5 ↔ 4R2.5
5M1 ↔ 5M2
5M2 ↔ 5M3
(15 pairs)

(3)인접색상간 비교
2L1.5 ↔ 2R1.5 3L2.5 ↔ 3M3
2L1.5 ↔ 2M1
3M1 ↔ 3R1.5
2L1.5 ↔ 2M2
3M2 ↔ 3R1.5
2L2.5 ↔ 2R2.5 3M2 ↔ 3R2.5
2L2.5 ↔ 2M2
3M3 ↔ 3R2.5
2L2.5 ↔ 2M3 4L1.5 ↔ 4R1.5
2M1 ↔ 2R1.5
4L1.5 ↔ 4M1
2M2 ↔ 2R1.5
4L1.5 ↔ 4M2
2M2 ↔ 2R2.5 4L2.5 ↔ 4R2.5
2M3 ↔ 2R2.5
4L2.5 ↔ 4M2
3L1.5 ↔ 3R1.5 4L2.5 ↔ 4M3
3L1.5 ↔ 3M1
4M1 ↔ 4R1.5
3L1.5 ↔ 3M2
4M2 ↔ 4R1.5
3L2.5 ↔ 3R1.5 4M2 ↔ 4R2.5
3L2.5 ↔ 3M2
4M3 ↔ 4R2.5
(30 pairs)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광원들에 대해서 다시 색조 가이드의 색구
별 능력을 평가하여, 충분히 많은 수의 LED를 조합할 경우 색조 가이
드의 색구별 능력을 최대화하는 LED광원을 탐색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적, 녹, 청, 백색의 LED를 가지고 총 10000개의
LED를 사용하였을 때 가질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광원들에 대해서 색
조 가이드의 색구별 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최적화된 LED
광원의 조합을 찾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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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Results)
적, 녹, 청, 백색 LED 조명에서

Vitapan 3D master 색조 가이드의

인접 색조탭 간의 비교시 색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2와 같았다.
백색>청색>녹색>적색의 순으로 평균값이 컸으며, 색차가 최소 식별
역보다 작은 경우(ΔEab*<2.6)의 수는 역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조명 D65 아래서 인접색조탭간의 색차의 평균값은 4.260으로
나타났으며, LED 조명과 대응표본 t검정시 적, 녹, 청색 LED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으나 백색 LED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인접 색조탭 간의 인접한 방향, 즉, 명도, 채도, 색상으로 나누
어서 살펴본 결과를 그림3에 나타내었다. 그림3a는 평균 색차의 변화
를 나타내었고, 그림3b는 인접색조탭간의 색차가 최소식별역보다 작은
경우(ΔEab*<2.6)의 수를 나타내었다.
인접채도간 비교시 또는 인접색상간 비교시에는 동일하게 D65=백
색>청색>녹색>적색의 경향을 나타냈으나, 인접명도간 비교시에는 청
색>녹색>D65=백색>적색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2. LED 조명과 표준조명 하에서의 인접 색조탭의 색차 비교
조명의 종류

Red

Green

Blue

White

D65

평균

1.563

2.783

3.299

4.240

4.260

표준편차

1.198

1.497

1.611

1.569

1.525

ΔE <2.6인 경우

49/64

36/64

27/64

11/64

12/64

*

평균

표준
편차

신뢰구간(95%)
하한

상한

Red - D65

-2.697

1.541

-3.082

Green - D65

-1.477

1.306

Blue - D65

-0.961

White - D65

-0.020

p-value

t

F

-2.312

-14.00

63

<0.001

-1.804

-1.151

-9.05

63

<0.001

1.145

-1.247

-0.675

-6.71

63

<0.001

0.138

-0.055

0.014

-1.17

6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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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그림3. 명도, 채도, 색상에 따른 인접 색조탭의 비교
a. 평균 색차(ΔE*)

b. 최소식별역 이하인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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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LED광원의 총 개수에 따라 색조 탭 간의 색차가 가장 크게
나오는 조합과 그 때의 색차의 평균값을 표3에 나타내었다.
LED광원 1개만을 사용할 경우 백색LED 사용시 인접 색조탭간의 색
차가 4.240으로 최대화가 되었으며, 광원의 개수를 늘어감에 따라 인접
색조탭간의 색차는 점차 증가시킬 수 있었다.
사용하는 총 LED의 개수를 10000개로 하였을 경우 녹색(Green)
LED와 청색(BLue) LED가 각각 1724개와 8276개의 조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녹:청:백)의

비율이

대략

(0:1:4.8:0)의 비율로 조합을 했을 때 인접 색조탭 간의 색차(ΔEab*)가
약 5.046으로 가장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LED광원의 개수에 따른 최적화된 조합
총 개수

1

2

5

10

20

50

100

10000

Red

0

1

0

0

0

0

0

0

Green

0

0

1

2

3

9

17

1724

Blue

0

0

4

8

17

41

83

8276

White

1

1

0

0

0

0

0

0

average ΔE

4.240

4.356

5.031

5.031

5.032

5.045

5.045

5.046

ΔE<2.6

11

10

8

8

8

8

8

8

그림4. 최적화된 광원(Opt)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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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적화된 광원(Opt)의 스펙트럼을 그림4에 나타내었다.
최적화된 광원의 분광함수는 460nm의 파장영역에서 최대 peak를 나
타내었으며, 520nm의 파장영역에서 작은 두 번째 peak를 나타내었으
며, 600nm이상의 장파장영역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
었다.
최적화된 광원(Opt)과 표준광원(D65) 아래에서 Vitapan 3D master
색조 가이드 전체에 대한 CIELAB 색좌표의 분포를 그림5에 나타내었
다.
그림5. a. 표준광원(D65)에서의 색조 가이드의 색분포

b. 최적광원(Opt)에서의 색조 가이드의 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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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좌표를 L*축과 C*축에 나타냈을 경우 최적광원이 표준광원에 비
해 보다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었고, a*축과 b*축에 나타냈을 경우
최적광원이 표준광원에 비해서 좁고 긴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표4에는 64쌍의 인접색조탭 간의 비교에 있어서 최적광원과 표준광
원에서의 색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다.
색차의 평균은 표준광원의 경우 4.260, 최적광원의 경우 5.046이었으
며 대응표본 t검정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p<0.001)
명도,채도,색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경우 인접명도의 경우 표준광
원의 색차의 평균은 4.724, 최적광원의 색차의 평균은 5.099로 나타났
으며, 인접채도의 경우에는 표준광원의 색차의 평균은 6.067, 최적광원
의 색차의 평균은 7.509, 인접색상의 경우에는 표준광원의 색차의 평균
은 3.063, 최적광원의 색차의 평균은 3.782로 나타났다. 각각 대응표본
t검정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표4. 최적광원과 표준광원에서의 색조탭간의 색차 평균 비교
t

F

p-value

0.375

표준
편차
0.203

8.033

18

<0.001

7.509

1.442

0.456

12.256

14

<0.001

3.063

3.782

0.719

0.929

4.241

29

<0.001

4.260

5.046

0.786

0.781

8.048

63

<0.001

ΔE

D65

Opt

Opt-D65

인접명도

4.724

5.099

인접채도

6.067

인접색조
총 평균

- 12 -

4. 논의(Discussion)
적, 녹, 청색 LED와 같은 Monochromatic LED 조명의 경우 표준조
명에 비해 색조 가이드의 색구별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인접 채
도 및 색상 비교시 LED 조명의 좁은 분광분포가 색구별을 어렵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인접 명도 구별 시에는 LED 조명의
좁은 분광분포가 미치는 영향이 작았으며, 녹색과 청색 LED의 경우 오
히려 표준조명에 비해서 명도 구별에 있어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Dichromatic LED 조명에 해당하는 백색 LED의 경우에는 표준광원
과 색구별 능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연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R-G-B방식의 Trichromatic
LED 조명이 많이 사용되나 색조 가이드의 색구별에 있어서는 Red에
해당하는 장파장영역이 많이 감소가 된 Dichromatic LED인 백색
LED의 사용만으로도 표준광원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Vitapan 3D Master 색조 가이드의 색구별에 최적화된 LED 조명은
460nm의 파장영역에서 최대 peak를 나타내었으며, 520nm의 파장영역
에서 작은 두 번째 peak를 갖는 청색 LED와 녹색 LED를 4.8:1의 비
율로 조합한 분광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적화된 광원의 경우 표준광원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색구별 능력을 가졌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비교조건에 따라 나
누어 명도 비교, 채도 비교, 색상 비교로 나누었을 경우 모든 조건에서
표준광원에 비해 개선된 색구별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최적화된 광원이 색의 비교에 있어서 유리
한 것이지 정확한 색을 알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적광원
에서 측정한 명도, 채도, 색상은 색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과장
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13 -

즉, 최적광원을 임상환경에서 주 조명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
며 조건등색(Metamerism)으로 인한 색상선택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보조광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적, 녹, 청색의 630, 520, 460nm에서 peak를 갖는 3
가지 종류의 Monochromatic LED와 Dichromatic 백색 LED만을 사용
하여 최적화된 광원의 분광분포를 탐색하였다. 4가지 종류의 LED만으
로도 표준광원보다 색조 가이드의 색구별 능력에 있어서 극대화된 분
광분포를 탐색하여 냈지만, 사용하는 LED의 종류를 추가할 경우 보다
최적화할 여지가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사용하는 LED의 종류를 늘려서 보다 최적화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Conclusions)
이 연구에서 Monochromatic LED인 적색, 녹색, 청색 LED의 경우
표준광원에 비해서 색구별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한편 Dichromatic
LED인 백색 LED의 경우 표준광원과 색구별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러 색의 LED를 조합할 경우 색구별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데
Vitapan 3D Master 색조 가이드의 색구별 능력을 최대화하는 LED의
조합은 녹색 1: 청색 4.8의 비율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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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ization of LED spectra for maximizing
color discrimination of shadeguide used in
esthetic restoration
ChangKyoon Kim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LED
illuminants on the color discrimination of shadeguide and to
optimize LED spectra for maximizing color discrimination of
shadeguide using computer simulation.
In this research, relative spectral power distributions for Red-,
Green-, Blue- monochromatic LED and phosphor converted White
LED was measured by spectrophotometer. Spectral reflectance curve
of 26 shade tabs from a shadeguide (Vitapan 3D master) was
measured. We could calculated CIELAB color coordinates of each
tabs and color differences of adjacent tabs. For comparison,
standard illuminant(D65) was also evaluated.

Evaluation of effects of various combination of unit LED on the
color discrimination of shadeguide was performed using computer
simulation. Increasing the number of unit LED to 10,000, the
optimal combination of LED maximizing the color differences of
adjacent tabs was explored.
With monochromatic LEDs, color discrimination of adjacent color
shadetabs

were

difficult

(p<0.001).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white LED and standard illuminant D65.
1724 green LED combined with 8276 blue LED makes the most
optimized spectra for shadeguide selection. Average color difference
of adjacent shade tabs for optimized illuminant (ΔE*=5.046) was
greatly improved compare to average color difference for standard
illuminant (ΔE*=4.260).

keyword: Shadeguide selection, LED, simulation, optimization of
illu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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