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관 심미의 획득

심미 수복 치료를 성공시키는 요건 중 Chapter 2에서는 치관 심미 획득을 목표로 한 재현 콘셉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치관 심미의 획득에서는 역시 자연치를 기초로 한 형태나 색조의 재현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치관 형태의 재현에

서는 자연치가 가지는 해부학적인 형태나 배열의 규칙성을 알고, 색조 재현에서는 자연치의 내부 구조나 특성을 이해하여 그것

을 재현하는 이론과 기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현 기술을 몸에 익히는 데에는 긴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지만, CAD/CAM 보

급으로 치관 형태의 재현을 아주 간단히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심미 영역의 대응은 1 치아 단위의 재현성에 그치지 않고, 

만곡된 치열에서 얼마나 3차원적인 배열의 조화를 기능적으로 이루어 나가는지가 큰 포인트가 되며, 또한 환자가 가지는 개성

을 어떻게 치열에 반영하는지가 중요하다.

Chapter 2에서는 치관 심미를 향상시키는 재현 콘셉트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하고자 한다.

CHAPTER 2
Achievement of White 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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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치관	심미의	파악법1

우선	전치부	치열을	심미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그

림	2-1-1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안

모나	입술,	치은과의	조화를	어떻게	도모해	나가는지도	

중요한	요건이	된다(Chapter	3-1	참조).	그때	구강의	대

략적인	심미성을	평가하기	위해	gingival	프레임워크1와	

	incisal	프레임워크1의	양호한	균형관계를	알	필요가	있

다.	거기에는	정중앙을	경계로	한	좌·우의	대칭성과	치

은-치관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며,	그	수직·수평적인	거

리관계는	해부학적인	임상치관	크기에	그치는	것으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치열이	완성된다(그림	2-1-2).

그림 2-1-2. 치열이 구성하는 gingival 프

레임워크와 incisal 프레임워크. 정중앙을 

경계로 좌·우의 대칭성과 연속성이 전치부 

치열의 심미성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치관 

폭경의 중앙선으로부터의 거리 a와 치은연

으로부터의 치관의 길이가 해부학적인 평

균치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심미성

에 중요한 요소이다(참고문헌 1에서 인용 

및 변경).

그림 2-1-1. 전치의 심미적인 배열을 이끌

어 내는 조건.1. 평균적인 치관 폭경 및 길이를 가질 것

2. 연속된 좌우 대칭성이 높은 gingival 프레임워크가 갖추어져 있을 것

3. 이상적인 치아의 위치와 거리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

4.  전치 유도(anterior guidance)를 저해하지 않는 결합(coupling) 상태에 있

을 것

5. 안정된 교두감합위를 얻을 것

6. 치조점막의 형태에 치아의 총생이나 결손에 의한 흐트러짐이 없을 것

1.	치열의	심미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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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ingival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incisal	프레

임워크에도	개성이	존재한다(표	2-1-1).	이것은	치아	형

태의	특징과	관련된	것인데,	치주조직의	해부학적인	형

태나	골격	그리고	안모와의	관련성도	평가	대상이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전치	치열의	심미를	더욱	고찰해	가

면,	규칙성과	연속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많이	보인다(그

림	2-1-3).	치관	수복	작업에서	이들	기준을	어떻게	대

칭적으로	마무리하는지가	중요해진다.

그림 2-1-3. 전치부 치열의 규칙성과 연속

성. 전치는 근심의 라인 앵글의 경사 각도

와 인접 이행면이 보이는 폭에 따라 후속치

에 대한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a＜b＜c). 

또한 정면에서 본 원심 외형 라인은 후속

치와 규칙적으로 유사하게 치열의 윤곽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부 치간공극(em-

brasure)은 원심으로부터 근심에 걸쳐 우

각의 벌어짐에 규칙성이 있어 정돈된 치열

이 완성된다. 또한 incisal edge position과 

gingival zenith point, proximal contact 

position에서도 규칙성을 가지며 후속치와

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표 2-1-1. 치관 형태와 gingival 프레임워크, incisal 프레임워크의 관계성

통계적으로 smile arc(Chapter 3-1 참조)

의 만곡이 심해져, 치아 형태의 특징으로 

인해 치근 간 거리가 벌어지므로, 치간유

두의 면적이 넓어지며 gingival 프레임워

크의 기복은 심해진다. 또한 incisal 프레

임워크의 근심 우각부는 예각, 원심 우각

부는 둔각이 되며, 중절치-측절치-견치

와 절연의 위치가 연속적으로 높아진다.

통계적으로 중간의 smile arc가 되어 치

아 형태의 특징으로부터 인접면 접촉의 위

치관계가 낮아지며 gingival 프레임워크는 

둥그스름한 만곡이 된다. 또한 치간공극이 

깊게 개방되어 incisal 프레임워크는 기복

이 심하며, 절연 중앙부가 발달된 형태로 

윤곽이 유지된다.

통계적으로 smile arc가 완만해지며 치아 

형태의 특징으로부터 치근 간 거리가 근접

하므로 치간유두도 낮아지고 gingival 프

레임워크의 기복은 훨씬 완만해진다. 또한 

인접면 접촉 영역이 길어지므로 상부 치간

공극은 막혀 incisal 프레임워크는 편평한 

라인이 된다.

Tapered Ovoid Square

Incisal Framework

Gingival Framework

Incisal Framework

Gingival Framework

Incisal Framework

Gingiv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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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해부학적 평균치를 참고로 한 상·하악 치관 길이·폭의 관련성

표 2-1-2a, b. 일본인 영구치 치관 크기의 평균치(참고문헌 8에서 인용)

치관 길이 치관 폭

상악 중절치≒상악 견치

상악 측절치≒하악 측절치

상악 견치≒하악 견치

상악 중절치＞상악 견치＞상악 측절치

하악 견치＞하악 측절치＞하악 중절치

상악 중절치≒하악 중절치+하악 측절치 1/2

상악 측절치≒상악 제2소구치≒하악 견치

상악 견치≒하악 견치+1mm

상악 중절치＞상악 견치＞상악 측절치

하악 견치＞하악 측절치＞하악 중절치

상악 치관 길이 치관 폭

중절치 11.3 8.5

측절치 9.7 6.9

견치 10.5 7.8

제1소구치 8.2 7.2

제2소구치 7.4 6.8

하악 치관 길이 치관 폭

중절치 8.8 5.3

측절치 9.2 5.9

견치 10.3 6.8

제1소구치 8.3 7.1

제2소구치 7.6 7.2

그림 2-1-4a, b. 황금비와 백은비의 응용3-5 

(참고문헌 6에서 인용).

일반적으로	전치의	비율을	평가하기	위해	황금비와	

백은비(silver	 ratio)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1973년에	

Lombardi가	 Golden	 Proportion을	제창하고,3	 그후	

1993년에	Preston,4	2002년에	Magne가	평가했다(그

림	2-1-4).5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표이며,	

치과	임상	응용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임상에

서는	안모나	입술과의	균형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치아의	크기에	대한	해부학적인	평균	수치를	

임상에	응용할	수	있다.	치관	수복을	하는	데	있어	기존	

여기에서는	일본인	영구치의	치관	크기에	대해	다루고,	

치열	레벨	평가를	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인의	영구

치	해부학”7에서	Kamijo(上條),	Okumura(奥村),	Ko-

no(河野),	Hirose(広瀬),	Katayama(片山),	Fujita(藤

田)	등이	산출한	치관	크기로부터	평균치를	구한	Naito	

(内藤)의	연구8를	참고로	한다(표	2-1-2).

그리고	이	수치를	근거로	상·하악	치관	크기	관련	내

용을	정리했다(표	2-1-3).

잔존치의	크기를	참고로	수복치의	치관	크기를	산출하

는	것은	합당한	재현	방법이다.

2.	전치의	균형과	치관	크기

a

b

a b

Chapter 2 치관 심미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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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a~c. 치관의 올바른 관찰 방법. 치관 형태와 크기를 확인할 때는 치관 순측면의 정면에서 관찰하여 치열의 배열 상태를 포함하

여 평가해 나간다.

그림 2-1-5. 치관 형태를 이끌어 내는 순서. 치열과의 조화를 위

해 주위 치주조직을 고려하여 형태를 디자인한다.

1. 치관 크기의 파악

2. 치은연 형태의 확인과 치관 형태의 결정

3. 인접면 접촉 부위의 결정

4. 상·하 치간공극의 처리

5. 순측면 형태의 부여

마지막으로	치관	형태의	파악법과	배열	조작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전치부	수복에서	이미	보철	치료가	이루

어져	있는	상태나	결손	부위가	존재하는	등	본래	환자가	

가지고	있던	치관	형태의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

철물을	설계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이때	어떤	방법으로	

인접치나	주위	조직과	조화를	이룬	치관	형태를	도출하

는지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여기에서는	상악	6전

치의	치관	형태	설계의	순서와	배열	조작의	포인트에	대

해	설명하고자	한다(그림	2-1-5).

우선	치관	형태를	결정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치관	

크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치관	크

기란	치관이	들어가는	틀(outline)이다.	그리고	적절한	

치관	크기나	형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항상	

치관	순측면의	정면으로부터	고찰하여	치관	폭의	최대	

범위가	되는	치간유두정을	파악하는	것이다(그림	2-1-

6).	특별히	눈에	띄는	총생(crowding)	상태가	보이지	않

는	경우	인접하는	치간유두정	사이의	수평거리가	치열이	

허용하는	최대	폭경이라고	생각한다.	이	폭경	내에서	해

부학적인	근·원심	폭을	명확하게	얻을	수	없는	경우는	

배열	조작으로	대처하지만,	청소성은	저하된다.

3.	치관	형태의	파악법과	배열	조작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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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전치부 치열에서 치관 형태의 파악법. 순서에 따라 외형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치열에 조화된 치관 형태를 찾아낼 수 있다.

① 치간유두정을 결정하여 아웃라인을 파악한다.

② Gingival 프레임워크로부터 치은연 형태를 고찰하여 치관 형태를 결정한다.

③ 치관 형태의 특징으로부터 proximal contact position을 결정한다.

④ 마찬가지로 상·하 치간공극의 전개각을 결정하여 해부학적인 특징을 부여하면서 우각을 완성한다.

⑤ 마지막으로 융선이나 고랑 등 절연 형태와 함께 순측면의 특징을 추가하여 완성시켜 나간다.

다음으로	치관	형태의	파악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

다.	치관	형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로	진

행한다(그림	2-1-7).

①	치간유두정을	결정하여	아웃라인을	파악한다.

②		Gingival	프레임워크로부터	치은연	형태를	고찰하

여	치관	형태를	결정한다.

③		치관	형태의	특징으로부터	인접면	접촉	위치를	결

정한다.

④		마찬가지로	상·하	치간공극의	전개각을	결정하여	

해부학적인	특징을	부여하면서	우각을	마무리한다.

⑤		융선이나	고랑	등	절연	형태와	함께	순측면의	특징

을	더해	완성시켜	나간다.

치관	외형의	결정은	반드시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또한	치은	형태와도	정합성을	취해야	하므

로	해부학적인	규칙	안에서의	형태	표현은	자유도가	높

지	않다.

Chapter 2 치관 심미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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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a~c. 치열궁 형태의 차이와 특징. 전치부의 arch form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며, 치열궁의 형태에 따라 절연을 연결하는 아

치 라인도 달라진다. 이것은 치관 형태와도 관련되므로 치열궁의 형상으로부터 치관 형태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그림 2-1-9. 절연이 그리는 아치 라인(주

황색 점선). 이 라인 위에 절연의 중심점을 

두는 것으로 정돈된 치열이 완성된다. 또한 

이 라인으로부터 절연이 벗어나면 순측면

의 심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치

의 배열 조작으로 치열의 외형이나 크기를 

조절할 때에는 이 중심점을 남기고 인접면 

접촉의 위치를 순·설적으로 바꾸면서 절연

의 방향을 회전시켜 나간다(빨간색 선).

Tapered Ovoid Square

여기에서는	치관	배열의	기본	조작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치관의	배열	조작은	우선	상악	중절치의	절연	위

치	결정에서	시작하여,	대합치와의	피개관계를	확인하면

서	치열의	arch	form을	유사하게	해야	한다.	기본적으

로는	상·하악치의	수직·수평적인	피개량은	기능에	영향

을	미친다.	또한	arch	form은	치아의	위치관계나	대합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본래	정상인	치열궁에는	형

태적인	특징이	갖추어져	있다(그림	2-1-8).	그리고	배열

은	arch	form에	준하여	하게	되지만,	아름답게	정돈된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치	라인	위에	전치	절연의	중

심점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그림	2-1-9).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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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자연치의	발색을	고려한	색조	표현2

1.	색의	분류

색이	가지는	표현력은	매우	다채로우며,	시각으로	파

악한	정보에서	때로	강한	개성을	느끼는	것	같이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것은	자연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생활	습관이나	환경	속에서	변화를	이루는	치아의	색조

는	정말	우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살

아있는	조직을	상대하는	치과기공사는	한	시점의	특징

을	파악해	충실히	표현하게	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체의	대부분은	빛을	통해서	비

로소	그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색은	크게	두	가

지로	분류되는데,	광원	그	자체가	발하는	색인	광원색

(light	source	color)과,	광원으로부터의	빛이	물체에	닿

았을	때	보이는	색인	물체색(object	color)으로	나누어진

다(표	2-2-1).	또한	광원의	종류(백열전구·태양광·형광

등·백색	LED	등)에는	각각	다른	파장	특성이	있으므로	

광원이	바뀌면	색은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색은	물체	표

자연치는	형광성이나	오팔	효과(유색	효과)	등의	독자

적인	광학	특성을	가지므로	심미	수복	재료에는	빛에	작

용하는	물리적	특성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본	항에서는	색의	메커니즘을	풀어	가면서	자연치의	

발색	메커니즘을	다루고	‘발색을	고려한	색조	표현’을	임

상에	도입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면의	광택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여,	광택도가	높은	경

우는	정반사가	심해지고	낮은	경우는	확산	반사가	심해

지므로	보이는	방식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

자연치를	이	분류에	대입하면,	자연치는	물체색과	광

원색의	두	요소가	모두	갖추어진	발색	구성이	되어	자

연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드문	발색	구조가	된다	

(그림	2-2-1).

그림 2-2-1. 빛의 작용에 따라 자연치가 

보여 주는 다양한 색조. 자연치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적재적소에 그 특성을 부여해

야 한다. 또한 이들 광학 특성을 보철물에 

효율적으로 도입하면 색조 표현의 다양성

도 증가하여 임상 응용의 폭도 넓어질 것이

라 생각한다. 

표 2-2-1. 색의 발색 상태에 따른 분류(물리학적 분류)(참고문헌 1, 2에서 인용)

광원색

(light source color)

태양, 불, 전등, 형광등, 네온, 기타 발광체 

[형광, 인광(phosphorescence) 등]의 빛

물체색

(object color)

표면색
불투명한 물체의 표면 반사에 의한 색

(일반적인 색)

투과색 투명한 물체를 투과하여 보이는 색(색유리, 술 등)

기타

빛의 분광(spectrol), 간섭, 회절(diffraction) 등으

로 인해 보이는 색(무지개, 비단벌레, 나비, 비눗

방울, 진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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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치의	발색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자연치의	형광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UV	라이트	

하에서	창백하게	발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치는	특히	상아질층이	발광하며	절단결절(mamelon)에

서도	똑같이	반응한다(그림	2-2-3).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의	영향이	아니

라,	태양광이나	다른	광원으로부터의	자외선에	의한	자

연치에	대한	색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형광

성이	가지는	성질을	정리해	보자.	우선	형광이란	자외선

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는	성질(photoluminescence)

을	가지며,	형광성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색보다	강한	

가시광선을	방출하여	반사와	합쳐져	선명하게	색을	낸

다.3,4	또한	형광색과	일반색(형광성을	포함하지	않는	색)

을	비교했을	때	형광색은	일반색보다	시인	거리(vis-

ibility	distance)에서	뛰어나므로,	시인	거리에	2배	이

상의	차이가	생긴다.5,6	그리고	형광성을	포함하는	물체

는	자외선을	포함하여	흡수한	빛에너지의	파장을	바꾸

어	일반적인	반사광과	합쳐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며	높

은	명도와	채도를	나타낸다.7	그	효과를	극단적으로	비

유하면,	형광	성분이	많이	포함되는	의류나	물체가	유난

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생기는	현상이다.	그

우선	자연치는	투명층,	반투명층,	불투명층에	의한	삼

차원적인	그라데이션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색구

조가	된다.	그리고	각	층은	치아의	구조	차이에	따라	색

조나	광학	특성도	다르다.	그리고	자연치의	색조는	시간

이	지나면서	변화하여	그	발색	양상도	똑같이	변화를	보

인다.	여기서는	자연치의	색조에	영향을	미치는	발색	인

자(그림	2-2-2)에	대해	다루고,	그	영향과	응용에	대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리고	태양광의	자외선	또는	단파광으로	인해	발색하는	

것으로,	그	형광성이	강할수록	자외선을	포함하는	태양

광	아래에서는	뿌옇게	흐려	보이는	등	물체의	투명도에

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천연	다이아몬드는	형광

성을	포함하는데,	형광성을	많이	포함하면	다이아몬드

의	투명도가	낮아지므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8	

또한	실내	환경의	광원에서는	형광등이나	LED	조명이	

일반적이지만,	LED	조명의	대부분은	자외선을	발생시키

지	않는	구조이다.	

이러한	성질로부터	형광성은	이른바	색의	발색성을	크

게	좌우하는	광학적인	물성이며,	자연치에서도	그	영향

은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치와	같은	발색을	재현

하기	위해서는	본래	자연치에	보이는	적절한	위치에	적

절한	형광성을	부여하면서	적층	구성을	할	필요가	있지

만,	치과	수복	재료는	불투명도가	높은	재료일수록	형

광성이	많이	함유되는	경향이	있다(그림	2-2-4).	자연

치는	광원의	종류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하

게	그	색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형광

성은	틀림없이	치관	수복장치에	생명감을	부여하는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형광성

그림 2-2-2. 자연치의 발색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① 에나멜·상아질의 불투명도

② 형광성

③ 에나멜의 투명도와 오팔 효과

④ 상아질의 색

⑤ 표면 광택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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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자연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발광 부위. 핵이 되는 

상아질 부위와 mamelon의 발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4. 자연치의 발광을 의식하여 제작한 샘플. 자연치에 보이는 불규칙한 발광 상태를 재현할 수 있다.

불투명성과	형광성의	관계

자연치의	발색	인자	중에서도	상아질이	가지는	불투

명도는	자연치의	발색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치아

의	명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

럼	형광성은	명도를	끌어올리는	특성을	가지므로	상아

질의	불투명성을	보조하는	형태로	발색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UV	라이트	하에서	발거	치아를	관찰했더니,	자연치	

발색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어	불투명층의	불투명도가	높

아짐에	따라	강한	형광을	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

림	2-2-5).	또한	0.4mm로	얇게	슬라이스	컷	한	발거	

치아를	확인해도	형광성을	가지는	불투명층은	더욱	강

력하게	발색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그림	2-2-6).	

이렇게	치아에	보이는	광원색은	에나멜층	내부의	불투

명층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그림	2-2-7).	따라서	자연

치와	유사한	발색	기구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치색

에	준하여	적절하게	불투명도	조절(opacity	control)과	

형광성	조절(fluorescent	control)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리튬디실리케이트와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mo-

nolithic	restoration이	급증하여	익스터널	스테인(ex-

ternal	stain)	후에	형광성을	함유한	글레이즈	페이스

트를	사용하여	코팅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중에

서도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monolithic	restoration에

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진다.	본래	높은	강도를	가지는	

초기의	지르코니아는	매우	불투명하며,	고투광성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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