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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zirconia 크라운의 기본적인 색상, 채도, 

명도의 개념은 포세린을 축성하는 PFZ와 동일하

다(그림 1). 그러나 full zirconia 컬러링의 경우 

색 표현의 자유도가 부족한 만큼 난이도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단순하게 관점을 바꿔 생각한다면,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색이 아닌 경우에는 작업의 

단순함과 CAD/CAM 사용에 따른 작업의 간편함 

때문에 오히려 PFZ보다 제작이 편한 면도 있을 것

이다. 어쨌든 PFZ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색

상, 명도, 채도의 개념이 중요하므로 여기에서는 

그 과학적 고찰법에 대해 설명한다.

1. 색상

색상(hue)이란 단순하게 그 치아가 가진 색이

다. VITA classical shade로 대략적으로 표현하

자면, A색은 오렌지색 계열, B색은 노란색 계열, 

C색은 초록색 계열, D색 중 D2, D3는 명도가 낮

은 오렌지색 계열, D4는 명도가 낮은 노란색 계열

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색에는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이 있다. TV 등의 디스플레이에 사용

되는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구성되고 각각을 섞으면 흰색이 된다(가산혼합). 

물감으로 대표되는 색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노

랑이지만, 파랑은 엄밀하게는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시안, 빨강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마젠

타이다. 이것들은 혼합할수록 검정에 가까워지는 

감산혼합의 특성을 갖고 있다. 치아를 만드는 작

업은 후자인 색인 삼원색이 중요하며, 노랑, 시안, 

마젠타의 3색과 흰색, 검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색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치아색의 제작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란색 계열

(B계열 색)의 색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좋다(그림 

2). 노란색을 중심으로 파란색 계열의 색으로 변

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색인지, 아니면 빨간색 

계열의 색 방향으로 변해가는 색인지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C계열 색의 어두운 초록색은 노란색

을 어둡게 한(파란색을 섞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

대로 노란색에 붉은 계열색을 섞으면 오렌지 계열 

색이 되고 A계열 색상에 가까워진다. 또한 신경치

료에 의해 갈색화되거나 투명도가 높은 어두운 에

나멜이 표면에 닿음으로써 색상은 파란색(노란색 

→ 초록색)으로 옮겨간다. 거꾸로 치수나 치은은 

빨간색 쪽으로 색상에 영향을 주어 노란색에서 오

렌지색으로 이동한다. 파란색을 더할 것인지, 분

홍색을 더할 것인지, 그 비율을 고려함으로써 그 

치아나 shade 가이드 또는 지르코니아의 베이스

가 되는 색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Post-sin-

ter stain으로서 표면 스테인으로 색을 조정할 때

도 동일하게 생각하여 우선 먼저 색상을 맞출 필

요가 있다.

a)	보색

앞에서 이야기한 색의 삼원색인 노랑, 마젠타, 

시안으로부터 2색을 선택하여 반반으로 섞은 색

을 중간에 두고, 또 그 옆에 있는 색을 다시 반반

으로 섞어 중간에 두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색의 변화를 나타낸 원형의 색상표를 만들 수 있

다. 이렇게 만들어진 색상의 원형 표를 24색의 색

상환이라고 하며, 이 색상환 내에서 대치하는 색

을 보색이라고 부른다.

보색끼리 나란히 배열하면 서로의 색이 돋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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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치부에서 근원심의 푸르스름한 순측면 융선

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치관부의 색인 노란색과 

오렌지색이 이 파란색에 보색이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치관색(노란색, 오

렌지색) 안의 파란색 그리고 에나멜색(파란색) 안

의 절단면과 mamelon, 접촉면 등의 오렌지색 스

테인이 강조되어 보임으로써 전체적인 입체감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큰 케이스를 제작한다고 해서 단지 치관

색만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밋밋한 인상을 주게 될

지 모른다. 일부러 보색을 이용한 색 특징을 만들

어 내는 것으로 구강내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보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어 버린다는 특징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미 수복에 사용

하는 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성질이 있

으며 대치하는 보색을 섞으면 두 가지 색이라도 회

색이 되어 버린다. Pre-sinter든 post-sinter든 

착색 시에는 색을 너무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게다가 색을 더해 감으로써 명도는 낮아진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 치아의 색 표현에 중요한 3요소.

그림 2. 색상환 차트. 색상은 무한하게 있으며 그 혼합 
상태에 따라 변화해 간다. 색이 변화해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색을 더해 나감으로써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 치관색의 경우 노란색을 중심으로 하여 붉은색 
쪽으로 색을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푸른색으로 변
화시킬 것인지를 생각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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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도

채도(chroma)란 색상(색)의 강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VITA classical shade의 경우 숫자가 커

지는 동시에 그 채도도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채

도가 강한 것을 ‘어둡다’라고 표현하기 쉽지만, 기

본적으로 밝기는 명도이므로 별도로 생각해야 한

다(그림 3).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구

강내 채도가 높은 치아의 shade taking 시, 한

정된 shade 가이드 안에서는 단순히 A4 등이 선

택되기 쉽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밝

은 오렌지색을 띤 A4보다 채도가 높은 치아라도 

실제로는 A4보다 밝은 경우가 많이 있다(그림 4). 

채도와 명도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으면 ‘채도는 

맞는데 어두운’ 크라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

의해야 한다.

3. 명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명도이다. 밝기를 가

리키는 명도의 높고 낮음은 빛의 반사량에서 비

롯된다. 치아의 명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덴틴

의 불투명성(opacity)이고 덴틴에 반사되어 에나

멜을 투과하는 빛도 영향을 준다. VITA classi-

cal shade에서 일반적으로 B1은 A1보다 밝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B1이 A1보다 채도

가 낮기 때문이다. B1의 에나멜은 빛 투과성이 높

고 실제 명도는 A1보다 낮다(그림 5). 

치아의 최종적인 명도는 덴틴의 빛 반사량, 에

나멜에 의한 반사광, 표면의 whitish한 특징들, 

그리고 광원의 성질에 따라서 좌우된다. 따라서 

shade taking 시 덴틴과 에나멜의 색을 각각 파

악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림 3. 명도와 채도의 차트. 채도와 명도의 높고 낮음에는 반
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Shade taking을 실시
할 때에는 항상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채
도가 A4이고 명도는 C4’와 같이 명도와 채도를 나누어 생
각한다. 또 덴틴과 에나멜 각각의 명도·색을 고려할 필요도 
있으며, 채도를 구성하는 것이 덴틴 중심인지, 에나멜도 색
을 가지고 있는지, 명도의 높고 낮음에 대하여 에나멜의 빛 
투과성이나 표면의 white spot·line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
는지 등을 생각한다.

그림 4. 구강내에서 A4보다 채도와 명도 모두 높은 색의 치아. 
이 경우 A4의 shade 탭에 크라운색을 맞추어 제작하고 스
테인으로 채도를 조정하면 명도가 낮은 크라운이 만들어진
다. 이럴 때는 희끗희끗한 에나멜을 고려하여 A4보다도 명
도를 높게 설정하고 나아가 A4의 색에 오렌지색과 분홍색을 
더해 채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VITA classical shade의 B1은 일반적으로 A1보다 밝
다고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 명도는 A1보다 낮다. 채도가 A1
보다도 낮기 때문에 밝아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을, 명도와 채도를 나누어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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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색상, 채도, 명도의 고찰 20

1. 재료의 광학적 특성

Full zirconia 크라운 제작에서는 명도와 직결

되는 덴틴(불투과성, 높은 반사성)에 해당하는 것

이 지르코니아 재료 그 자체이다. 이트리아를 얼

마나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르코니아의 물성

이 달라지므로 그에 맞추어 빛 투과성도 변화한

다. 또 블럭의 조성도 재료가 하나인지, 혹은 다른 

빛 투과성을 가지는 다수의 층으로 되어 있는지, 

블럭은 착색된(pre-colored) 것인지 흰색의 무착

색인 것인지, 컬러링을 실시한다면 그 착색 범위 

(심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당연히 완성되

는 크라운의 명도는 달라진다(Chapter Ⅱ에서 설

명). 따라서 붓으로 표면만을 착색할 것인지, 여러 

차례의 도포나 디핑으로 내부까지 착색할 것인지, 

착색된 블럭을 사용하여 신터링 후 스테인만으로 

색을 조정할 것인지를 증례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그림 6~10).

2. 내부 착색이 명도에 미치는 영향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full zirconia 크라운에

서의 심미 재현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 이

유는 지르코니아에는 ‘높은 반사율’이라는 특징이 

있어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치의 명도보다 더 밝아

져 버리기 때문이다. 표면 스테인으로 명도를 조

절한다고 해도 표면적인 효과일 뿐이어서 광원이 

바뀌면 색이 쉽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

어, 밑바탕의 명도가 높은 크라운의 명도를 낮추

기 위해 파란색이나 회색을 표면에 스테인 한 후 

추가로 채도를 조정했다 하더라도 착색한 작업 환

경보다 밝은 장소에서는 크라운의 명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크라운 내부에 침투하는 빛

이 먼저 얇은 표면 스테인층의 바로 아래에 있는 

명도가 높은 밑바탕에 닿아 강하게 반사되기 때

문이다(PFM에서의 오팩 영향과 비슷함). 따라서 

3Y-TZP나 HT-3Y-TZP 계열의 희고 불투명한 

지르코니아일수록 그 영향이 강해진다. 그 반대

로, 조정한 작업 환경보다 광량이 적은 곳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빛의 반사가 감소하고, 표면의 스테

인에서의 반사광도 줄어든다. 게다가 표면의 파

란색이나 회색이 두드러져 목표로 한 색보다 어

둡게 보인다.

✽✽✽

현재는 재료의 발달과 다양화로 앞에서 서술

한 문제는 완화되고 있지만, 반대로 에나멜의 빛 

투과성에 맞추어 설계된 블럭 등은 내부에서 빛

의 반사가 적어지기 때문에 명도가 떨어지는 경향

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불투

명도가 높은 덴틴이 빛 투과성이 높은 에나멜을 

통과하여 치아 전체 색에 영향을 미치듯이, 중복

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므

로 이를 고려하여 최종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Full zirconia 보철물에서의 명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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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그림 6의 크라운을 실내 형광등(그림 7, 
8)과 자연광이 드는 밝은 장소(그림 9, 10)에서 촬
영한 것. 그림 7, 8에서는 색과 명도 모두 3개가 
비슷하나 그림 9, 10에서는 내면이 착색되지 않은 
왼쪽 크라운의 안쪽에서 빛의 반사가 약간 증가하
여 명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３개의 크라운 재료 자체는 빛 투과성이 같기 때
문에 명도는 A2와 A3이라는 약간의 채도 차이가 
원인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
만, ３개 모두 다른 재료일 경우 예를 들어, HT-
3Y-TZP와 5Y-TCZP가 혼재되어 제작되었을 경
우 외관은 같은 A3이라도 그 빛 투과성의 차이에
서 발생하는 명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이처럼 최종적인 색을 재현할 때는 외관뿐
만 아니라 내부적인 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
르코니아는 일반적으로 반사가 강한 재료라고 생
각하기 쉬우나 컬러링 등으로 지르코니아 내부를 
착색한 경우 반사율이 낮아져 구강내에서 명도가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지르코니아 내부 전체를 
착색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착색하지 않는 부분
을 남기는 것도 명도 조절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이다. 이것은 크라운이나 코핑의 두께, 액의 침투
성, 도포 횟수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재료를 숙지하여 임기응변으로 대응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6. 크라운 표면층에 스테인 등으로 색 조정이 
된 경우 크라운 내부에 빛이 들어와 반사되었을 
때 그 표면층의 색은 내부의 색에 영향을 받는 경
우가 있다. 사진은 ‘Tanaka Enamel ZR Multi 5’
의 A2 블럭에서 가공한 단색의 크라운을 각각 다
른 방법으로 A3으로 착색, 표면 연마한 것이다.

무착색
(A2 블럭 무착색)

A3으로	착색
(붓칠)

A3으로	착색
(디핑)

형광등

자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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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제조업체가 VITA classical shade의 기

준에 맞추어 재료들을 제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표현하고자 하는 제품의 색상이 VITA clas-

sical shade와 비슷한 색이라면 색 표현은 비교적 

쉽지만, 임상에서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색상

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색의 과학적 채득 방

법이다. 그 방법들 중에서 VITA classical shade 

외의 색 표현을 구상하는 방법으로 레드 시프트 

색 VITA 3D Master의 4R1.5(치관부)와 4R2.5 

(치경부)를 목표로 하는 증례를 소개하여 레시피

의 고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그림 11, 12).

1. 레시피 검토: Shade 탭에 착색

Pre-sinter stain의 레시피 검토에 있어서는 

우선 4R1.5와 4R2.5의 shade를, VITA classi-

cal shade를 기본으로 하는 블럭이나 coloring 

liquid로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를 검토한다. 기

본 순서는 VITA classical shade 탭에 스테인으

로 색 변화를 주고, 목표로 하는 VITA 3D Mas-

ter의 색(이번에는 4R1.5와 4R2.5)에 맞추는 단

계가 된다. 이때 베이스가 되는 VITA classical 

shade에 대해서 채도, 명도의 과부족 혹은 색상

이 어떻게 시프트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치아의 색에 있어서 색상, 채도, 명도를 각각 

개별로 생각함으로써 미묘한 색의 차이도 파악

할 수 있다. 사전에 스테인을 사용하여 기본색인 

shade 탭의 색을 테스트해 보면 바로 색의 변화

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색을 도출하기가 비교적 

쉬워진다. 4R1.5는 색상적으로 붉은색 쪽이 가까

워 오렌지의 A계열색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우선 4R1.5와 채도가 가장 비슷한 탭을 VITA 

classical shade A계열 안에서 선택한다. 색을 비

교할 때는 강한 빛이 있으면 표면상에서의 반사가 

늘어나 내부에서 색이 나오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

기 때문에 외부의 태양빛 등, 강한 광원 아래에서 

확인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색을 더하면서 색 조

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약간 채도가 낮

은 것을 선택한다.

4R1.5는 명도가 낮은 에나멜과 비슷한 색으로 

오렌지색 A계열과는 다른 색상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 단계에서는 색상에 신경쓰지 말고 색의 농

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자. 4R1.5에 가장 적합

한 채도는 A3이라고 생각하므로 이 shade 탭 표

면에 색의 삼원색을 고려하여 노란색(이번에는 붉

은색이 강하므로 오렌지색), 파란색, 분홍색의 스

테인을 도포하여 색상, 채도, 명도를 조정하였다

(그림 13~25).

VITA classical shade에서 벗어난 색의 대응 방법

그림 11, 12. Shade taking 사진.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강하고 대합치인 하악 전치부의 색은 VITA 3D Master의 4R1.5와 비
슷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악 치아의 채도가 하악 치아보다 약간 높고 프렙 전 치아의 색을 남기는 의미에서 치경부의 목표 
shade는 4R2.5를 선택하였다. 사진 속의 shade 탭은 왼쪽이 4R1.5, 오른쪽이 4R2.5이다(원칙적으로는 shade 사진 안에 
탭의 숫자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해야만 한다). ‘4R2.5’의 R은 red에서 유래하였고 redish한 shade임을 의미하고 있으며, 숫자 
4는 그 색상의 농도인 채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5단계 중 4단계로 비교적 채도가 높은 색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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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7. VITA A3의 shade 탭을 VITA 3D Master 4R1.5와 4R2.5의 색으로 스테인을 사용하여 색을 변화시킨다.

그림 13. A3과 4R1.5의 shade 탭
의 비교 사진. 4R1.5는 붉은색이 
강한 색으로 A shade에서 채도
가 비슷한 A3을 선택한다.

그림 17. 그림 13~16에서 4R1.5와 4R2.5의 색을 컬러링으로 제작할 경
우, A3의 기본색에 붉은색을 더하여 레드 시프트시킨 다음 어두운 
에나멜색을 도포하여 전체의 명도를 떨어뜨린다, 치경부에는 오렌지 
계열의 색을 더한다…라는 레시피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림 14. A3에 분홍색을 도포하여 
색상을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때
에 에나멜색은 아직 고려하지 않
았으므로 덴틴에서 오는 색을 그
대로 표현한다.

그림 15. A3 표면에 파란색을 도포
하여 명도를 낮춘다. 결과적으로 
색상까지 좀더 비슷해진다.

그림 16. 치경부에 오렌지색을 도포
하여 4R2.5와 비슷하게 만든다.

그림 18~21. 치경부의 오렌지색 표현은 A4색에 분홍색을 섞은 것
을 준비하여 전체적으로 분홍색을 큼직한 붓으로 1회 칠하고 색
상을 붉은색 쪽에 가까워지게 하였다. 일반적인 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이 색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과정이 퀄리티
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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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색 블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컬러링

Full zirconia 크라운을 제작할 때 기본이 되

는 재료의 색은 VITA classical shade에 있는 

블럭의 색으로 정한다. 그러나 지르코니아 블럭

을 신터링 한 상태로는 VITA classical shade에

서 결정한 블럭과 같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

부분의 제품은 채도가 약간 낮고 명도가 높은 경

향이 있으며, 특히 incisal에서는 그 경향을 뚜렷

하게 볼 수 있다. 색상에 관해서도 붉은색이 적

고 초록색에 가까운 것이나, 반대로 붉은색이 강

한 것도 있다. 그러한 제품마다의 오차를 고려하

여 shade 탭에서 찾아낸 색상, 채도, 명도에 사

용한 색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면에 나

타나는 색상이 덴틴에서 나온 것인지 에나멜에서 

나온 것인지도 고려하여, 컬러링으로 블럭에 색

을 더해 간다. 이렇게 하여 full zirconia 보철물

에도 VITA classical shade와 다른 색을 재현

할 수 있다.

3. 표면 스테인을 사용한 최종 조정

어디까지나 컬러링은 베이스가 되는 색을 만들

어 내는 작업이기에 목표 색에 도달하기 위해서 

표면 스테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로 컬러링을 

하지 않고, 최종적인 색 조정을 표면 스테인만으

로 할 경우는 내부(베이스)의 색을 바꿀 수 없는 

만큼 그 작업은 어려워질 것이다. 색의 조절 방법

은 표면 스테인에서도 컬러링과 동일하다. 또한 복

잡한 색의 중절치 single case 등에서는 스테인

에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순측에 포세린을 축성

하는 PFZ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심미

적인 전치부 크라운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도 있

다. 또는 스테인과 포세린의 중간 성질을 가진 소

재(MIYO; JENSEN 등)를 사용하면 복잡한 색까

지 포세린 표면에 한 층을 축성하는 것보다 얇고 

빠르며 간단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 신터링 후 크라운과 브릿지. 신터링 직후는 아직 표
면에 흰색층이 남아 있으므로 본래의 색은 확인할 수 없다.

그림 23. 연마 후 크라운과 브릿지. 연마 후에 본래의 색이 나
타나지만, 지르코니아 특유의 빛도 남아 있어 목표로 하는 
색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제부터 표면 스테인과 글레
이징으로 최종 색을 조정한다.

그림 24, 25. 치아 모형의 완성과 구강내 장착 시 사진. 색조로는 거의 계획대로 완성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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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레이어 블럭이나 그러데이션 블럭은 기본적

으로 ‘body 포세린’을 바탕으로 치관의 색이 만들

어져 있다(ChapterⅠ-1 참조). 그래서 덴틴과 에

나멜이라는 이중 구조에 의한 색 변화, 특히 빛 투

과성이나 불투명도의 차이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구치부 제작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전치

부에서 특히 중절치 single case를 제작할 때는 

빛에 의한 색상 변화를 에나멜과 덴틴이라는 치아

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심미적으로도 충분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이전까지의 full zirconia 크

라운의 한계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white col-

oring liquid의 등장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

소되고 full zirconia 보철물의 응용 범위가 넓어

졌다(그림 26~29). 여기서는 필자가 주로 사용하

는 ‘Luxen Coloring Liquid’의 White Opaque

와 White의 활용법을 소개한다(그림 30, 31).

1.  White Opaque를 사용한  

내부 불투명도 표현

Opaque White는 까맣게 변색된 지대치에 마

스킹을 하기 위해 불투명도가 높은 액이다. 기본

적으로 새하얗지만 다른 색과 혼합하여 만든 불

투명도가 높은 색을 크라운의 내면에 도포함으로

써 비슷하게 모방한 덴틴 혹은 Opacious 덴틴으

로 표면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그

림 32~34).

White coloring liquid에 의한 불투명도 조정

26

그림 26~29. 높은 빛 투과성을 가지는 5Y-TCZP 크라운이라도 흰색 계열의 리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대치의 마스킹이 가능하다. 동시에 내부
에 흰색의 불투명한 층을 만드는 것으로, 덴틴과 비슷한 구조도 재현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Chapter Ⅳ-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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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Luxen Coloring Liquid’(GeoMedi)의 ‘White 
Opaque’, ‘White’, ‘Amber’. White Opaque는 불투명도가 
높은 흰색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며, 컬러링 시에 크라운 내
면에 2회 정도 도포하는 것으로 까맣게 변색된 지대치가 크
라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림 31. 컬러링으로 착색된 지르코니아 브릿지 내면에는 
White Opaque가 2회 정도 도포되어 있다. 소성 후에 내면
이 하얗게 변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면의 불투명도를 
올리고 싶은 경우에는 액의 도포 횟수를 늘리면 보다 불투
명하게 할 수 있다.

그림 32. White Opaque와 Amber를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하여 내면에 도포했을 때의 영향[5Y-TCZP인 ‘쇼후(松風) 블럭 
Lucent FA’에 대해 2회 도포]. White Opaque만 칠한 경우 내면이 상당히 하얗게 된다. 거기에 Amber를 더하면 불투명도
는 약간 내려가지만 덴틴의 색 표현은 가능하다.

그림 33. 그림 32와 동일. 크라운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White Opaque만 도포한 것은 다른 곳에 비해 크라운의 명도가 
올라갔다. White Opaque에 Amber의 양을 늘리면 명도가 약간 내려가면서 채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맨 오른쪽 크
라운의 경우 Amber의 양이 늘어나 채도가 올라가야 하지만 White Opaque가 적고 불투명도(명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색
이 강하게 발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림 34. 그림 32와 동일. 변색된 지대치에 의한 영향. 특히 5Y-TCZP는 빛 투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대치색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림의 크라운은 지대치 절단면에서 1.8mm, 치관 중앙부에서 1.3mm, 치경부에서 0.9mm로 비교적 두께가 있어 지대
치색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내면에 White Opaque를 도포하지 않은 것은 지대치색의 영향을 받아 약간
의 색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치부 보철의 경우 이 색과 명도 저하가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 Amber의 양
이 White Opaque의 양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Amber의 색이 크라운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높아져 명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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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 지대치

White Opaque : Amber

No
Stain 3 : 1 1 : 1 1 : 3

White
Opaque

White Opaque : Amber

No Stain White Opaque 3 : 1 1 : 1 1 : 3

32

33

34

21

Pre-sintered.indb   21 2022. 6. 2.   오전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