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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olor stability, gloss,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four different
types of temporary filling materials. Commercially available hydraulic-setting (HS), powder-liquid (PL), thermoplastic (TP), and
light-cured (LC) types of materials were used as experimental groups for each evaluation. To measure the color stability, the
amount of color change (ΔE * ) was calculated based on the color brightness (L* ) and saturation (a*, b* ) values using a
spectrophotometer after immersion in coffee for 3 days and 7 days. The gloss unit was measured using a gloss meter. In
addition, Vickers hardness, Shore hardness, compressive strength, flexural strength, water sorption and solubility, and morphology
observation were performed. All experimental groups showed significant color change after immersion in coffee (p<0.05). The
color stability in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HS<PL<TP<LC (p<0.05). In terms of glos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C and PL, TP and HS after immersion (p>0.05). The Vickers hardness in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PL>HS>TP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ressive strength in the order of group PL>HS and flexural strength in the
order of group TP>LC (p<0.05). The water sorption and solubility in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HS>LC>PL>TP (p<0.05).
The surface microstructure change did not change prominently before and after immersion, except for H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criteria for selecting a temporary filling material suitable for each patient’s various o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atient's aesthetic needs and goals for functional and physic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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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될 우려가 있다(7, 8). 이에, 각 재료의 타입에 따른

서론

기계적 및 물리적 특징을 파악하여 환자의 구강 환경에 적합
치과용 임시수복재(temporary filling material)는 인레이

한 재료를 선택하여 구강 내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복 및 근관치료 과정 등에서 와동 형성 후 당일에 즉시

현재 치과 임상에서는 임시수복재료가 널리 사용되고

충전하지 못하는 경우 영구수복재가 장착될 때까지 물질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누출과 관련된 연구들을 제외하고

침투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또는 와동이 깊은

는 임시수복재의 색안정성, 광택도, 경도, 강도, 물 흡수도

경우 치수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1).

및 용해도와 같은 표면 특성 및 재료의 물성을 공급 형태에

임시수복재는 변연봉쇄 효과가 우수하여 외부 물질을

따라 종합적으로 비교 연구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아 환자의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최종 수복물 장착을 위해서 제거하기

개별 구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참고자

가 용이해야 한다. 구강 내에서는 인접치와 접촉 관계를

료가 부족한 실정이다(9, 10).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합치와는 교합 기능을 유지하면서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시수복재의 공급 형태에 따라

교합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시적이지만 심미성

대표적인 재료들을 선정하여 재료의 색안정성, 광택도, 기계

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은 방지해야 하며, 파절과 마모를

적 강도, 물리적 성질과 표면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

방지하기 위해 표면 특성이 비교적 우수해야 하고, 구강

로 임상가에게 임시수복재 선택 시, 색안정성, 광택도, 경도,

내 타액 등을 비롯한 체액으로 인한 화학적 분해가 되지

강도, 물 흡수도 및 용해도, 표면 특성의 요소를 고려하여

않아야 한다(2-4).

환자 개별의 구강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타입의 임시수복재를

현재 다양한 종류의 임시수복재가 국내 및 국외로 유통되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고 있고, 각 타입에 따른 장점 및 단점이 존재한다(5). 시중에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귀무가설은 ‘임시수복

판매 중인 임시수복재는 공급 형태에 따라 수경성(hydraulic-

재 타입에 따라 색안정성, 광택도, 경도, 기계적 강도, 물

setting) 타입, 혼합형(powder-liquid) 타입, 가열성(thermo-

흡수도 및 용해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로 설정

plastic) 타입 그리고 광중합형(light-cured) 타입 등이 있고,

하였다.

임상에서는 환자의 구강 환경에 따라 다양한 타입이 사용되
고 있다(6).

재료 및 방법

석고 성분을 함유하는 수경성 타입의 임시수복재는 변연
봉쇄 효과와 제거성이 용이하지만, 경화시간 단축에 따라
보존기간이 축소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산화아연의

1. 연구재료

파우더와 유지놀의 리퀴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시수복재는 수경성(hydraulic-

타입의 임시수복재는 변연봉쇄 효과는 우수하지만, 환자들

setting; HS) 타입, 혼합형(powder-liquid; PL) 타입, 가열성

에게 불쾌한 냄새를 줄 수 있으며, 경화시간이 길고, 교합압

(thermoplastic; TP) 타입, 그리고 광중합형(light-cured; LC)

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압축강도가 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타입으로, 현재 치과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 가운데

있다. 산화아연 유지놀, 납(wax), 거터퍼쳐(gutta-percha)

공급 타입 별 한 가지 제품을 선택하여 실험군으로 설정하였

등을 주성분으로 한 열가소성 임시수복재는 연화 및 경화상

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태가 적절하지만 와동에 수분이 남아 있을 시 치질에 접착이
잘 되지 않아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2. 색안정성

있다. 레진 성분에 기초한 광중합형 임시수복재는 구강 내
와동에 직접 적용 후 광중합하여 간단하게 임시 수복할

1) 시편 준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충전용 복합레진과 마찬가

각 실험군 별 지름 (10±1) mm, 두께 (1±0.1) mm인

지로 중합 시 수축을 하고, 이에 따라 와동벽과의 간극이

디스크 형태의 시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slide glas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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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mporary filling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Code

Type

Product

Composition

HS

Hydraulic-setting

Caviton
(GC, Tokyo, Japan)

Zinc oxide, plaster of paris,
vinyl acetate, etc.

PL

Powder-liquid

Zinc oxide eugenol classic
(Kemdent, Swindon, UK)

Powder: zinc oxide
Liquid: eugenol

TP

Thermoplastic

Temporary stopping (white)
(GC, Tokyo, Japan)

Zinc oxide eugenol, paraffin wax,
gutta percha, beeswax, etc.

LC

Light-cured

Quicks yellow
(Dentkist, Gyeonggi-do, Korea)

UDMA, HEMA, silicon dioxide, etc.

polyester film을 놓고 그 위에 몰드를 놓았다. 수경성 타입인

사용하였다. 이때, 착색 용액은 제조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

실험군 HS를 plastic spatula를 이용하여 몰드 크기에 맞게

분말 2.7 g 당 증류수 100 mL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

채운 후 제조사의 지시 사항에 따라 (37±1) ℃의 항온수조에

다. 또한 대조군으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준비된 각각의

24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이후 경화된 시편은 몰드로부터

용액은 (37±1) ℃의 항온 수조에 실험 전까지 보관하였다.

분리하고, 과잉 부분은 1200 grit 연마지를 이용하여 연마하
였다.

3) 시편의 착색 처리

혼합형 타입인 실험군 PL은 제조사의 지시 사항에 따라

시편 착색을 위하여 각 실험군을 24-well plate (SPL Life

powder와 liquid를 5:1 무게비로 계량 후 plastic spatula를

Science, Pocheon, Korea)에 넣은 후 2 mL의 착색 용액을

이용하여 핸드 믹싱하였다. 이후 혼합된 재료를 몰드에 약간

침지 시켜 (37±1) ℃의 항온 수조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넘치게 채운 후 polyester film과 slide glass를 올려 clamp로

3일 침적 후 착색 용액으로부터 시편을 꺼내어 증류수로

압력을 가하였다. 이후 경화된 시편을 몰드로부터 분리하고,

10초간 세척 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

과잉 부분은 1200 grit 연마지를 이용하여 연마하였다.

여 색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새로운 착색 용액에 4일간

가열성 타입인 실험군 TP는 열을 가하여 흐름성이 있는

추가 침적 후 시편을 꺼내어 위의 과정과 동일하게 세척

재료를 몰드에 약간 넘치게 채운 후 polyester film과 slide

후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여 색 변화를 관찰하였다.

glass를 올려 clamp로 압력을 가하였다. 이후 경화된 시편을
몰드로부터 분리하고, 과잉 부분은 1200 grit 연마지를 이용

4) 착색 전·후의 색 측정

하여 연마하였다.

시편의 색조 변화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규정한 CIE L ,

*

광중합형 타입인 실험군 LC는 몰드에 약간 넘치게 채운

a*, b* 측정 체계를 바탕으로 분광 광도계(Spectrophotometer

후 polyester film과 slide glass를 올린 후 clamp로 압력을

CM-3500d,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착색 전,

가하였다. 제조사의 지시 사항에 따라 앞뒷면 각 20초씩

착색 3일, 7일 후에 측정하였다. 이때, 한 시편 당 무작위로

TM

LED 광중합기(Elipar

S10, 3M ESPE, Seefeld, Germany)로

3부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대푯값으로 설정하였다.

광중합을 시행하였다. 중합된 시편은 몰드로부터 분리하고,

아래의 공식에 따라 색 변화량(ΔE ) 을 계산하여 색안정성을

과잉 부분은 1200 grit 연마지를 이용하여 연마하였다. 시편

평가하였다.

*

은 각 실험 군당 6개씩 제작하였다.
2) 착색 용액

L*: 시편의 명도를 나타내는 값, 백색과 검정의 정도

색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착색 용액으로 커피(Kanu

a*: 시편의 채도를 나타내는 값, 적색과 녹색의 정도

mini mild Americano, DongSuh Food, Incheon, Korea)를

b*: 시편의 채도를 나타내는 값, 황색과 청색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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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택도

였다. 이때, 한 시편 당 무작위로 세 부위를 선정하여 측정하
였으며,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설정하였다.

1) 시편 준비
지름 (10±1) mm, 두께 (1±0.1) mm 인 디스크 형태의

3) 쇼어경도 측정

시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각 실험 군별 시편 제작 과정은

실험군 LC 시편 표면에 대한 쇼어경도는 쇼어 D 경도시험

색안정성 시편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때,

기(HPDSD, Hans Schmidt & Co. Gmbh, Germany)를 이용

시편은 각 실험 군당 8개씩 제작하였다.

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각 시편에 대한 압입점이 시편의
표면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여 5초 동안 로딩 후

2) 광택도 측정

쇼어경도 값(Hardness shore D; HSD)을 산출하였다. 수분

시편의 초기 광택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광택계(Novo-

이 재료의 경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편을

curve, Rhopoint instrumentation, East Sussex, UK)를 이용

(37±1) ℃의 증류수에 침적 후 7일 동안 보관하였다. 이후

하여 광택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시편을 24-well plate에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시편 표면에 남아있는 수분을 건조시

넣은 후 2 mL의 증류수로 침적 시켜 (37±1) ℃의 항온

킨 후 쇼어경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한 시편 당 무작위로

수조에 보관하였다. 7일 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시편 표면

세 부위를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에 남아있는 수분을 건조시킨 후 광택도(Gloss unit; GU)를

설정하였다.

측정하였다. 이때 한 시편당 무작위로 여섯 곳을 선정하여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설정하였다.

5. 압축강도
1) 시편 준비

4. 표면미세경도

지름 (4±0.1) mm, 두께 (6±0.1) mm 인 원기둥 형태의
1) 시편 준비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 실험군 HS와 PL의 시편은 색안정성

지름 (10±1) mm, 두께 (1±0.1) mm인 디스크 형태의

시편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시행하여 각 실험 군당 12개씩

시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각 실험 군별 시편 제작 과정은

제작하였다. 또한 시편의 지름을 측정하기 위해, 0.01 mm의

색안정성 시편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때,

정확도를 나타내는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Mitutoyo

시편은 각 실험 군당 10개씩 제작하였다.

CD-15CPX, Mitutoyo Co., Kawasaki, Japan)를 이용하여
시편의 지름을 세 번씩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2) 비커스경도 측정
탄성이 있어 비커스경도 시험기로 측정이 불가한 실험군

2) 압축강도 측정

LC를 제외한 실험군 HS, PL, TP 시편 표면에 대한 비커스경

각 실험군의 시편을 (37±1) ℃의 증류수에 24시간 동안

도를 측정하였다. 증류수 침적 전, 다이아몬드 압입자가

침적하였다. 이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시편 표면에 남아있

장착된 미세경도측정기(DMH-2, Matsuzawa Seiki Co.,

는 수분을 건조시킨 후 만능 시험기(Model 5942, Instron,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압입 하중 100 g, load time

Norwood, MA, USA)를 이용하여 1 mm/min의 속도로 압축

15초 조건 하에 압흔을 형성한 후 400 배율에서 압흔의

하중을 가하여 파절될 때의 최대 압축 응력(N)을 기록하였

크기를 측정하여 비커스경도 값(Vickers hardness number;

다. 압축강도의 값(MPa)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VHN)을 계산하였다. 수분이 재료의 경도에 미치는 영향을

Compressive strength (MPa) = (4×P ) /(π×d 2 )

확인하기 위해, 시편을 (37±1) ℃의 증류수에 침적 시킨
후 7일 동안 보관하였다. 이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시편

P : 기록된 최대 압축 응력(N)

표면에 남아있는 수분을 건조시킨 후 비커스경도를 측정하

d : 시편의 지름(mm)을 측정한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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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굴곡강도

시편을 (37±1) ℃ 증류수가 담긴 6-well plate (SPL Life
Science, Pocheon, Korea)에 넣어 7일 동안 침적 시킨 후

1) 시편 준비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여 1분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m2).

25 mm × 2 mm × 2 mm인 직육면체 형태의 시편을

이후 (23±2) ℃ desiccator에 시편을 보관하며 24시간 간격

제작하기 위해, 실험군 TP와 LC의 시편은 색안정성 시편

으로 0.1 mg 이내의 오차 범위가 될 때까지 무게를 측정하였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시행하여 각 실험 군당 12개씩 제작하

다(m3). 물 흡수도와 용해도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였다. 굴곡강도 시험 시작 전, 각 시편을 (37±1) ℃의 증류수

평가하였다.

에 24시간 동안 침적하였다. 이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시편 표면에 남아있는 수분을 건조시킨 후 0.01 mm의 정확

Water sorption (µg/mm3) = (m2－m3 ) /V

도를 나타내는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시편의

Water solubility (µg/mm3) = (m1－m3 ) /V

폭과 높이를 각 세 번씩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8. 표면미세구조 변화 관찰
2) 굴곡강도 측정

수분이 임시수복재의 표면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

지지대 사이의 거리가 20 mm인 3점 굴곡강도 지그가

기 위하여 지름 (10±1) mm, 두께 (1±0.1) mm인 디스크

부착된 만능 시험기(Model 5942, Instron, Norwood, MA,

형태의 시편을 색안정성 시편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

USA)를 이용하여 1 mm/min의 속도로 시편에 가해지는

여 각 실험군 별 2개씩 제작하였다. 각 실험군 별 제작된

최대 하중(N)으로 인해 시편이 파절될 때까지 측정하였다.

시편 중 하나는 (37±1) ℃ 증류수에 침지 시켜 7일 동안

굴곡강도의 값(MPa)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보관한 후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였다. 각 실험군 별 증류수에

Flexural strength (σ) = 3Fl / 2bh2

침적하지 않은 시편과 침적한 시편은 백금으로 코팅 후

F : 파절하중(N)

주사전자현미경(JEOL-7800F, JEOL Ltd., Tokyo, Japan)으

l : 지지대 사이의 거리(mm)

로 1,000×와 5,000× 배율에서 표면미세구조 분석을 진행

b : 시편의 폭(mm)

하였다.

h : 시편의 높이(mm)
9. 통계분석
7. 물 흡수도 및 용해도
색안정성, 광택도, 비커스경도 그리고 물 흡수도 및 용해
1) 시편 준비

도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일원배치분산분석(IBM SPSS

지름 (15±1) mm, 두께 (1±0.1) mm인 디스크 형태의

Statistics 25.0, IBM Co., NY, USA)과 Tukey’s test로 사후

시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각 실험 군별 시편 제작 과정은

검정하였다. 또한 쇼어경도, 압축강도 그리고 굴곡강도 결과

색안정성 시편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때,

에 대한 통계 분석은 paired-T test를 시행하였다. 이때,

시편은 각 실험 군당 6개씩 제작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2) 물 흡수도 및 용해도 측정
시편을 (37±1) ℃ desiccator에 22시간 동안 보관 후

결과

(23±2) ℃ desiccator에 2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이후 시편
의 초기 무게를 측정하였다(m1). 또한 시편의 부피(V )를

1. 색안정성 평가

계산하기 위하여, 0.01 mm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디지털

Figure 1과 같이, 모든 실험군에서 커피에 침적 시키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시편의 지름과 두께를 각 세

*

기간이 길어질수록 명도(L ) 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양상을

번씩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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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ure 1. Color stability. (A) Mean color change (ΔE ) after 3 days, and 7days immersion in coffee. (B) Lightness (white-black, L ) ,
(C) saturation (red-green, a* ) , (D) saturation (yellow-blue, b* ) of before immersion, after immersion for 3 days, and 7 days. Different
uppercase letters mea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s at the same time (p<0.05). Different lowercase
letters mea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immersion time with the same experimental material (p<0.05).

나타내었다(p<0.05). 특히, 7일 동안 침적 시킨 후의 명도는

내었고(p<0.05) 그 다음은 실험군 PL가 (40.71±1.46)의

실험군 TP>PL>HS>LC 순서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값이 나타났으며(p<0.05), 실험군 TP는 (17.24±4.64), 마지

*

이와 유사하게, 적색과 녹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채도(a ) 는

막으로 가장 낮은 값인 실험군 LC는 (6.43±0.73)을 나타내

침적 기간이 길어질수록 녹색의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었다(p<0.05). 마찬가지로 7일간 침적 시킨 시편들 중 가장

*

보였다(p<0.05). 특히 7일 침적 후의 채도(a )는 실험군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은 실험군 HS로 (70.68±5.47)의 값이

HS>PL>TP>LC 순서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황색과

나타났고(p<0.05) 그 다음으로 실험군 PL는 (46.41±1.91)

*

청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채도(b ) 는 침적 기간이 길어질수

로 나타났다(p<0.05). 실험군 TP는 (28.34±6.37), 마지막

록 실험군 HS와 PL을 제외하고 청색의 정도가 증가하는

으로 가장 낮은 값인 실험군 LC는 (15.82±0.98)의 값을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하지만 7일 침적 후 실험군

보였다(p<0.05).

TP를 제외하고, 실험군 HS, PL, 그리고 LC 간 유의한 차이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군 간의 색안정성은 3일 침적과

없었다(p>0.05).

7일 침적 모두 실험군 HS<PL<TP<LC의 순서로 유의한 차이
*

각 명도와 채도 값을 고려하여 색 변화량(ΔE ) 을 산출한

의 색안정성을 보였다(p<0.05). 또한 모든 실험군에서 침적

결과, 커피 용액에 3일간 침적 시킨 실험군 중 가장 높은

3일과 7일 후의 ΔE* 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

ΔE 를 나타낸 것은 실험군 HS로 (48.77±1.95)의 값을 나타

양상을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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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loss unit (GU) values of experimental groups before and after immersion in distilled water for 7 days. Different uppercas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s at the same time (p<0.05).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immersion time with the same experimental material (p<0.05).

더불어 임상적 허용 가능 정도 척도를 고려하였을 때,

(p<0.05). 또한 HS를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증류수 침적

*

3일 침적한 결과와 7일 침적한 결과 모두 ΔE > 3.7이므로

전과 7일 후의 광택도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임상적으로 허용되기에는 문제가 있음’으로 예측하였다

양상을 보였다(p<0.05).

(11).

3. 경도 평가
2. 광택도 평가

실험군 HS, PL, TP의 비커스경도 실험 결과, 증류수에

증류수에 침적 전 시편의 광택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

침적하기 전 비커스경도는 실험군 PL이 (18.77±1.42) VHN

LC가 (94.59±1.52)로 가장 높은 광택도를 나타냈으며, 실험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p<0.05), 그 다음으로는 실험

군 PL이 (91.52±0.75), TP가 (13.90±1.92), HS가 (2.95±

군 HS가 (10.48±1.40) VHN의 값을 보였으며, 실험군 TP는

0.38) 순서로 관찰되었다(p<0.05) (Figure 2). 증류수에 7일

(1.20±0.10) VHN으로 가장 낮은 경도 값을 보였다(p<0.05)

동안 침적 시킨 후 광택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 PL이

(Figure 3). 증류수에 7일간 침적한 결과, 실험군 PL이

(88.24±2.05)로 가장 높은 광택도를 보였고, 실험군 LC가

(14.47±0.94) VHN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p<0.05), 다음으

(85.96±2.8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험군 PL과

로는 실험군 HS가 (4.31±0.70) VHN, TP는 (1.30±0.09)

LC의 광택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05). 그 다음

VHN 순으로 나타났다(p<0.05).

으로는 실험군 TP가 (8.73±0.62), HS는 (5.89±0.41)로

증류수에 침적 전과 후의 경도 값을 비교했을 때 실험군

실험군 TP와 HS의 광택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L과 HS 경도 값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p>0.05).

(p<0.05). 반면 실험군 TP는 증류수 침적 전과 후의 경도

위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군 간의 광택도는 침적 전 실험군

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LC>PL>TP>HS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의 광택도를 보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비커스경도는 침적 전과 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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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Vickers hardness, (B) Shore hardness of experimental groups before and after immersion in distilled water for 7 days.
Different uppercas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s at the same time (p<0.05).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immersion time with the same experimental material
(p<0.05).

Figure 4. (A) Compressive strength, (B) flexural strength of experimental groups. Different uppercas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s (p<0.05).

4. 강도 평가

실험군 PL>HS>TP 순서로 유의한 차이로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p<0.05).

실험군 PL과 HS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 실험군 PL은

또한 실험군 LC의 쇼어경도를 측정한 결과, 증류수 침적

(20.96±2.61) MPa, 실험군 HS는 (16.54±1.49) MPa로 실

전에는 (50.80±1.72) HSD의 값을 보였고, 증류수에 7일간

험군 PL이 HS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압축강도를 보였다

침적 시킨 후에는 (46.80±1.79) HSD로 침적 전과 비교하여

(p<0.05) (Figure 4). 또한 실험군 TP와 LC의 굴곡강도 측정

침적 후의 경도 값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결과, 실험군 TP는 (4.01±0.86) MPa, 실험군 LC는 (1.66±

(p<0.05).

0.22) MPa로 실험군 TP가 LC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굴곡강도를 나타내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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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 흡수도 및 용해도 평가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실험군 간 물 흡수율은
PL과 LC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p>0.05),

물 흡수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 HS가 (0.22±0.01)

나머지 실험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µg/mm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실험군
LC가 (0.05±0.00) µg/mm3, 실험군 PL이 (0.02±0.01)
3

6. 표면미세구조 관찰 분석

3

µg/mm , 그리고 실험군 TP가 (0.01±0.00) µg/mm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실험군 간 물 흡수율은 유의한 차이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미세구조를 관찰한 결

보였다(p<0.05) (Figure 5).

과, 실험군 HS를 제외하고 증류수에 7일 침지 전과 후에

물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 TP가 (0.00±0.00)

비슷한 표면 양상이 나타났다(Figure 6). 실험군 HS를 증류

3

µg/mm 로 가장 낮은 물 흡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수에 침지 하기 전에는 바늘 모양의 석고 결정 양상이 관찰된

3

실험군 PL이 (0.02±0.01) µg/mm , 실험군 LC가 (0.02±
3

반면, 증류수에 침지 되어 경화 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이러한

3

0.00) µg/mm 로 낮았다. 실험군 HS는 (0.16±0.02) µg/mm

양상이 소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5. Water sorption and solubility of experimental groups. (A) Water sorption. (B) Water solubility. The same uppercase letter
indicates no difference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s (p>0.05).

Figure 6.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temporary filling materials with magnifications of 1,000× on the bottom, and 5,000×
on the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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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색안

고찰

정성(ΔE* )을 평가한 결과, 실험군 LC가 3일차와 7일차 모두
치과용 수복재는 하나 또는 다수의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

에서 가장 우수한 색안정성을 보였고 실험군 TP와 PL의

사용하는 충전재 또는 보철물을 의미한다. 충전을 위한 수복

순서로 나타났다. 실험군 HS는 색안정성이 가장 낮게 관찰

재로는 영구수복재와 임시수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금속,

되었다. Suehara M 등의 연구에 따르면, 수경성 재료는

고분자, 세라믹과 같은 재료를 기반으로 인레이 또는 온레이

다른 타입들의 재료에 비해 염료 침투율이 높았으며, 이는

등 부분적인 치관 수복을 위한 재료가 영구수복재이며(12),

본 연구에서 수경성 재료가 착색이 가장 많이 되었다는

영구수복재 장착 전까지 최종 보철물의 적합도를 위한 형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7). 따라서 ‘임시수복재 타입에

유지 및 인접치와 대합치의 이동 방지 등 기능적 회복을

따라 색 안정성(ΔE*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임시수복재이다. 또한, 이는 근관치료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가

시 외부 물질 및 세균 침투를 방지 또는 약제의 가봉 등을

심미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경우 또는 전치부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8).

임시수복재로 충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험군 LC 타입의
재료를 추천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영구수복재가 유통되고 있고, 이들의
물리·화학적, 기계적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된

광택은 표면의 기하학적인 특성에 따라 빛의 반사를 나타

반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는 임상에서 자주

내는 광학적 현상으로(18), 심미적 특성의 기준으로 사용될

사용되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수 있다(19). 광택도는 표면 특성, 조명 유형 등 다양한

뒷받침되지 못하여 임상가와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입의 임시수복재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객관적으로 광택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광택계를 사용하여

(6).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재료의 특성 및 사용

입사각 60。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실험군 LC와 PL은 증류

목적에 부합되는 최적의 임시수복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수에 침적 전과 후에 모두 높은 광택도를 나타낸 반면, 실험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군 TP와 HS는 낮은 광택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실험군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심미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HS를 제외하고 모든 실험군은 증류수에 침적 후 광택도가

따라 임시수복재의 색안정성은 전치 부위에 사용될 경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임시수복재 타입에 따라

더욱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13). 임시수복재의 색안정성

광택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은

평가 시,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외인성 착색 용액으로 커피믹

일부만 기각되었다. 표면의 광택도는 미세구조와 연관될

스, 아메리카노, 콜라 등을 선정하였고(14), 이 가운데 커피

수 있다(19).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표면 관찰 결과, 실험군

종류가 색 변화를 가장 많이 일으킨다는 결과를 참고하여

LC와 PL은 매끄러운 표면 양상을 나타낸 반면, 실험군 TP와

(15), 본 연구에서는 색안정성 평가의 착색 용액으로 커피를

HS는 그렇지 않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광택계가 빛을 조사

선정하였다. 또한 착색 용액에 1일, 7일, 그리고 30일 침지

하여 표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사되는 양을 계산되는

후 착색 정도를 평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7일 침적 후부터

원리이므로, 이러한 표면 양상이 광택도에 영향을 미쳤을

색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므로(16), 임시수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임시수복재 선택 시 광택도를 중요

복재가 영구수복재 적용 전까지의 단기간 동안 구강 내

시할 경우에는 실험군 LC와 PL 타입의 재료를 사용하는

적용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침적 3일 후와

것이 추천된다.
임시수복재의 경도가 낮으면 구강 내에서 교합 시 마모가

7일을 기준으로 색안정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실험 시편을 착색 용액에 침적 시켜 외인성 착색의 조건을

발생될 수 있고, 이로써 교합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여한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3일차와 7일차에 색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21). 탄성율이 높지 않은

측정한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명도(L* ) 가 유의한 차이로

실험군 HS, PL, TP는 비커스경도시험기로, 탄성중합체인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고, 채도(a*, b*)는 각 녹색과 청색으

실험군 LC는 쇼어 D 경도시험기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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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비커스경도는 실험군 PL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낮은 색안정성과 광택도를 보인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증류수에 침적 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료된다. 따라서 ‘임시수복재 타입에 따라 물 흡수도와

양상은 실험군 HS도 나타난 반면, 실험군 TP는 증류수 침적

용해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은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증류수에

기각되었다.

침지하기 전과 후의 각 시점에서 임시수복재에 따른 경도

주변의 수분에 따른 임시수복재의 표면미세구조 변화

값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임시수복재

양상을 관찰하고자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

타입에 따라 경도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행하였다. 대부분의 실험군에서 증류수에 침지 전과 후에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실험군 LC의 쇼어경도는 증류수에

비슷한 표면 양상이 나타난 반면, 실험군 HS는 막대 모양

침적 전과 후 비교 시 유의한 차이로 경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결정 양상이 증류수에 침지 후 소실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였으나 용액 침지에 따른 경도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수분과 접촉 시 표면미세구조가 변화되는 양상은 실험군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교합력을 받는 구치부에는 실험

HS의 가장 낮은 색안정성 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군 PL 타입의 임시수복재를 이용하는 것이 추천되며, 침지

있다. 또한 실험군 HS의 주요 성분인 산화아연과 석고의

용액에 따른 경도 감소율이 가장 낮은 실험군 LC도 고려될

전형적인 막대 모양의 양상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으나(25, 26), 수분과 접촉하여 경화된 후 변화된 표면미세구

기계적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임시수복재의 취성을 고려

조는 추후 에너지 분산 X선 분광 분석 등을 통해 원소 확인을

할 수 있고, 교합에 저항하는 압력을 예상할 수 있다(22).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재료가 파절될

본 연구는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다양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 균열로 인한 우식 발생과

임시수복재 중 심미성, 기계적 특성, 그리고 물리적 특성

추후 영구 수복물의 수복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3).

요소 중 구강 상황에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이에 본 실험에서는 만능 시험기를 이용하여 압축강도와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 상승에

굴곡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군 TP가 LC보다 더 높은 굴곡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강도를 보였고, 실험군 PL이 HS보다 더 높은 압축강도를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임시수복재의 공급 형태에 따라 대표

나타냈다. 따라서 ‘임시수복재 타입에 따라 강도에는 유의한

적인 상품을 한 가지로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한 것과 색안정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성 평가에 표준화된 착색 용액이 아닌 커피를 사용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파절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야 하는 구치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출된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해

에는 실험군 TP와 PL 타입의 임시수복재가 추천되며, 비교적

임시수복재 특성에 대한 일반화를 내리는 것에는 한계점이

강도의 중요성이 적은 전치부에는 실험군 LC와 HS 타입의

있으므로, 추후 임시수복재 타입별, 착색 용액별 대표적인

임시수복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의 개수를 늘려 객관성을 보완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타액 등의 수분 접촉이 될 수 밖에 없는 구강 내 환경에서

것으로 판단된다.

온전한 내구성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물 흡수도 및
용해도의 물리적 성질의 우수성이 요구된다(24). 또한 물

결론

흡수 및 용해도는 색안정성과 강도 등의 다른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본 연구의 실험 결과, 실험군
HS가 가장 높은 물 흡수도와 용해도를 보였고, 실험군 TP가

본 연구는 임시수복재의 공급 형태에 따라 수경성 타입,

가장 낮은 물 흡수도 및 용해도를 나타내었다. 타액 등의

혼합형 타입, 열가소성 타입 그리고 광중합형 타입의 대표적

수분과 반응하여 경화하는 원리를 이용한 수경성 타입인

인 상품을 이용하여 색안정성, 광택도, 기계적 강도, 물리적

실험군 HS는 주변의 수분을 가장 많이 흡수하였고, 가장

성질 그리고 표면미세구조 변화 관찰 실험을 진행하여 다음

많은 양의 용해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실험군 HS가 가장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07

1. 임시수복재 타입에 따른 색안정성(ΔE* )은 커피에 3일과

참고문헌

7일 침적 후 모두 실험군 HS<PL<TP<LC 순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1. Cho NY, Lee IB. Polymerization shrinkage, hygros-

2. 임시수복재 타입에 따른 광택도는 증류수에 침적 전

copic expansion and microleakage of resin-based

실험군 LC>PL>TP>HS 순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emporary filling materials. Restor Dent Endod. 2008;

(p<0.05). 침적 7일 후에는 실험군 LC와 PL, TP와 HS

33(2):115-24.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2. Hwang SH, Yu JS, Kim SJ. An experimental study

3. 임시수복재 타입에 따른 비커스경도는 증류수에 침적

on microleakage in light-activated temporary filling

전과 7일 후 실험군 PL>HS>TP 순서로 유의한 차이가

materials. J Den Hyg Sci. 2011;11(4):333-7.

있었다(p<0.05). 실험군 LC의 쇼어경도를 측정한 결과,

3. Kim SY, Ahn JS, Yi YA, Lee Y, Hwang JY, Seo DG.

침적 전과 침적 후를 비교 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Quatitative microleakage analysis of endodontic

(p<0.05).

temporary filling materials using a glucose penetration

4. 임시수복재 타입에 따른 압축강도는 실험군 PL>HS 순서

model. Acta Odontol Scand. 2015;73(2):137-43.

로, 굴곡강도는 실험군 TP>LC 순서로 유의한 차이가

4. Mazaro JVQ, Minani LM, Zavanelli AC, Mello CC,

있었다(p<0.05).

Lemos CAA. Evaluation of color stability of different

5. 임시수복재 타입에 따른 물 흡수도 및 용해도는 실험군

temporary restorative materials. Rev Odontol UNESP.

HS>LC>PL>TP 순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2015;44(5):262-7.

6. 임시수복재 타입에 따른 표면미세구조 변화는 증류수에

5. Han GS, Shim YS, Choi YR, Jang SO. Viscosity,

침적 전과 7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 HS를 제외하

micro-leakage, water solubility and absorption in a

고는 눈에 띄는 변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resin-based temporary filling material. Ind J Sci
Technol. 2015;8(25):1-5.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임상의가 환자의 상황

6. Shiiya T, Tomiyama K, Iizuka J, Hasegawa H,

에 맞는 임시수복재 선택 시, 심미성, 기계적 강도, 물리적

Kuramochi E, Fujino F, et al. Effects of resin-based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자 개개인의 구강 상황에 맞는 적합한

temporay filling materials against dentin deminerali-

타입의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zation. Dent Mater J. 2016;35(1):70-5.

이로써 더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7. Peralta SL, Leles SB, Dutra AL, Guimarães VBDS, Piva

기대된다.

E, Lund RG. Evaluation of physical-mechanical
properties, antibacterial effect, and cytotoxicity of
temporary restorative materials. J Appl Oral Sci. 2018;

사사

26:e20170562.
8. Lee EJ, Kang JK, Kim KN.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light-cured resin temporary restoratvie

이 논문은 2022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materials. Kor J Dent Mater. 2012;39(3):225-34.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9. Santos GL, Beltrame APCA, Triches TC, Filho MX,

(NRF-2020R1I1A1A01051962).

Bastista D, Bolan M. Analysis of microleakage of
temporary restorative materials in primary teeth. J
Indian Soc Pedod Prev Dent. 2014;32(2):130-4.
10. Babu NSV, Bhanushali PV, Bhanushali NV, Patel P.

108

Comparative analysis of microleakage of temporary

incorporating 45S5 bioactive glass into 30% hydrogen

filling materials used for multivisit endodontic

peroxide solution on whitening efficacy and enamel

treatment sessions in primary teeth: an in vitro study.

surface properties. Clin Oral Invest. 2022;26(8):5301-

Eur Arch Paediatr Dent. 2019;20(6):565-70.

12.

11. Park JW, Bae SS. Color stability of self-cured temporary

20. Lai G, Wang J, Kunzelmann KH. Surface properties

crown resin according to different surface treatments.

and color stability of dental flowable composites

J Dent Hyg Sci. 2016;16(2):150-6.

influenced by simulated toothbrushing. Dent Mater

12. Powers JM, Sakaguchi RL. Craig’s restorative dental

J. 2018;37(5):717-24.

materials. 12th ed. Louis: Elsevier; 2006.

21. Munshi N, Rosenblum M, Jiang S, Flinton R. In vitro

13. Choi Y, Jang SJ, Park SJ. Effect of powder-liquid ratios

wear resistance of nano-hybrid composite denture

and powder colors on color stability of 4-META/

teeth. J Prosthodont. 2017;26(3):224-9.

MMA-TBB resin after immersion in coffee. Kor J Dent

22. Kim DY, Park JY, Kang HW, Kim JH, Kim WC. Flexural

Mater. 2018;45(3):187-98.

strength of composite resin fabricated by various

14. Yang SY, Kwon JY, No JS, Park SY, Park HE, Baek

polymerization method. J Tech Dent. 2018;40(2):57-

EJ, et al. Comparison of color stability, mechanical

62.

and chem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emporary

23. Adnankhan M, Fayyaz S, Roghani K, Khan G, Ahmed

crown resin type. Kor J Dent Mater. 2019;46(1):11-20.

J, Tariq A. Comparison of flexural and compressive

15. Papathanasiou I, Papavasiliou G, Kamposira P, Zoidis

strength of nano-hybrid versus conventional hybrid

P. Effect of staining solutions on color stability, gloss

composites. Ann Romanian Soc Cell Biol. 2020;24(1):

and surface roughness of removable partial dental

1464-8.

prosthetic polymers. J Prosthodont. 2022;31(1):65-71.

24. Jun SK, Kim DA. Effect of physical properties and

16. Yannikakis SA, Zissis AJ, Polyzois GL, Caroni C. Color

bacteria adherence inhibition of pit and fissure sealant

stability of provisional resin restorative materials. J

containing bioactive glass nano particles (BGn). Jour

Prosthet Dent. 1998;80(5):533-9.

of KoCon a. 2018;18(3):542-9.

17. Suehara M, Suzuki S, Nakagawa K. Evaluation of wear

25. Orou SFC, Hang KJ, Thien MT, Lee YY, Foh LC, Diem

and subsequent dye penetration of endodontic

NDN, et al. Antibacterial activity by ZnO nanorods

temporary restorative materials. Dent Mater J. 2006;25

and ZnO nanodisks: a model used to illustrate

(2):199-204.

“nanotoxicity threshold”. J Ind Eng Chem. 2018;62

18. Costa JB, Ferracane JL, Amaya-Pajares S, Pfefferkorn

(25):333-40.

F. Visually acceptable gloss threshold for resin

26. EL-Maghraby HF, Gedeon O, Rohanova D, Greish YE.

compostie and polishing systems. J Am Dent Assoc.

Compressive strength and preliminary in vitro evalua-

2021;152(5):385-92.

tion of gypsum and gypsum–polymer composites in

19. Yang SY, Han AR, Kim KM, Kwon JS. Effects of

protein-free SBF at 37 ℃. Ceram Int. 2010;36(5):1561-9.

109

Original Article

치과용 임시수복재 타입에 따른 색안정성, 광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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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용 임시수복재 타입에 따른 색안정성, 광택도,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시중에 판매되는 네 가지 타입의 임시수복재를 시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특성 비교를 위하여 실험군은 hydraulic-setting
타입(HS), powder-liquid 타입(PL), thermoplastic 타입(TP), 그리고 light-cured 타입(LC)으로 설정하였다. 색안정성은
커피에 3일, 7일 침적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색의 명도와 채도값을 바탕으로 색 변화량을 산출하였다. 광택도는
광택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비커스경도, 쇼어경도, 압축강도, 굴곡강도, 물 흡수도 및 용해도, 표면구조 관찰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군에서 커피에 침적 후 유의한 색 변화를 나타내었다(p<0.05). 색안정성은 실험군 HS<PL<TP<LC
순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광택도는 실험군 LC와 PL, TP와 HS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비커스경도는 실험군PL>HS>TP 순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압축강도는 실험군 PL>HS 순서로, 굴곡강도는
실험군 TP>LC 순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물 흡수도 및 용해도는 실험군 HS>LC>PL>TP 순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표면미세구조 변화는 증류수 침적 전과 후 실험군 HS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변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임상의에게 환자의 심미적 욕구 및 기능적·물리적 개선 목표에 따라 개별의 다양한 구강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임시수복재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더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색인단어 : 임시수복재, 색안정성, 광택도, 기계적 강도, 물 흡수도 및 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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