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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플란트의 수명에 관여하는 요소는?
2. CASS Surgery란?
3. 임플란트를 잘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 임플란트 식립위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5. 임플란트 위치를 잘 잡기 위한 방법은?
6. 5mm, 10mm거리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한 연습을 하시오
7. 임플란트 식립방향의 기준은 무엇인가?
8. 상악구치부 임플란트의 협설 방향은?
9. 하악구치부 임플란트의 협설 방향은?
10.. 상악전치 임플란트 근원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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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악구치 임플란트 근원심 방향은?
12. 하악전치 임플란트 근원심 방향은?
13. 하악구치 임플란트 근원심 방향은?
14. 임플란트 방향를 잘 잡기 위한 방법은?
15.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16. What is the Biologic width?
17.  임플란트가 건강한 뼈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18. Internal Bone level 임플란트의 추천 식립깊이는?
19.  수술중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20.  5mm높이의 힐링 어벗먼트를 연결하고 봉합 했을 때 힐링어벗먼트는 얼마나 
노출되는 것이 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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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얕게 심은 임플란트의 문제점은?
22. 깊게 심은 임플란트의 문제점은?
23. Guess the marginal bone level
24. 힐링어벗먼트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25. 보철물 지대주 치은부 높이 (Abutment gingival height)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26. 임플란트 직경 선택의 기준은?
27. 임플란트가 골내부에 있을 때와 골외부로 노출 되었을 때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8. Dr. Chho가 선호 하는 부위별 임플란트의 직경은?
29. 소구치에도 4.5mm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경우는? 
30. 6.0~7.0mm ultrawide implant 의 적응증은?



Surgical Guideline of Implant 학습목표 및 퀴즈

31. 임플란트 길이의 선택기준은?
32. #36이 결손이고 잔존골 높이는 13mm이상 충분하다면 당신의 임플란트 직경과 길
이의 선택은?

33. 긴 임플란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34.  Crown/ implant ratio는 얼마까지 허용 가능할까요?
35.  (                          ) is more significant  
than Crown/Implant ratio 

36. 현재 한국식약청에서 허가해 주는 임플란트의 최소 길이는?
37. 실재적으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의 최소 길이는?
38. 구치부 임플란트의 개수에 대한 기준은?
39. 전치부 임플란트의 개수에 대한 기준은?
40. 상악 6전치가 결손 되었을 때와 하악 6전치가 결손되었을 때 임플란트 식립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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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악 완전무치악환자에서 가능한 치료 옵션은?
42. 하악완전무치악환자에서 가능한 치료 옵션은?
43. 발치후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요소는?
44. 치아우식으로 소구치 발치 후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45. 치주질환으로 소구치 발치 후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46. 치아우식으로 대구치 발치 후 안전한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47. 치주질환으로 대구치 발치 후 안전한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48. 하악꾸치부에서 발치후 즉시 식립이 추천되지 않는 이유는?
49. 천천히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의 장점은?



What is the etiology of bone re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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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s the marginal bon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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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factor(s) affect  
biologic width?

a. Type of implant system

b. Margin of restoration

c. Depth of implant

d. Gingival thickness

e. Individual variation

1. a, c

2. a, c, d

3. c, d

4. a,  b, c, d

5. e
6. all of the ab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