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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치료 과정과 기간

▶ 1305호에서 이어집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시작된 시기부터 

시행되어 왔던 방법을 살펴보면 일

단 임플란트 식립 후 이 임플란트를 

잇몸 아래에 묻어두어 3~6개월을 

기다립니다. 

이후 간단한 2차 수술을 통해 잇몸

을 절개한 후 임플란트 위에 원통형

의 구조물을 부착하여 주위 연조직

의 치유를 유도하고 수 주 후에 임

플란트 상부 구조물 제작을 시작하

게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 삽입된 임플란

트의 초기 고정이 충분하다고 판단

되면 원통형의 구조물을 동시에 부

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2차 수

술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

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심미성을 요하는 부위

나 특별한 경우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기도 하면서 

1시간 내 치아 완성 (Tooth in an 

hour)이라는 표제 하에 시행되고 

있지만 자세한 검사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검사와 철저한 치

료 계획하에 시행된 시술의 경우 실

패율이 통상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

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 높은 실패율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도 사실 최종 보철물은 충분한 시간

이 경과한 후 주변 조직이 안정되었

다고 판단될 경우 제작하여 삽입됩

니다. 

필자도 즉시 임플란트 크라운 수

복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실패율

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실패

율이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

어 환자들의 동의 하에 시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즉시 수복은 단단히 임

플란트가 고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전에 즉시 수복

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 시술 법은 임

플란트 수술에 충분한 경험이 있어

서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식립 고정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술자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

률이 높더라도 90% 정도는 성공 가

능하다고 하니 즉시 임플란트 수복

을 생각해 보겠다 하면 시술자가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지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고 하겠습

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서 화두로 삼

기도 할 것입니다.“누구는 몇 달 만

에 치료가 다 끝났다”,“누구는 1년

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끝났으니 어

떻게 된 것이냐’,“어느 병원에서는 

얼마 만에 다 끝내겠다고 하는데 여

기는 왜 이렇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

리는냐.”등등 많은 얘기를 듣게 되

는데 사실 치료 기간은 치료 받을 

부위의 상태와 조건, 저작 방법, 건

강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

정되는 것이고 이는 개개인마다 다

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이해했으면 좋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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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

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

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

청하는 것입니다. 정적임금 신청서를 제

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

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정

적임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정적

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

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

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

력 (Ability to Pay) 이 노동 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주어

야 합니다. 그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

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

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

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

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

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

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인

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

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이 간단한 절차

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

지 않으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

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

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

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

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

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

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보다 높습

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

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

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

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

습니다. 

최근 노동청이 적정임금 결정 시에 학사

의 경우도 터무니 없이 높게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

가 요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