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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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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과 선택은 정품 
사용ㆍ정밀 진단 여부가 핵심

40대 남성 A 씨는 

작업 중 사고로 앞니 

4개가 부러졌다. 생

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침

착하게 대처를 한 후 

치과를 찾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앞니 2개는 살릴 수 

있었으나 나머지 2

개는 발치 후 임플란

트가 필요했다. A 씨

는 기왕이면 제대로 된 치과에서 임

플란트 치료를 받고 싶었다. A 씨는 

임플란트 치과 선택을 위해 어떤 점

들을 고려해야 할까?

사고나 질환으로 자연치아를 잃었

다면 크게 틀니, 브리지, 임플란트 3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이때 틀니

와 브리지는 치료 기간과 비용 등 부

담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용 중 불편함이 크고 수명이 다소 

짧다. 

또한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

적으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길고 기능성이 뛰어나면서

도 자연스러운 임플란트를 선호하

고 있다.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치과가 늘어

나면서 치료의 접근성이 좋아졌지

만 외과적 시술을 동반하는 치료인 

만큼 신중하게 치과를 선택해야 한

다. 특히 튼튼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

해서는 충분한 양의 잇몸뼈, 잇몸 재

생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모

든 사람이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없으므로 정밀한 진단을 토대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A 씨처럼 앞니를 잃은 경우 사회생

활을 위해서라도 빠른 치료가 필요

하다. 이때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를 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이를 뽑

고 바로 심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술

과 비교했을 때 전체 치료 기간을 수

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잇몸의 변형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를 진행해 보다 자연스러운 결

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폰도 제조사에 따라 신뢰도

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제조사가 중요하다. 어떤 제조사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정품인지 여부도 체크하는 것

이 좋다. 

선택이 어렵다면 정품 보증서를 발

급해주는 곳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더불어 임플란트는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하는 인공치아인 만큼 치

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도와주는 

치과를 선택해야 한다.

■ 치과 칼럼

최근 이민소식

1. 이민국 대면 서비스(In person-service) 

잠정 중단 (3월18일부터 4월1일까지)

지난 18일 미 이민국은 이날부터 대면 

접촉이 수반되는 영주권/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지문 날인 서비스, 인포

패스 서비스를 4월1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취소된 영주권 시민권 인터

뷰, 시민권 선서식, 지문 날인 등에 대해

서 리스케줄(Reschedule) 통지서를 발송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은 새로운 통지서가 오는 것을 기다리시

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 이외에 다른 서류 

업무는 계속된다고 이민국은 발표했습

니다.

 

2. 3월20일부터 급행 서비스 중단(Premi-

um Service Suspended)

3월20일부터 R-1, E-2, H-1B, I-140

등에 한해서 실시하던 급행 서비스를 일

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이민 관련 140 청원서, 

E-2, R-1, H-1B 신청 시에 추가 비용 

1440불을 이민국에 지불하면 심사 결

과를 15일 안에 받아 볼 수 있었던 급

행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되었

습니다. 

이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 발급 증가

잘 알려진 대로 영주권 조건부 해제(I-

751)를 신청하시지 않은 경우 영주권 만

료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가 발부되고 있

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권 거부 이외에도 작년 말

부터는 학생 신분 등으로 신분 변경을 

하다가 거절 되신 경우에도 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가 발부되고 있어 많은 주의

가 요망됩니다.

4. 3월20일 취업비자 사전접수 마감

3월20일에 전자사전 접수가 마감됐습

니다. 3월31일에 추첨 결과 발표가 있습

니다. 

추첨에 뽑히신 고용주들은 4월1일부

터 6월30일까지 90일간 취업비자 신청

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월31일에 추첨 결과가 발표되면 변

호사와 함께 접수 준비를 바로 시작하

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