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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4. 신청 시기

다음의 시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I-485( 주권 신청서)와 함께 601면

제 신청서를 같이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2) I-485( 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

서 케이스가 거절되기 직전에 넣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범죄 사실 (프로디 학교 포

함)에 관한 어려운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또는 거부의향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은 경우에 주권이 

거절 되기 전에 이민국에 notice를 주고 

파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면제 신청이 

주권 신청이 거절되기 전에 승인되면 

주권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야 하는 비용/

시간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I-485 ( 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후에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

법은 승인된 후에 주권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비용상의 손

해가 있습니다.

 

5. 601A 면제와의 차이점

601A면제는 주권 거절 사유가 주

권 신청인이 불법체류인 경우에 나의 불

법체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601면제는 주권 거절 사유가 나의 범

죄 사실에 있는 경우 그 범죄를 주권 신

청 목적으로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601A

는 받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주권 인

터뷰를 거쳐 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돌아와 주권을 받지만 601면제는 한국

과 미국 내에서 주권 신청이 모두 가능

합니다.

 

6. 실제 케이스 사례

저희 사무실에서 지난 3월에 601면제를 

받은 분들의 케이스의 예를 들어 601면

제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1) 사례 1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의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했고 그 청원서를 바탕으

로 어머님 아버님이 미국 내에서 주권 

신청했는데 아버님이 과거에 프로디 관

련 학교에 등록했던 이유로 주권 신청

이 거절되었습니다. 다행이 어머님의 

주권 신청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의 주권 신청서(I-485)가 거절된 이후 

이제 주권자가 된 부인의 극심한 고통

(신체적 질병/정신적 고통)의 이유로 601

면제를 신청했고 면제가 3월 말에 승인이 

되어 4월 중순에 주권 신청서 (I-485)

를 다시 접수하엿습니다.

2) 사례 2

시민권자 부인께서 한국에 계신 남편

의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초청하 습

니다. 그런데 남편 분의 사기 전과가 문제

가 되어 사관 인터뷰에서 주권이 거

절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부인의 극심한 고통(육체적 질

병/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601 면제를 신

청을 했고 면제가 3월에 승인되었습니다. 

601면제 승인이 되면 USCIS가 National 

Visa Center로 통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인터뷰가 서울에서 잡히게 됩니다. 

지난 4월29일에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시

고 지난 5월7일에 주 비자 배달을 받았

습니다.

7. 나가는 말

나의 범죄 사실 즉 프로디 문제와 같은 

이민 사기 또는 심각한 범죄(일반 사기, 폭

력, 절도, 공문서 위조 등) 때문에 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프로디 학교 문제와 601 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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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를 치료하는 7가지 방법 

1. 충치는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 

고통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린 이나 치통을 경험한 적

이 있거나, 차갑거나 달거나 뜨거

운 음식을 먹을 때 괜찮다가 갑자

기 찌르는 듯 날카로운 통증이 생

기거나 씹을 때의 통증, 또는 외관

상 치아에 까맣게 패이거나 구멍이 

난 부분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충

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충치는(특히 어금니쪽에 있

는 경우나 치아 사이에 있는 경우) 

눈에 잘 안보이고, 아픔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충치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밝은 조명 아

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과에 정기적으로 꼭 가야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2. 구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1

년에 2번 이상의 치과 진료가 필요

합니다. 단, 충치가 의심된다면 정

기검진 날짜가 남았더라도 바로 진

료를 받아야 합니다. 

3. 불소 치료는 충치의 초기 단계

에서 이용되는 방식이며, 이는 치아

의 회복을 돕습니다.

불소 치료는 젤 바니쉬, 액체형 치

료제 혹은 치아의 법낭질을 강화하

고 치아를 코팅하는데 이용되는 거

품형 불소가 이용됩니다.

불소 치료는 불소를 치아에 바르

는 방식이나, 치아 위에 틀을 맞춰 

넣는 방식으로 3분 정도면 충분합

니다.

4. 복원 치료로도 알려져 있는 때

우기는 썩은 이가 에나멜 안쪽으

로 진행해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보통 드릴을 이용해 충치를 제거한 

이후 치아 색깔과 비슷한 색의 레

진, 포세린, 은아말감 등을 이용합

니다. 치아의 썩은 정도가 심한다

면 두 번에 걸쳐 때워야 할 수도 있

습니다. 

5. 크라운 치료는 본래의 치아 모

양에 맞게 뜬 보철물을 충치 위에 

씌우는 방식인데, 심하게 썩었을 경

우 이용합니다. 치아와 똑같은 물

질로 만들어 금속 조각에 붙인 것

입니다. 방법은 썩은 부분을 드릴

로 제거하고, 치아의 본을 뜬 것에 

포세린이나 지르코늄 혹은 금 등

의 치아 유사물질을 채워 만든 크

라운을 썩은 이와 교체하는 것입

니다. 

6. 신경 치료는 잇속까지 썩었을 

때에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

니다. 치아의 내부가 썩거나 감염

되고 신경이 죽은 경우입니다. 치

아 위쪽을 통해 잇속의 썩은 부분

을 제거하고, 고무 비슷한 물질과 

봉합용 접착제 사용하여 치료합니

다. 신경 치료를 하는 동안 치아를 

크라운으로 덮어서 치아가 망가지

지 않도록 합니다.

7. 치아 전체가 썩은 경우는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뽑아 공간

이 생겨 보기에도 안 좋고 이 공간 

때문에 입안에 혹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사이를 브리지나 

임플란트를 해 메꿔야 합니다.

■ 치과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