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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1. 시민권 시험 문제 양식 변경(100문항
→128문항)
11월13일 이민국은 시민권 시험의 일부
로 영어 시험과 함께 시행되어 오던 시민
권 사회/역사 시험 100문제 양식을 120
문제 양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민
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새롭게 변경된 사
회/역사 양식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
리고 12월1일 이전에 시민권을 접수한 분
들은 기존의 시험 양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기존의 시험은 100문제의 사회/역사 시
험 문제 중에 10개를 이민관이 물어보고
6개를 맞추면 합격을 하지만 새 시험 양
식은 128개의 사회/역사 시험 문제에서
이민관이 20개를 물어보고 그 중에 12개
를 맞추어야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고 20년이 경과한 분들은 128개의 질
문 중에 20개을 선정하여 공부하고 이민
관이 그 20개 질문 중에 10개를 물어보
고 그 중에 6개를 맞추면 합격을 하게 됩
니다.

2. 취업 이민 인터뷰가 지난 10월 이후 계
속 잡히고 있고 취업 영주권 승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준비, 리허설을 거치고
인터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십
시오. 그리고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취업
영주권들이 계속 승인되고 있습니다. 심
지어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도 승인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
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탓에 적체가 해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취업

잃어버린 구강 건강
임플란트로 해결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어쩌면 영
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
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11월 영주권 문호 소식
미국무부/이민국이 발표한 Visa Bulletin에 따르면 11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이민청원서(I-130)
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 취업 이민의 경우도 지난
달처럼 문호가 모두 오픈되어 LC 승인
이 되었으면 11월에도 I-140(취업이민
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
습니다.
4. 복지 혜택 수혜 관련 추가 서류 요청
지난 9월 잠시 동안 복지 혜택 관련 양
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서가 복지 혜택 관련 Form
944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그때 Form 944없이 제출되었던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서 Form 944를 추
가적으로 제출하라는 추가 서류 요청서
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참고해 착
오가 없길 바랍니다.
<사진=shu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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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임플란트 식립 순서.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여
잇몸 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픽=shuterstock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음식 섭취,
발음의 어려움 등 생활 속 불편함
을 겪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브릿
지와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브릿지
는 치아가 빠진 부위의 양쪽 치아
를 연결해 씌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치아를 깎아야 한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
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잇몸 뼈에
심은 후, 주위의 뼈와 단단하게 붙
으면 그 위에 치아 머리 형태의 보
철물을 연결합니다. 브릿지와 달리
건전한 치아를 손상하지 않고 수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치아가 상실되면 잇몸 뼈가 점점 녹
아 없어지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
면 잇몸 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플란트는 연결 방식에 따라 나
사 유지형과 시멘트 유지형으로 구
분됩니다. 나사 유지형은 완전한 치
아 형태의 보철물과 임플란트를 나
사로 연결합니다. 대표적인 단점은
심미성입니다. 보철물의 씹는 면에
나사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기 때문

입니다.
시멘트 유지형은 일반적으로 치
아를 씌우기 위해 삭제된 모양의
보철물과 임플란트를 나사로 연결
합니다. 이어 보철물에 맞는 크라
운을 치과용 시멘트로 붙여 치료
합니다. 나사 유지형과 달리 구멍이
보이지 않아 심미적인 장점이 있습
니다. 다만 속에서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면 크라운을 제거해야 하고,
크라운이 벗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현재 대중적인 치료
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양
한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 방향
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
히 시술 후 잇몸병이 발생하면 자
연치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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