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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및 비자 신청 시 승인이
제한 될 수 있는 복지 혜택 목록

오늘은 복지 혜택 수혜에 따른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어떤 복지 혜택이 영주권 

이나 비자 신청 시 제한 승인 제한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단, 이 제한은 시민권 신청 시나 영주권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제한으로 작용

할 수 있는 복지 혜택 목록

1) 연방, 주, 지역 정부로부터 보조 받은 

현금 지원 성격의 복지 혜택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TANF)

- 소득 유지를 위해서 연방, 주, 지역정부

가 현금으로 보조해준 복지혜택(General 

Assistance)

2) SNAP - 푸드스탬프

3) 메디케이드(예외 조항이 있음).

4) 섹션 8 주택 보조

5) 섹션 8 렌트비 보조

6)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정부 보조

로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 메디칼(Me-

di-Cal)로 알려져 있습니다.

7) 캘리포니아주 이민자 현금 보조 프로

그램(CAPI)

2.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영향을 받지 

않는 복지 혜택 목록

1) 소시얼 시큐리티(Social Security)

2) 정부에서 지금하는 연금(Government 

Pension Benefit)

3) 실업 급여

4) 종업원 상해 관련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5) 연방/주 상해보험 

6)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

gram(CACFP)

7) 재난 비상 시에 받은 단기 현금 보조금

8) 공립학교 출석

9)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혜택

10) 여성, 어린이, 영아를 위한 영양 보조 

프로그램(WIC)

11)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연방/주

정부- CHIP/SCHIP)

12) 오바마 케어를 통한 보험 프로그램

13) 텍스크래딧

14)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15) 학자금/주택 융자 프로그램

16) 홈리스 보조법 하의 주택 주거지 보

조

17) 메디케어(노인/특정 장애인들을 위

한 연방 보험 프로그램)

18) 메디케이드 예외조항 - 다음의 경우

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어도 영주권 

비자 신청 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급박한 비상 상황에서 받은 메디케이

드 혜택

- 장애자 교육법에 의거하여 받은 메디

케이드 혜택

- 21세 미만일 때 받은 메디케이드 혜택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0일 이내에 

받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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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브릿지 vs 임플란트

치아가 상실되는 원인은 많습니

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심각한 치주 

질환이나 충치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때 치아를 수복하지 않으

면 일상생활에 여러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저작 능력도 떨어지고 주변

부의 기능이 저하되어 장시간 방치

할 시 배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나 웃을 때에도 마음

껏 입을 벌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브릿지 vs  임플

란트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

떤 치료가 적합한 지 차이점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브릿지는 주로 앞쪽에 위치한 이

가 상실 되었을 때 수복하는 방법

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플란트 치

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치근을 심어야 하는 부위의 뼈

가 튼튼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시술

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없는 자리의 잇몸에는 염증

이 발생해 뼈가 소실 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심을 수 없

기 때문에 대안적인 차원에서의 보

철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리 역할을 하는 보철물을 얹는 치

료입니다. 상실된 부분의 인접 치아

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장착합니다. 주변부 치아 

색상과 어울리는 재료를 선택해 최

대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복

원 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임플란트에 비해 치료 기간이 짧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인접한 치아를 깎아야 하

고, 관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철물도 5-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브릿지와 틀니가 보편적

이었지만 최근에는 관리도 편안하

고 실제 내 치아처럼 자연스럽게 사

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

이 높습니다. 

빠진 부위의 턱 뼈에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치아를 심는 방법으

로 주변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뼈 자체

에 식립하기 때문에 단단히 고정되

어 접착력도 강하고 회복력도 우수

합니다. 오랜 시간 반영구적으로 내 

치아처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기

적인 스케일링과 검진을 통한 관리

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는 통합적인 

검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앞니에서 한 개 

정도가 부분으로 없을 때는 비용적

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브릿지를 이

용할 수 있습니다. 빠진 치아 양 옆

에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적합

합니다. 

그러나 저작 기능이 강해야 하는 

어금니 부위나 빠진 부위가 여러 개

라면 가장 먼저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비용 부담

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vs 임플란트, 두 가지 치료

의 장단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불

편한 부분은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 

의료진을 찾아 충분한 상담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