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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학년 학부모 연례 통지문 

Medicaid 청구 동의 관련  

 

Anchorage School District (ASD, 앵커리지 학군) 는 Alaska Medicaid School-Based Services (SBS Medicaid, 

알래스카 Medicaid 학교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Individual Education 

Program (IEP, 의료 관련 개별 교육 프로그램) 및/또는 Individual Family Service Plan (IFSP,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 서비스에 대한 부분 환급을 제공함으로써 알래스카 학군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IEP 또는 

IFSP 필수 서비스는 Medicaid 자격 상태에 관계없이 ASD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2013년,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IDEA, 장애인 교육 개선법) 가 최초로 

학생의 공공 혜택이나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학군이 알래스카 Medicaid와 같은 외부 당사자에게 

학생의 교육 기록 정보를 공개하는 데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일회성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동의를 얻기 전과 그 이후 매년 학군들은 또한 (IDEA) 34 CFR 300.154(d) 및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SBS Medicaid 프로그램 규정의 주요 사항입니다. 

• 동의는 자발적 의사입니다. 부모가 Medicaid 청구 동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전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해서 무료로 IEP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학부모에게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동의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Medicaid 청구 동의와 관련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보내는 연례 서면 통지문은  

o 학부모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o 학부모의 요청이 있고 주 또는 공립 교육 기관 정책을 따르는 경우 이메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o ASD가 학생 또는 학부모의 공공 혜택 또는 보험을 최초로 이용하기 전에 회의가 열릴 

경우 IEP 팀 회의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ASD는 학생의 혜택 이용이 다음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혜택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o 제공되는 평생 보장 또는 기타 보험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  

o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고 학생이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가족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o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혜택 또는 보험 중단이 야기되는 경우 

o 건강 관련 총 지출에 따라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자격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환급 가능한 서비스에는 작업 치료, 물리 치료, 언어 치료 서비스, 청각 서비스, 심리 서비스, 

간호 서비스 및 행동 건강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본 서신은 2021-2022학년도 연례 통지문입니다. 본 서신을 받으셨다면, IEP 또는 IFSP에 따라 ASD가 

귀 자녀에게 제공되는 자격 대상 서비스에 대한 환급 청구를 알래스카 Medicaid에 제출할 수 있는 

동의서가 기록상 유효한 것입니다. 알래스카 Medicaid에 제출한 청구에는 이러한 서비스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학부모 동의서 사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상기 연락 정보를 

이용하여 ASD Medicaid 사무소에 전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