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CDBS)은 0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본적인 치과 서비스 비용의 일부나 전체를 부담해 줍니다.

자격 요건
귀하는 아이의 CDBS 이용자격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용자격은 매년 초 (역년 기준)에 평가되며 일년 동안 유효합니다.
아이가 다음 요건을 만족하면 이용자격이 있습니다.
•

당해 연도에 단 하루라도 0-17세인 경우

•

Medicare 대상자인 경우, 그리고

•

일년에 한 번이라도 본 기관으로부터 적격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혹은 부모님이 일년에
한 번이라도 본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의 유형
지원금 수령인
부모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수령하는 지원금
• Family Tax Benefit Part A
•

어린이 또는 청소년

•
•
•
•
•
•
•
•

Parenting Payment 또는 Double
Orphan Pension
ABSTUDY
Family Tax Benefit Part A
Carer Payment
Disability Support Pension
Parenting Payment
Special Benefit
Youth Allowance
아래 제도 하에서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재향군인부)의
교육 지원금:
o Veterans' Children Education
Scheme (16-17세의 경우)
o Military Rehabilitation 그리고
Compensation Act Education
그리고 Training Scheme (1617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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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반려자

•
•

Family Tax Benefit Part A, 또는
Parenting Payment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하에서 이용 가능한 혜택
이용자격이 있는 아이는 일인당 2년 연속 최대 $1026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2년
기한은 아이가 적격한 치과 서비스를 처음 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가 첫 해에 $1026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액수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단, 다음
해에도 아이의 이용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속으로 2년 (역년 기준) 이내에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액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 간의 혜택 기간이 새로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이용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남은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혜택은 검사, 엑스레이, 구강 클리닝, 치아 홈 메우기, 필링, 근간 치료 및 발치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혜택은 치아 교정이나 미용 목적의 치과 치료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CDBS는 Medicare Safety Net 혹은 Extended Medicare Safety Net의 한계 기준에
합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이용 절차
my.gov.au에서 Medicare 온라인 계정을 통해, 혹은 Medicare 문의 전화 (132 011번)를
통해 아이의 이용자격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립이나 공립 치과 의원과 진료 예약을 하고, CDBS 이용자격이 있음을 해당 진료소에
알려주십시오. 예약 진료 시에, 치과 의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아이의 치료 및 관련
비용을 귀하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상의 후에 귀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치과 의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는, 진료비를 벌크빌 (정부 부담)로 청구하거나
귀하에게 직접 청구할 것입니다.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하에서 혜택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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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가 벌크빌을 채택한 경우, 귀하는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 의사가 벌크빌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그 비용을 지급한 후에 본 기관에 혜택을
청구해야 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치과 의사가 전자 청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치과 진료서에서 전자 청구서 제출

•

Express Plus Medicare 모바일 앱 이용

•

myGov를 통해 Medicare 온라인 계정 이용

•

Medicare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청구서에 있는 주소로 우편 발송

•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

동일한 치과 서비스에 대해 CDBS 혜택과 민간보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을 위한 나의 정보 확인 및
업데이트
이용자격은 Centrelink 및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보유한 정보에 기반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이 변하면 아래 방법으로 저희에게 가족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셔야 합니다:
•

my.gov.au에서 Centrelink 온라인 계정 이용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 전화 133 254번으로 연락.

myGov의 Medicare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 Medicare를 위한 귀하의 은행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상세 정보를 위한 영어 정보 웹사이트 servicesaustralia.gov.au/childdental

•

한국어 문서, 음성 혹은 영상 정보: 웹사이트 servicesaustralia.gov.au/yourlanguage

•

영어로 된 서류 양식 목록 servicesaustralia.gov.au/forms

•

전화 131 202번을 통해 한국어로 Centrelink 지원금 및 서비스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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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National) (전국 통번역서비스)에 131
450번으로 연락하시면 Medicare 및 Child Support 지원금 및 서비스에 대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선전화로 호주 내에서 ‘13’번으로 전화를 걸때는 고정요금이 부과됩니다.
고정요금은 시내 전화 요금에 따라 그리고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를 이용할 경우 ‘1800’번에 거는 통화는 무료입니다. 공중전화 및
휴대폰을 이용하면 누적 시간에 따라 더 높은 통화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출판물에 포함된 정보는 지원금 및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로만 의도되었습니다.
자신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작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 개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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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The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CDBS) covers part or the full cost of some basic
dental services for children and teenagers aged 0 to 17.

Eligibility
You will get a letter to confirm if your child is eligible for the CDBS.
Eligibility is assessed at the start of each calendar year and is valid for the whole year.
A child is eligible if:
• they are aged 0–17 years for at least 1 day of the calendar year
• eligible for Medicare, and
• getting an eligible payment from us at least once a year, or have a parent getting a
payment from us at least once a year.
Types of payments
Payment recipient
Child's parent, carer, or guardian

Child or teenager

Teenager's partner

Receives
• Family Tax Benefit Part A
• Parenting Payment or Double
Orphan Pension
• ABSTUDY
• Family Tax Benefit Part A
• Carer Payment
• Disability Support Pension
• Parenting Payment
• Special Benefit
• Youth Allowance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education allowances under the:
o Veterans' Children Education
Scheme (if aged 16-17)
o 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Education
and Training Scheme (if aged
16-17)
• Family Tax Benefit Part A, or
• Parenting Payment

Benefits available under the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You can claim up to $1026 over 2 consecutive calendar years for each eligible child. The
2-year cap period starts when a child first gets an eligible dental service.
If a child does not use all of their $1026 in the first year, they can use the remaining
amount in the second year if they are still eligible. If you do not use the full amount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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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 calendar years, you can not use the remaining funds. You will have to wait for a new
2 year cover period to start.
You also will not be able to use any remaining funds once your child is no longer eligible.
Benefits cover a range of services including examinations, X-rays, cleaning, fissure
sealing, fillings, root canals and extractions.
Benefits are not available for orthodontic or cosmetic dental work and can not be paid for
any services provided in a hospital.
CDBS services won’t count towards the Medicare Safety Net or the Extended Medicare
Safety Net thresholds.

Process for using the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You can confirm your child’s eligibility and balance amount using your Medicare online
account at my.gov.au or calling the Medicare general enquiries line on 132 011.
Make an appointment with a private or public dental provider and let them know you’re
eligible for the CDBS. At the time of the appointment, the dentist must discuss your child’s
treatment and any related costs with you before providing the services. After this you need
to sign a consent form.
When the dentist has provided the services, they will bulk bill you or charge you for the
services.

Claiming benefits under the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If your dentist bulk bills, you don’t need to submit a claim.
If your dentist doesn’t bulk bill, you need to pay the account and claim your benefit from
us.
You can submit a claim:
• electronically at the dental surgery, if your dentist offers electronic claiming
• using the Express Plus Medicare mobile app
• using your Medicare online account through myGov
• by downloading the Medicare claim form and posting it to the address on the form
• in person at a service centre.
You can not claim a benefit under the CDBS and from a private health insurer for the same
dental service.

Check or update your details for the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Eligibility is based on details held by Centrelink and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If your circumstances change, you need to update your family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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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rough your Centrelink online account at my.gov.au
by calling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on 133 254.

You can update your bank account details with Medicare using your Medicare online
account through myGov.

For more information
•

•
•
•
•

go to servicesaustralia.gov.au/childdental for more information in English
go to servicesaustralia.gov.au/yourlanguage where you can read, listen to or watch
information in your language
go to servicesaustralia.gov.au/forms for a list of our forms in English
call 131 202 to speak with us in your language about Centrelink payments and services
call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National) on 131 450 to speak with us
in your language about Medicare and Child Support payments and services

Note: calls from your home phone to ‘13’ numbers from anywhere in Australia are charged
at a fixed rate. That rate may vary from the price of a local call and may also vary between
telephone service providers. Calls to ‘1800’ numbers from your home phone are free. Calls
from public and mobile phones may be timed and charged at a higher rate.

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only as a guide to payments and
service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decide if you wish to apply for a payment and to make an
application, with regard to you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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