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 확인서(PFL-FR)
클레임 청구자를 위한 안내

DC 유급 가족휴가 담당실에 가족휴가 혜택을 제출하려면 이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가족휴가 혜택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케어나 동반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의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입증 서류는 출생 증명서, 법원
문서, 또는 가족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타 문서일 수 있습니다. 이같은 문서를 가지고 계신 경우, 이 양식 대신
해당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적인 문서는 케어나 동반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의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특정
문서가 없는 클레임 청구자가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DC의 유급 가족휴가 법에 따라, 귀하가 케어하거나 동반할
개인은 이 양식의 2페이지에 있는 범주의 하나에 속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해당 개인의 귀하와의 가족 관계에 해당되는
코드를 찾아 아래에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하의 입양 자녀에게 케어를 제공하려 한다면, 코드 A-2를 입력하십시오.
의붓부모를 케어하려 한다면, 코드 B-4를 입력합니다.
A. 클레임 청구자에 관한 정보
성

이름

가운데 이름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번호(ITIN)

B. 클레임 청구자가 케어하는 가족에 관한 정보
이름
성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번호(ITIN)

생년월일 (월월/일일/년년년년)

/

/

가운데 이름
성별 (남자/여자/스스로 기술)

귀하와 이 사람과의 관계 (관계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관계 코드는 본 양식의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본인은 본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고 완전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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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코드

아동
A-1: 친자녀
A-2: 입양 자녀
A-3: 수양 자녀
A-4: 의붓자녀
A-5: 동거 파트너의 자녀
A-6: 부모와 같은 책임을 맡고 있는(in loco
parentis) 아동
A-7: 법적 피보호자

부모
B-1: 친부모
B-2: 입양 부모
B-3: 수양 부모
B-4: 의붓부모
B-5: 배우자의 부모
B-6: 현재의 법적 후견인
B-7: 귀하를 자녀로서 부모와 같은 책임을 맡고
있는(in loco parentis) 사람

조부모

다음 사람의 친부모:

Ca-1: 친부모
Ca-2: 입양 부모
Ca-3: 수양 부모
Ca-4: 의붓부모

다음 사람의 입양 부모:

조부모 (계속)

다음 사람의 수양 부모:

Cc-1: 친부모
Cc-2: 입양 부모
Cc-3: 수양 부모
Cc-4: 의붓부모

다음 사람의 의붓부모:

Cd-1: 친부모
Cd-2: 입양 부모
Cd-3: 수양 부모
Cd-4: 의붓부모

배우자
D-1: 결혼에 의한
D-2: 동거에 따른

형제자매
E-1: 친 형제자매
E-2: 입양 형제자매
E-3: 수양 형제자매
E-4: 의붓 형제자매
E-5: 이복 형제자매
E-6: 형제자매의 배우자
E-7: 배우자의 형제자매
E-8: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Cb-1: 친부모
Cb-2: 입양 부모
Cb-3: 수양 부모
Cb-4: 의붓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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