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휴가 클레임 양식(PFL-3)
케어가 필요한 사람과의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함으로써 어느 문서를 제출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출생증명서
법원 문서
관계를 보여주는 기타 문서
가족 관계 PFL 확인서(PFL-FR)(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기타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 신청서와 함께 가족휴가 사건을 위한 PFL 의료 확인서 양식(PFL-FMC)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A. 클레임 청구자에 관한 정보
SSN 또는 ITIN의 마지막 4자리수

성

B. 클레임 청구자가 케어하는 가족에 관한 정보
이름
성
생년월일

/

우편주소

/

거리

가운데 이름

성별(남자/여자/스스로 기술)
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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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클레임 청구자의 가족휴가 사건에 관한 정보
해당 가족에게 제공할 케어의 성격 또는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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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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