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V  

규정 711-3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친족 위탁 정보 양식 

 
2013 년 7 월 1 일 기준으로 “무상 교육 대상자” 정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을 돌볼 능력이 없고 해당 아동이 전적으로 학교 목적 이외에 학군 내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경우 및 그 사람이 (i) 법원이 지정한 보호자 또는 법적 양육권이 있고 ii) § 63.2-

1200에 의거하여 입양을 위한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 해당 아동의 배정을 위해 법적으로 부모의 

권한을 수행; 또는 (iii) § 63.2-100에 정의된 바에 따라 임시 친족 위탁을 제공하는 성인 친척과 살고 있는 

경우. 

친족 위탁 정의: 친척이 아동을 전적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학생을 등록시키는 친척이 작성해야 하는 사항: 

학생 이름: 학생을 등록시키는 친척 이름: 

 
학생과의 관계 (반드시 친척이여야 함): 

요청 학교: 학생을 등록시키는 친척 주소: 

다음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1. 다음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고 학생을 등록시키기 원하는 한쪽 또는 양쪽 부모 및 친척이 서명한 

공증 진술서: 

a. 부모가 학생을 돌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b. 친족 위탁 합의에 대해 상세한 설명 (체류 예상 기간 등). 

c. 친족 위탁 합의가 끝나기 30일 이내에 부모가 학교에 통보할 것임을 확인하는 진술 내용. 

2. 학생과 관련된 교육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인 친척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 

또한 학생 서비스 부처의 직원은 부모 또는 성인 친척이 친족 위탁 합의는 학교 등록이 아닌 해당자에게 

가장 좋은 합법적 목적을 제공한다는 서면 확인을 부모(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 복지부나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 복지부 또는 친족 위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 복지부 두 곳 모두로부터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22.1-264.1에 따라 수업료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동의 거주에 대해 허위 진술을 

고의로 작성한 모든 사람은 4 등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이 내용을 

이해함을 입증합니다. 

학생을 등록시키는 친척 서명: Date: 

To be completed by school staff: 

Kinship Care documents submitted and deemed appropriate? Yes  No  
 

If no, please contact the Student Services Department at 703-791-7258 or 703-791-7265 for further 

consultation. 

Principal/Designee Signature: Date: 

Maintain a copy of this form in the Student Educational Rec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