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rth Carolina 상업부 

인력 해결안과 

구직 활동 충당금 요청 
수정 1974 직업 조항 

근로자 (성, 중간 이름, 이름) 사회보장번호 비용센터 번호 신청일 

주소 (번호, 거리, 도시, 주, 우편번호) 탄원서 번호 지불주 증명일 

A. 근로자 구직 활동 충당금 신청

1. 작년 이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자리로부터 완전히 떠난 상태이십니까?       네 ☐   아니요 ☐ 

2. 귀하는 수정 1974 직업조항하에 구직활동 충당금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네 ☐   아니요 ☐  

3. 면접 일정이 잡힌 회사 이름, 주소: 면접 일자: 면접 일자리: 

출발일: 

돌아오는 예정일자: 

마일수: (왕복 여행) 

9. 담당자: 전화: 혹은  증명서한을 첨부하시요 

B. 근로자 증명서

본인은 수정된 1974 직업조항에 따라 본 정보를 이사 충당금을 요청하기 위해 첨부 제공합니다. 본 요청서에 포함된 내용은 제가 아는한 올바르며 완전한 것에 해당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충당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허위 진술은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서명 서명일 

C. 경력 센터 직원 증명

1. ES에 등록되었으며 재고용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2. 개인은 통근 거리내에 적절한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논리적인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근 구역 외에

장기적으로서 적절한 일자리의 확보에 대한 논리적인 예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 

3. 근로자 이사 충당금 신청서가 다음 기간 이전에 제출되었습니다:

a. 증명서 혹은 분리서 일자 이후 365일…….………………………………………………... 
b. 연수 종결 후 182일………………………………………………………………...…. 

4. 신청자는 DWS(인력 해결안과)에 의해 소개된 회사를

수락하였습니다.................................................................................. 

네 ☐  아니요 ☐ 

네 ☐  아니요 ☐ 

네 ☐  아니요 ☐ 

네 ☐  아니요 ☐ 

네 ☐  아니요 ☐ 

팩스 받는이:  인력 해결안/TAA 조정자 919 662 4727   보낸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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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A 사례 관리자 서명 서명일 



D.주정부 결정

위에서 제공 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수정 된 1974 년 무역법에 따라 구직 수당 자격이 있습니다
b. ☐ 취업 면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직 수당 자격이 없습니다.
c.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직 수당이 거부됩니다

주 코디네이터 서명 날짜 서명 됨

E.채용 정보 검색 결과
이부분은 근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하며 경비를 상환하기 전에 TAA 코디네이터에게 반환해야합니다.

회사 이름 인터뷰 날짜 면접관의 이름 결과

1. 

2. 

종업원 서명 날짜 서명 됨

F. 구직 수당 다음 비용에 대한 상환 
여행 경비
☐ a. 상용 운송 업체

실제 비용 상환 금액

$ $ 

☐ b. 개인 소유 자동차 (아니요. 마일 ) $ $ 

☐ 숙박 비용 (아니요. 밤    @ 실제 일일 요금) $ $ 

☐ 식사 (아니요. 일     @ 실제 일일 비용) $ $ 

합계 $ $ 

G.항소 권리

이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심이 제기되지 않으면이 결정이 최종 결정됩니다.
결정이 제출되거나 귀하에게 우송 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모든 항소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하고 항소 이유를 명시해야하며 (1)이 요청
이제출 된 DWS 사무소를 통해 제출되어야합니다. (2) Trade Unit, Workforce Solutions 4316 우편 서비스 센터, Raleigh, NC 27699-4316;
또는 (3) Workforce Solutions (919) 662-4727로 팩스하십시오.

☐ 항소 됨
종업원 서명     날짜

항소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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