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정 부문 실업 보험

방문 공청회 통보서 예입니다. 공청회 보고의 장소 및 시기, 

공청회  주관자, 논의될 안건을 알립니다. 

안건: 항소 사양서 NO. [####]

청구자 

이름 
주소 
CITY, STATE, ZIP 

청구자:  (성) (이름)    

회사 

이름 
주소 
CITY, STATE, ZIP 

(일자)에 THE <청구자/회사>는 재정자에 의해 결정안 사양서 XXX 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

였습니다.   항소 심판관은 증거 공청회를 열고 아래 나타난 안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것

입니다. 보여진 안건이 재정자에 의해 결정된 안건과 다를 경우 공청회에서 이의를 제기하

시고 항소 심판관은 증거를 청문하지 않게 되며 공청회에서 기타의 서면 통보서나 기타의 

서면 통보서에 대한 귀하의 권한포기 없이 귀하가 이의로 제기하신 안건을 결정내리게 됩

니다. . 공청회에 보고서를 하시는 경우 줄을 서서 기다리지 마십시요. 창구 안내원에게 공

청회 참석자라고 말씀하십시요. 

공청회 장소: (주소) (CITY, STATE, ZIP) 공청회 일자:  (일, 일자: 년 월 일) 

공청회 시간:   (시:분 오전/오후 동부시간/동부표준시) (##)분 소요. 

항소 심판관: (이름) 

전화: (XXX) XXX-XXXX        FAX (XXX) XXX-XXXX 
EMAIL: (NAME.NAME@NCCOMMERCE.COM)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에 대한 요청서에 응답하시여 저희가 비고용 보험 사기를 방지하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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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안건: 

청구자: 

 

발송일 :  년 월 일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요 

방문 공청회 통보 

귀하에 이전에 송달된 “초기 결정안에 항소 및 공청회 참여 방법”에 대한 팜플렛을 

검토하십시요. 팜플렛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DES Website at 

www.des.nc.gov 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방법: 선언한 진술이 요청됩니다. 증인이 진술을 하시길 원하실 경우 공청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공청회 사무관에 의하여 고려되기를 원하시는 문서, 전자 녹음 혹은 기타 

증거물을 가지신 경우 공청회 사무관과 각 당사자에 이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물은 

공청회 이전에 수령되어야 합니다. 

마악 및/혹은 술 관련 분리: 검사와 이의 결과를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또한 직장 규칙 및/혹은 방침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North Carolina에서 

검사가 미국 교통부 혹은 핵규제 위원회로부터의 관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제 물질 

내용 상자  1-4000 개 문자 

1. 공청회에서 논의될 안건들입니다.
2.
3.

주요사항:  공청회에 정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 당사자가 방문 공청회에 
10분 이상 늦으실 경우 항소 심판관은 항소를 기각하고 상대 당사자가 공청회를 
떠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항소 심판관이 항소 당사자에 공청회 시작시간 10분 
이내로 연락될 수 없을 경우 항소는 기각되게 됩니다. 비항소 당사자가 10분 이상 
공청회에 늦을 경우 공청회는 이들 없이 진행되어집니다.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에 대한 요청서에 응답하시여 저희가 비고용 보험 사기를 방지하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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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규제조항, N.C.G.S. 95–230 이하 참조,는 검사가 절차 조건을 따르도록 합니다.  경쟁 

청구안 청문회에서 실험실 요원으로부터의 현장 진술 대신에 실험실 공식 직원 

으로부터의 선서 진술서가 통제 물질 검사 결과, 관리 연속성및/혹은 연방 혹은 주법이 

요하는 전체 검사와 재검사와의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제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자가 공청회동안이나 선서 진술서에 의해 검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명기하는 경우 

검사 결과는 입증될 수 있습니다. 공청회 사무관에 제출된 문서들은 공청회 이전에 또한 

상대 당사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문사항이 계신 경우 항소 심판관 책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공청회의 일자, 시간, 장소에 대한 변경 요청은 항소 심판관에 하셔야 합니다. 

법적 대표: 청구자나 회사는 자체 항소를 제기하고 관리 항소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대표하거나(나홀로) 

법적 대표자가 항소를 제기하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표는 관리 공청회 혹은 검토 이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표(회사의 비고용 보험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제 3자 회사로부터의 개인 포함)는 면허 변호사 혹은 

N.C. G. S에 따라 면허 변호사에 의해 감독되는 이어야 합니다.

84장 96–17 (b)조항. 변호사 감독의 통보서 및/혹은 증서는 서면 작성이어야 합니다.

소환장: 항소 심판관은 공청회와 관련되는 증인과 문서를 위해 소환장을 발급할 것입니다. 

요청서를 가능한 빨리 이루시기 바라며 그리하여 소환장인 공청회 이전에 송달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표는 

자체 경비와 재량으로서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Facsimile: (919) 733–1228 *phone: (919)707–1060* des.public.appeals@nccommerce.com 
연락처: NC 상업부, 고용 안정과, 항소서, PO Box 25903, Raleigh, NC 27611–50 903 

팩스: (919) 733–1228 *전화: (919)707–1060* des.public.appeals@nccommerce.com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작성하시거나 전화를 하실 경우 청구자의 이름과 사회 보장번호의 

네자리 끝 숫자와 항소 명세서 번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에 대한 요청서에 응답하시여 저희가 비고용 보험 사기를 방지하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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