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정부

사안

Susan Doe
888 N. 10th St.
Siler City, NC  27344

청구인

최종 명령

상급기관 판정번호__(UI)__ 
(고용주 이름 및 주소)

고용주

하기에 서명한 고용보장국 국장보는 상기 사안이 심리에 회부되어 2017년 1월 23일 채텀 

카운티 고등법원 민사과 주심 판사 Richard S. Gottlieb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았으며 2017

년 1월 26일 상급기관 판정 번호 16(01)1196을 확인하는 판결이 언도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아울러 판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판정 번호 16(01)1196을 확인하며 본 사안에 있어 노스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보장국의 최종 판정으로 합니다. 

9999 년 99월 9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상무부

XXXXXXXXXXXX,
고용 안전부 차관보

우송일:   9999 년 99 월 99일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정부

사안:

XXXXXX, Esq.

(청구인 변호사 및 주
소)

청구인

최종 명령 파기

상급기관 판정번호 16(01)2056 

(고용주 이름)

(고용주 변호사 이름 및 주소)

고용주

하기에 서명한 고용보장국 국장보는 상기 사안이 2016년 11월 7일 길포드 카운티 
고등법원 민사과 주심 판사 Anderson Cromer 판사에게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1월 15일 상급기관 판정 번호 16(01)2056을 파기하고 실업보험 급여 
자격이 실격되지 않는 청구인을 지지하는 판결이 언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판정번호 16(01)2056 하에 발행된 동 국의 판정을 파기합니다. 

청구인은 실격되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3일부터 실업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2016년 12월 __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상무부

XXXXXXXXXXXXX 
고용 안전부 차관보

우송일: 2017일 (Date)월 __일



최종 판결 무효 및 환송

노스 캐롤라이나학과

사안

Susan Doe
888 North 10th Street
Siler City, NC  27344

상급기관 판정번호 99(99)XXXX 

(고용주 이름)

(고용주 변호사 및 주소)

청구인 고용주

하기 심사위원회(“위원회”)는 상기 사안이 2015년 4월 13일 반스 카운티 일반법원 

고등법원 민사과 주심판사 Robert H. Hobgood 판사의 심리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5월 4일 상급기관 판정번호 14(01)4104를 환송하는 명령이 언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판정번호 14(01)4104를 무효로 합니다. 

본 소인은 이에 별첨 법원 명령에 따른 심리를 새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보장국 

항소부에 환송합니다.

항소부는 종전에 배정된 소송사건일람표 번호 일체를 사용하여 본 사안의 신규 

결정을 확인하고 항소부가 환송 기록을 접수한 후 삼십(30) 일 안에 전술한 판정을 

우송합니다. 

2017년(Date)월 __일.

심사위원회

XXXXXXXXXXXXXX
의장을 대신하여 위원장

우송일: 2017년 

(date)월 __일

 --HA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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