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캐롤라이나주 상무부

재심위원회

전화 심리 연기 명령

사건일람표 번호 TAX-XXXX 
사안:

노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상무부

고용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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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및

Restaurants, Incorporated
t/a Hamburgers
1111 Picklewood Avenue
Suite 100
Fayetteville, NC  28303-5455

고용주

및

Suggest an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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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주 상무부 고용 안정부
우체국 상자 25903
Raleigh, NC 피청구인27611-5903

본 사안은 2017년 1월 11일로 예정된 심리 연기에 대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하기 심리 책임자에게 회부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심리 기간 동안 자녀의 졸업식을 위해 출타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연기를 승인할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카운티 노스캐롤라이나 상무부, 심사 위원회 

행정실에서 발신되는 전화회의를 통해 동부 표준시 기준 2017 년 2 월 2 일 목요일 오후 

1 시로 본 사안의 연기를 명령합니다.

재심위원회의 심리를 원하는 문서나 전자기록, 기타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심리 

사무소와 각 당사자에게 우편을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증거는 심리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할 문서가 있다면 심리일에서 오(5) 일 이전에 심리 

책임자에게 접수되도록 우송하십시오. 아울러 문서 사본은 심리 전에 상대방과 

고용보장국 변호사에게 우송해야 합니다.  

본 문서는 9999 년 99 월 99 일 작성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XXXXXXXXXX

청문 관은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검토위원회
우체국 상자 25903
Raleigh, NC 27611-5903
전화 : (919) 707-1025
팩시밀리 : (919) 733-8745



송달 증명서

하기 서명자는 이에 전술한 연기 명령서 사본을 밀봉하여 하기에 적시하는 대로 

적절한 우표를 부착하여 우송하고 미우정국이 독점 관리 및 보관하는 공식 공탁소에 

예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본 문서는 2017년 1월 10일 작성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XXXXXXXX, 법률 보조원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법률 서비스 섹
션
우체국 상자 25903
Raleigh, North Carolina 27611-5903 
전화 : (919) 707-1025

송달 대상자:

Susan Doe

888 North 10th Street

Siler City, NC  27344

고용주 이름 및 주소
XXXXXXXXXXXXXX 
XXXXXXXXXXX
고용 안정 통화 조정 국XXXXXXXX, 
세무사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DES (주소)



NCHLA375T 


	Regina S. Adams
	Hearing Officer for the
	U송달 증명서
	Shirrlynn B. Foster, Legal Assistant
	Raleigh, North Carolina 27611-5903
	Untitl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