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의견 

 서류 번호. TAX- <NO. >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평가 위원회  

의제: 

노스 캐롤라이나 주, 관련 정보 , 

평가 위원회  

<이름> 

<주소>  

원고, 

그리고 

<이름> 

<주소> 

고용주, 

그리고 

<수신: 변호사 이름> 

노스 캐롤라이나 주 상무부, 고용 안정
부
우체국 상자 25903
Raleigh, NC 27611-5903

Suggest an edit

noseu kaelollaina ju sangmubu, 
goyong anjeongbu
uchegug sangja 25903
Raleigh, NC 276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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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사례 진술: 



N.C. Gen. Stat. § 96-4(q)에 의거하여, 이 원인은 <날짜>에  <노스 캐롤라이나의

Raleigh 평가 위원회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행정부의 전화 회의 (또는 청문회 / 

장소에서) >를 통해 청문관 <NAME> 에게 요청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평가 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여 <문제 및 법령>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관에게 제기되었습니다.  

청문회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사자들 및 증인들의 이름들 > 그리고 

평가 위원회 위원들  <Jeanette K. Doran (위원장), Stanley Campbell 그리고 Keith Holiday. > 

기록 증거가 검토되었습니다. 

서류 번호. <세금-케이스 번호 > 

2페이지 중 <숫자> 

사실의 발견: 

1. 

2. 

3. 
4. 

5. 

6. 

적용 법률: 

<법률 규정(들) 및 인용(들) > 

의견: 

<법률 및 사실의 결론> 

명령: 



<DATE 의 임금 증명서 항의와 금전 결정에 대한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뒤바뀌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결과들> 

평가 위원 Keith A. Holliday 및 Stan Campbell 은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서류 번호 <사례 번호> 

5 페이지 중 <숫자> 

<월, 년>의 _____ 일. 

평가 위원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OR 위원장)  
위원장 

참고: 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세금 의견 항소하기: 세금 의견 에 대한 예외 & 세금 케이스에서의 
사법 검토 얻기 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팜플렛은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des.nc.gov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http://des.nc.gov/


항소 권리: 

이 의견은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의견 통보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평가 위원회에

의견 예외를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예외에는 서류 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외는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Board of Review, Post Office Box 28263, Raleigh, North Carolina 27611.

의견 제출:  <월 _____,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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