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 캐롤라이나 주 평가 위원회 

다음 주제에 관하여: 

고위 당국 결정 번호.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e) 에서, 이 원인은 항소 사건표 번호.  . 의 항소 심판 결정에
따른 (원고의) (고용주의) 항소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Board”)에 제출되었습니다. 
기록 증거가 완전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실업 보험 급여에 대한 새로운 최초 클레임 (NIC)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 전시 번호.    , 재판관에 의한 판결은                함에 의해 
원고가 (실격임) (실격이 아님) (자격이 있음) (자격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최초 
클레임 (NIC)은    로부터      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원고) (고용주) (양 당사자들)로부터 증언을 얻은 후, 항소 심판은 해당 케이스를 
원고의 (법적 의미로 실직) (고용으로부터 퇴사) 여부에 관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청문회 중, (원고) (고용주)는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해당 증언은            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문 전시 번호.       , 유선 청문회 통지에서 표기된 유일한 
문제는 원고가                   또는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항소 심판은 N.C. Gen. 
Stat. § 96-(   )에 따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한 당사자들로부터 
통지의 면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04 N.C. Admin. Code 24C .0204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청문회 통지서에는 각 문제에 대한 법정 참고서가 포함되어 들리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청문회에서 또는 청문회 이전에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 통지가 부족한 경우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에 따라, 원인은 새로운 청문회를 열기 위해 고용 안전부의 항소 
심판에 송환되어야 합니다.  

상고 청문회가 끝나면 항소 심판은 기존의 항소 결정을 내려놓고, 새로이 찾은 사실 
및 법적 결론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 조사 결과에는 절차적 
이력, 재착수 명령의 요구 사항 요약,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진행된 각 청문회에 참석한 
당사자들과 증인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원인은 이 결정에 부합하는 추후 절차를 위하여 송환됩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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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해 당사자는 심의회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 정식으로 통고되어야 하며, 항소 
심판은 이전에 할당된 모든 사건표 번호를 사용하여 청문회가 끝날 때에 새로운 결정을 
식별해야 할 것이 명령됩니다. 이전에 주목된 문제 외에도,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청문회 
통지에는 청문회에서 항소 심판이 고려해야 할 문제 중 N.C. Gen. Stat.  § 96-(  )에 의거한 
[문제 삽입]의 문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항소와 모든 다른 일치하는 것들, 또는 어떠한 이름 또는 지정 문서들을 포함하여, 
이 결정에 대해 항소 부서에 전달 된 반송 기록의 모든 문서는 전시물로 표시되고 법으로
요구되는 대로 기록을 완성하기 위하여 항소 심판이 기록에 입력하도록 청문회 통지와
함께 항소 심판에게 전달 될 것 또한 명령됩니다.

수석 항소 심판이 연장을 부여하고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항소 부서에서 송환 기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부되어야 할 
것 역시 명령됩니다. 

평가 위원회의 위원 Fred F. Steen 와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여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장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
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년 6월 30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항소 제기: 결정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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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cga.state.nc.us/gascripts/Statutes/StatutesTOC.pl?Chapter=0084
http://www.ncga.state.nc.us/EnactedLegislation/Statutes/HTML/BySection/Chapter_96/GS_96-17.html
http://www.ncga.state.nc.us/EnactedLegislation/Statutes/HTML/BySection/Chapter_96/GS_96-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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