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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허위 진술 통지 

 

이 통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DD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귀하가 EDD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첨부된 잠재적 초과 지급 통지에 표시된 

잠재적 자격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숨겼을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통지를 받는 것입니다. 

 

EDD에서 본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EDD가 귀하가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 정보를 숨긴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귀하는 2주에서 

23주 사이의 “허위 진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칙이 적용되는 주간은 귀하의 현재 또는 미래의 실업 청구에 

추가됩니다. 이 벌칙이 적용되는 각 주간의 경우, 귀하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실직 상태이어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고,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당 주간에 대한 혜택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이전에 받은 

혜택을 모두 상환하고 초과 지급된 총 혜택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에 대한 정보를 EDD에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요? 
 

귀하의 잠재적 허위 진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아래 질문에 답하고, 이 통지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다음, 

잠재적 초과 지급 통지의 우편 발송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에 표시된 주소로 다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귀하가 

제공하는 답변은 EDD에서 귀하가 EDD에 제공한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또는 실업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겼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면으로 응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다음 질문에 가능한 한 완전하게 답변하십시오: 
 

1. 귀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EDD에게 정보를 숨겼습니까?   예    아니오 

2. 귀하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귀하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당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니오 

3. 귀하가 정보를 숨긴 경우, 귀하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당시 해당 정보를 EDD 에 제공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니오 

4. 귀하가 제공한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경우, EDD에 알리려고 시도했습니까?   예    아니오 

5. 질문 1에 예라고 답한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추가할 다른 정보가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길 경우 주 법에서는 재정적 처벌 및 자격 박탈

주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이 통지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서명     정자체 이름    날짜 
 
 

이 작성된 양식을 다음으로 보내십시오: 

 

EDD 

주소 

도시, 상태, 우편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