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  다이렉티비 집단 소송 합의 집행인 

제목:    집단 소송 합의 공지 

 

Español  中文  이메일 공지문  Thông báo qua Email 

 

본 공지문은2016년 8월 4일에 제출되어 미국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원에 계류 

중인 페레즈 대. 다이렉티비 그룹 지주회사 외(Perez v. DIRECTV Group Holdings, LLC, et 

al.), 사건번호 제16-cv-01440-JLS-DFM호 사건의 합의에 기초한 귀하의 잠재적 수령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집단 소송 합의안은 다이렉티비 그룹 지주회사(DIRECTV Group 

Holdings, LLC)와 다이렉티비 지주회사(DIRECTV Holdings, LLC), 다이렉티비 

유한회사(DIRECTV, LLC)(집합적으로, “다이렉티비”), 시그널 오디팅(Signal Auditing, Inc.), 

론스테인법률사무소(Lonstein Law Office, P.C.), 줄리 코헨 론스테인(Julie Cohen Lonstein), 웨인 

M. 론스테인(Wayne M. Lonstein)(집합적으로 및 다이렉티비와 함께,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본 공지문을 승인하였습니다. 

 
합의 집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자신의 상업 시설에 다이렉티비 서비스를 설치하고, 

이어서 피고 시그널 오디팅 주식회사에 의해 감사를 받고, 최초 소장 접수 일자(2012년 8월 
4일) 4년 전부터 법원이 합의안 예비 승인을 허락한 일자까지 기간 동안 NFL Sunday Ticket 
또는 어떠한 다른 다이렉티비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이렉티비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혐의로 다이렉티비를 대신하여 금전 징수를 하기 위해 피고 론스테인 법률 사무소 
웨인 론스테인 그리고/또는 줄리 론스테인(론스테인 피고들)에게서 연락을 받은 모든 사업체 
및 사업주들. 

 

무엇에 관한 소송입니까? 

 

원고 도니다 페레즈(Doneyda Perez)는 개인적으로 및 오나이더 뷰티살롱(Oneida’s Beauty 

and Barber Salon)을 대표하여, 18 U.S.C. §1962(c) 상 미국조직범죄법(Racketeer Influenced 

&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의 민사 위반을 포함한 다수의 혐의를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2016년 8월 4일에 본 전국적 추정 집단 소송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추가 원고들이 이 소송에 이름을 추가하였습니다(“집단 대표” 또는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유효한 상업용 면허 없이 자신의 사업시설에서 다이렉티비 

프로그램을 상영하였다는 문제에 관련하여 다이렉티비를 대신하여 각각 론스테인 

법률사무소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업체 및 사업주들에게 

주거용 다이렉티비 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계략을 꾸민 뒤 유효한 상업용 면허 없이 

다이렉티비 프로그램 상품을 상영한 것에 대해 그러한 사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청구를 

추구하기 위하여 론스테인 법률사무소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합니다. 피고는 모든 측면과 모든 시점에서 법을 준수하였으며, 

다이렉티비를 위해 제기한 법적 청구는 유효하며 옳다는 판단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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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이렉티비는 $9,400,000을 합의금으로 지불합니다. 합의안은, 합의금에서 법원의 

승인을 받은 모든 변호사 수임료와 경비, 공지 및 행정 비용, 인센티브 보상금을 제외한 

뒤 집단 소송인들에게 분배되도록 규정합니다. 각 집단 소송인들에게 지불될 이익은 

집단 소송인이 론스테인 법률사무소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집단 

소송인의 최종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예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CLICK HERE 

귀하의 고유 ID와 신원 확인을 위해 요청되는 기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나의 옵션은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음 (단, 합의 이익이 $600인 경우 IRS W-9 양식 기입) 

 

합의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고, Class Member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집단에 

남게 되며, 수령 자격이 있으며, 이 소송의 혐의와 관련하여 소송에서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피고에 대한 모든 법적 청구 문제가 해제됩니다. 

합의 이익이 $59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 이익 수표의 우편 발송이 

가능해지기 전에 합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IRS W-9양식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Class Member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합의 웹사이트 

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 를 방문하십시오. 

 

제외 결정 

 

해제된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집단에서 제외 결정(Opt Out), 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결정을 하는 

경우, 합의 이익을 전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 이익 분배의 일부로 금전적 

지급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외 결정을 하는 경우, 합의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외 결정을 하려면, 불참 요청서Opt-Out Request를 Perez et al v. DirecTV et al., c/o 

Settlement Administrator, P.O. Box 26170, Santa Ana, CA 92799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info@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개인인 집단 소송인이 보내는 불참 요청서는 제외를 요청하는 집단 소송인이 

반드시 서명하거나 이메일로 보내야 하며, 집단 소송인의 풀 네임과 주소, 그리고 

다음의 진술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Perez v. DIRECTV Group Holdings, 

LLC, et al., Case No. 16-cv-01440-JLS-DFM (C.D. Cal.) 사건 집단 합의안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합니다(I request to be excluded from the proposed class settlement in 

http://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form/check/
http://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
https://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form/optout/


Perez v. DIRECTV Group Holdings, LLC, et al., Case No. 16-cv-01440-JLS-DFM (C.D. 

Cal.)).” 사업체인 집단 소송인이 보내는 불참 요청서는 사업체를 대표하여 행동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업체 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사업체의 전체 법적 명칭, 

사업체 주소, 사업체를 대신하여 불참 요청서를 제출하는 개인의 풀 네임과 직함, 

그리고 다음 진술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회사는 Perez v. DIRECTV Group 

Holdings, LLC, et al., Case No. 16-cv-01440-JLS-DFM (C.D. Cal.) 사건 집단 

합의안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합니다(This business requests to be excluded from the 

proposed class settlement in Perez v. DIRECTV Group Holdings, LLC, et al., Case No. 

16-cv-01440-JLS-DFM (C.D. Cal.)).” 사업체인 집단 소송인이 보내는 불참 

요청서에는 또한 다음 추가 진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본인 [사업체 대표의 

이름]은 Perez v. DIRECTV Group Holdings, LLC, et al., Case No. 16-cv-01440-JLS-

DFM (C.D. Cal.) 사건 합의안에서 [사업체 명칭]을 제외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 및 

능력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I, [name of business representative], represent 

and warrant that I have the legal authority and ability to exclude [name of business] from 

the proposed class settlement in Perez v. DIRECTV Group Holdings, LLC, et al., Case 

No. 16-cv-01440-JLS-DFM (C.D. Cal.)).”    

불참 요청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제외 결정 기한인 2022년 12월 11일 당일 

또는 이전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있거나 이메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 

 

법원에 이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합의 승인을 거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금을 상향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합의안을 

승인하거나 불허할 수만 있습니다. 법원이 합의안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합의 

이익은 발급되지 않으며, 소송은 계속됩니다. 또한 원고 및 집단 변호인에게 지급 

요청된 금액을 불허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 심리에 직접 또는 귀하의 변호인을 통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참석하는 경우, 귀하는 변호인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승인 심리에서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의 제기 

기한인 2022년 12월 1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승인 심리에서 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인이 2022년 12월 11일 기한까지 집행인에게 Perez et al v. DirecTV et al., c/o 

Settlement Administrator, P.O. Box 26170, Santa Ana, CA 92799로 이의 제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인은 다이렉티비와 집단 변호인에게 귀하의 

이의서를 제공하고, 집단 변호인은 귀하의 이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의서는 반드시 상기 명시된 이의 제기 기한까지 우편 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의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첫 부분에 사건 참조 정보, Perez v. 

DIRECTV Group Holdings, LLC, et al., Case No. 16-cv-01440-JLS-DFM (C.D. Cal.)와 

재판장 이름, the Hon. Josephine L. Staton (b)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그리고 

변호인이 대변하는 경우 변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이메일 주소 (c) 이의 제기의 모든 근거에 대한 서면 진술과 함께 그러한 이의에 

대한 모든 법적 증거 (d) 단독 또는 변호인을 동행하여 최종 승인 심리에 출석 



예정 여부 (e) 이의 제기자가 합의 집단 소송인임을 주장하는 이의 제기자의 

근거를 설명하는 진술 (f) 해당 집단 소송인이나 그의 변호인에 의해 지난 오(5) 년 

간 연방이나 주 등 어떠한 법원에 제출되었던 집단 소송에 대한 모든 기타 이의 

제기서의 상세 목록. 집단 소송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지난 오(5) 년 간 연방이나 

주 등 어떠한 법원에 어떠한 기타 집단 소송 합의에 반대한 적이 있는 경우, 이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면 자료에 그 사실에 대한 확인 

진술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 및 기록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를 

기각 또는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합의 및 합의서가 공평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또는 변호사 비용 및 경비 또는 인센티브 보상 

요청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하여 최종 승인 심리에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인은 늦어도 최종 공정 심리 

십사(14)일전까지 집단 변호인 그리고/또는 합의 집행인에게 최종 공정 심리에 

출석 또는 발언할 의도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합의 집행인 또는 집단 

변호인은 심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집단 소송인의 목록을, 그러한 소송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여, 최종 공정 심리 전 늦어도 칠(7) 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밖에, 법원이 이 사안의 최종 공정 심리를 Zoom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합의 집행인 그리고/또는 집단 변호인은 심리에 출석하고자 하는 집단 

소송인에게 법원 서기가 심리 전에 배포하는 Zoom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이 Zoom 또는 기타 원격 출석 수단을 통해 최종 승인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원격 출석은 직접 출석에 적용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반하여, 

직접 출석과 동등하다고 간주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2023년 1월 6일 최종 승인 심리에서 발언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법원이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겁니까? 

 

법원은 합의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6일에 심리를 엽니다.  집단 

변호인은 변호사 수임료로 최대 $3,133,333.33까지, 소송 비용으로 $155,000.00, 이 

소송을 제기한 사업주 여섯(6) 명에게 총 $80,000.00의 인센티브 보상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귀하는 심리에 출석할 수 있지만,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는 350 W. 1st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12에 위치한 First Street U.S. 

Courthouse의 8층에 있는 8A호 재판정에서 Josephine L. Staton 판사 또는 법원이 

배정하는 다른 판사의 주재로 열립니다. 재판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최신 정보는 

합의 웹사이트 또는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 출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 일자는 추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리 일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합의 웹사이트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 또는 

법원 전자 자료 시스템 일반인 접근 시스템(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sources 

System, PACER) (https://www.pacer.gov)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
https://www.pacer.gov/


 

본 합의 공지문의 전문을 보려면, 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 합의 집행인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합의에 관한 공지문 

 

http://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
https://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translation/noticekorea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