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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23일 사이에 

다이렉티비 프로그램의 상업적 남용과 관련하여 

론스테인 법률사무소의 연락을 받은 

사업체 또는 사업주를 위한 집단 소송 합의 공지 

 

본 공지문은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본 공지문은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호객 행위가 아닙니다. 

 

• 본 공지문은 201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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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합의안은 자신의 사업장에 다이렉티비 서비스를 설치하고, 이어서 피고 시그널 

오디팅의 감사를 받고, 최초 소장이 접수된 일자(2012년 8월 4일) 이전의 4년 전 일자 

이후부터 법원이 합의안의 예비 승인을 발부한 일자 사이에 NFL 선데이 티켓(Sunday 

Ticket) 또는 모든 기타 다이렉티비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이렉티비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혐의로 다이렉티비 대신 금전을 징수하고자 하는 론스테인 

피고에게서 연락을 받은 모든 미국 내 사업체 및 사업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합의 

집단”). 

 

• 소송에 따르면, 다이렉티비와 그 외 피고들은 사업주들에게 사업장에서 사용할 

다이렉티비 프로그램 구매하도록 판촉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론스테인 

법률사무소에게 그러한 사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들이 연방 통신법에 반하여 

다이렉티비 프로그램의 상업적 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제기합니다 

 

• 피고들은 모든 범법 행위를 부인합니다. 피고들은 모든 측면과 모든 시점에서 법을 

준수하였으며, 다이렉티비와 론스테인 법률사무소는 사업장에서 다이렉티비 프로그램을 

유효한 프로그램 면허 없이 상영한 사업체를 상대로 유효한 법적 청구를 적절히 

추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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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의 일부로, 다이렉티비는 $9,400,000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하고(“총 합의금”), 차후 다이렉티비 소비자에 의한 상업적 남용의 

잠재적 청구 시 론스테인 법률사무소의 줄리 코헨 론스테인이나 웨인 M. 론스테인을 

어떠한 자격으로든 고용하지 않으며, 주거용 서비스는 주거용에 한하며 상업 시설에서 

사용될 수 없음을 소비자들에게 상기해주는 진술문을 주문 확인서에 포함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집단 변호인”)들은 총 합의금에서 최고 $3,133,333.00까지 사실 

조사, 소송, 합의금 협상에 대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되고, $151,550.94가 소송 경비로 

총 합의금에서 지급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입니다. 집단 변호인은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한 집단 대표에게 집합적으로 총 $80,000의 보상금을 판결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금은 “집단 대표 인센티브 보상” 또는 “인센티브 보상”이라고 

불립니다. 

 

• 귀하가 행동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귀하의 법적 권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본 

공지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 옵션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본 공지문은 합의안을 요약한 것입니다. 합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건은, 웹사이트 

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에 게재된 합의서를 참조하시거나 합의 집행인에게 

우편 Perez et al v. DirecTV et al., c/o Settlement Administrator, P.O. Box 26170, Santa Ana, CA 

92799 또는 전화 (866) 606-590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의안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법원이나 법원 행정실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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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대한 귀하의 권리 및 옵션 기한 

아무 것도 하지 

않음 

합의금을 받습니다. 또한 합의에 의해 해제된 

청구를 후에 다시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외 결정 

(Opt-Out) 

소송 및 합의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법적 청구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합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이의 제기서 

제출 

귀하가 찬성하지 않거나,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합하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합의안의 어떤 측면을 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서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의 제기 기한까지 

이의 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합의 집단에 남아야 하며 

소송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심리에 참석하기 

법원에 나와 합의안에 관해 발언합니다. 

(합의서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의 제기 기한까지 이의 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출석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고용한 변호인을 통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6일 

 

• 이러한 권리와 옵션, 그리고 이것의 행사 기한은 본 공지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 합의안의 승인 여부를 아직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에만, 합의 이익이 집단 소송인들에게 제공됩니다.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그러한 합의 이익은 항소가 해결되어 합의안이 발효될 때까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 공정 심리 

2023년 1월 6일 오전 10:30에, 법원은 다음을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엽니다. (1) 합의안이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승인되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여부 (2) 

변호사 비용과 경비에 대한 집단 변호인의 신청이 허락되어야 하는가 여부 (3) 집단 

대표 인센티브 보상이 허락되어야 하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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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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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가상 출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 일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합의 웹사이트 및 법원 웹사이트 cacd.uscourts.gov를 확인하십시오. 본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는 https://www.pacer.gov에서 법원 전자 자료 일반인 

접근 시스템(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sources System, PACE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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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정 

   

2022년 12월 11일 이의 제기서 제출 기한 

2022년 12월 11일 제외 결정(Opt-Out) 기한 

2023년 1월 6일 심리일 

 

 

 

목차 

 

1. 내가 이 합의의 대상인가 여부를 어떻게 압니까? 

2. 무엇에 관한 소송입니까? 

3. 이 합의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4. 이익 수령은 어떻게 합니까? 

5. 원고와 원고측 변호사는 무엇을 얻습니까? 

6. 합의에서 본인을 제외 결정(Opt-out)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7. 어떻게 합의에서 본인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8. 어떻게 이 합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까? 

9. 언제 법원이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겁니까? 

10. 어떻게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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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이 합의의 대상인가 여부를 어떻게 압니까? 

귀하 또는 귀하의 사업체가 2012년 8월 4일과 2022년 8월 23일 사이에 다이렉티비 

프로그램의 상업적 남용을 주장하는 론스테인(Lonstein) 법률 사무소의 연락을 받았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사업체는 합의 집단의 소송인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합의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고 본인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합의 집단 소송인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2022년 8월 23일, 법원은 집단의 정의를, 합의 목적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 

인증하였습니다. 자신의 상업 시설에 다이렉티비 서비스를 설치하고, 이어서 피고 시그널 오디팅 

주식회사에 의해 감사를 받고, 최초 소장 접수 일자(2012년 8월 4일) 4년 전부터 2022년 8월 23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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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Josephine L. 

Staton 판사, Douglas F. McCormick 판사, Carl West 판사(퇴임) 및 이 판사들의 직계 가족 (b) 모든 정부 

기관 (c) 어떠한 피고가 지배 지분을 보유한 기관, (d) 어떠한 피고의 모든 자회사, 모회사, 제휴사, 

그리고 임원, 이사, 직원, 법정 대리인, 상속자, 후계자, 양수자 (e) 각 당사자의 변호인, (f) 기한 내 

집단에서 본인을 제외한 모든 개인. 

합의가 발효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항소에서 승인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이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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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송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원고는 개별적으로 및 모스 원모어라운지(Mo’s One More Lounge)를 대표하여 멀리스 & 

대니 니센(Marlys and Danny Nissen), 개별적으로 및 스터프트 서퍼카페(Stuft Surfer Café)를 대표하여 

조셉 안젤로(Joseph Angelo), 개별적으로 및 G & G 스모그 테스트센터(G and G Smog Test Center, 상호 G 

and G Smog)를 대표하여 그레고리 라플란트, 그리고 개별적으로 및 포다이스 레스토랑(4 Dice 

Restaurant)을 대표하여 폴 홀트(Paul Holt)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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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개정 소장은 https://www.pacer.gov, 법원 전자 자료 일반인 접근 시스템(PACER), 

기록 No. 498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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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합니다. 피고는 모든 측면과 모든 시점에서 법을 준수하였으며, 

다이렉티비를 위해 제기한 법적 청구는 유효하며 옳다는 판단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각 당사자는 1년 여 동안 수많은 조정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소송 연장의 위험, 비용, 

이익, 가능성을 고려한 후, 원고와 다이렉티비는 모든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집단 변호인은 합의의 조건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합의가 

합의 집단 소송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소송은 집단 소송입니다. 집단 소송은 많은 사람들의 청구 주장 및 권리가 한 번의 

법원 절차로 결정되는 소송입니다. 한 명 이상의 사람들, 소위 “집단 대표”가 유사한 청구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유사한 청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집단”을 구성하는 “집단 소송인”입니다. 집단 소송에서 합의는, 법원에 의해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는 경우, 집단에서 자신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 소송인을 위한 청구 주장을 해소합니다.  

 

3. 이 합의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집단 소송인은 금전적 지급 형태의 합의 이익의 대상입니다. 합의 이익을 수령하기 

위해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단 소송인이 본인에게 제기된 청구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였는가, 지불하였다면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합의 이익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본인의 예상 합의 이익을 보려면, 집행인 웹사이트 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를 

방문하여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신한 공지문에 기재된 고유 ID를 입력하십시오.  

귀하의 합의 이익 금액은 총 합의금($9,400,000)에서 법원이 승인하는 변호사 수임료, 소송 

비용, 집행 비용, 인센티브 보상을 제한 뒤(“순 합의금”) 비례하는 몫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모든 

집단 소송인은 최소 $25.00의 금액을 받습니다. 순 합의금은 론스테인 법률 사무소 기록의 독립 

분석에 따라서 각 합의 집단의 소송인 별로 론스테인 법률사무소에 지급되는 금액을 기반으로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귀하의 합의 이익 금액은, 합의 집단의 소송인 일부가 만료일 전에 수표로 제공되는 

합의금을 현금화 하지 않음으로써 합의금 현금화 후 잔액이 남아있거나, 법원이 변호사 수임료나 

비용, 인센티브 보상을 요청한 금액보다 적게 판결하는 경우,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집단의 

소송인이 현금화 하지 않아 남은 합의금이 있을 경우, 모든 금액은 합의 집행 추가 비용 지불에 먼저 

사용된 후, 합의금 수표를 현금화한 합의 집단 소송인에게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4. 이익 수령은 어떻게 합니까? 

상기 명시된 합의 이익을 받기 위해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승인 심리는 2023년 

1월 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합의서를 승인하고 항소 제기가 없다면, 법원이 달리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합의 이익은 합의서가 항소 또는 검토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된 일자에서 약 60일 

후에 분배됩니다. 법원이 합의서를 승인하지 않거나, 합의서 판결이 항소에서 번복되는 경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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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합의 이익 수표의 우편 발송이 가능해지기 전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귀하의 사업체에 대한 

IRS의 W-9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이익 수표는 발급 후 180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화되어야 

합니다. 수표에 기재된 만료일 전에 현금화되지 않은 합의 이익 수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합의 이익 수표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집단 소송인이 기한 내에 현금화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합의금 잔액은 다른 집단 소송인에게 분배되거나 각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법원이 승인한 

501(c)(3) 비영리 기관에 기부됩니다.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 웹사이트 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원고와 원고측 변호사는 무엇을 얻습니까? 

지금까지, 집단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진행한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집단 변호인은 변호사 수임료로 최대 $3,133,333,33까지, 소송 비용으로  $151,550.94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3,133,333.33를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집단 변호인의 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이 승인하는 모든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은 총 합의금에서 지급됩니다. 법원이 승인하는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이 요청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순 합의금에 적용되어 집단 소송인들에게 합의 이익으로 배분됩니다.  

또한, 이 사건에 이름이 등재된 집단 대표는 집단 대표 인센티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지급 사항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름이 등재된 

집단 대표들이 감수한 시간과 노력,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원고는 합의서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인 2022년 12월 11일의 늦어도 15일 전까지 변호사 

수임료, 비행, 인센티브 보상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시, 변호사 수임료 보상 

및 집단 대표 인센티브 보상에 대한 집단 변호인 신청서(“비용 지급 신청”) 사본은 합의 웹사이트와 

https://www.pacer.gov법원 전자 자료 일반인 접근 시스템(PACE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합의 

집단의 소송인들은 합의에 대한 일반 이의 제기 기한과 동일한 일자인 2022년 12월 11일까지 비용 

지급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 및 경비와 함께 집단 대표 인센티브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6. 합의서에서 본인을 제외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집단 소송인이고 합의서에서 본인을 제외하지 않으면, 귀하는 법원의 모든 

명령과 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며, 합의서의 청구 해제에도 법적으로 구속됩니다. 이것은, 집단 

소송인이 되어 합의 이익의 수령 대상이 되는 대가로써, 귀하는 해제된 피고들을(아래 정의) 

상대로 고소하거나, 고소를 계속 진행하거나, 어떠한 다른 소송에 가담할 수 없게 됨을 

뜻합니다. 해제된 피고에는 이 합의를 통해 해제된 당사자들과 같은 법적 청구 문제가 

관여되는 다이렉티비 그룹 지주회사, 다이렉티비 지주회사, 다이렉티비, 론스테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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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오디팅, 줄리 코헨 론스테인, 웨인 M. 론스테인이 포함됩니다. 

이 집단에 머무는 경우, 이 사건에 관한 어떠한 자기 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집단에 남는 것은 귀하가 포기하는 법적 청구 문제를 정확히 기술한 다음의 합의 조건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a) 최종 승인 시, 집단 소송인, 즉 집단 소송인의 부모, 자녀, 상속인, 후견인, 제휴자, 공동 

소유주, 변호인, 대리인, 관재인, 집행인, 수유자, 전임자, 승계자, 양수인, 수탁인, 모든 

종류의 대표자 자격, 주주, 파트너, 이사, 직원, 또는 계열사로서 집단 소송인의 파생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사람은,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이거나, 의심되거나 의심되지 않거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조건부거나 정해졌거나, 제4자 개정 소장에 기재된 혐의, 더 구체적으로 시그널 

오디팅이 수행한 어떠한 감사를 포함하여, 그러한 감사가 집단 기간 내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론스테인 법률사무소에 의한 어떤 행동을 초래했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이렉티비 또는 AT&T를 대표하는 론스테인 법률사무소에 의해 집단 소송인을 상대로 

한 상업적 남용에 관한 혐의 주장에서 기인하거나, 관련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된 

해제된 피고들 및 그 각각의 모든 청구 건, 요구, 부채, 법적 책임, 조치, 모든 유형 및 

성격의 소송 원인, 의무, 피해 보상, 손실, 비용을, 무조건적으로 및 전적으로, 번복 

불가하도록 해제하고 면제합니다. 

 

b) 전 단락에 규정된 해제된 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집단 소송인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1542장 및 미국의 모든 주 또는 영토의 유사한 법률 및 형평법 상의 규정과 권리, 

혜택을 상기 제6(a)항과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542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해제는, 채권자 또는 해제 주체가 해제를 수행할 당시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몰랐거나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채권자 

또는 해제 주체가 알았다면 채무자 또는 피해제 주체에게 중대하게 

영향을 주었을 청구 문제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집단 소송인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1542장 및 해제 제한에 관련된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또는 주 법률, 판례, 규칙 또는 규제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인정합니다. 그러한 포기 및 단념과 관련하여, 집단 구성원은 이 합의서에 기재된 해제 

발효 후, 각각의 구성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사실에 추가되거나, 

다르거나, 상반된 사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거나 밝혀질 수 있는 위험을 떠안는 것임을 

안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집단 소송인은 최종 승인 명령 및 판결의 효력으로, 추가되거나 

다르거나 상반되는 어떤 그러한 사실이 전술한 해제를 결코 제한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전적인 효력을 유지할 것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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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당사자들은 여기에 명시된 해제가 완전한 항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제된 청구권에 

기반한 어떠한 조치나 절차를 배제할 것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 상기와 같이 사용된 “해제된 피고”라는 용어는 모든 피고와 그들 각각의 현재 및 이전 

모회사와 자회사, 계열사, 부서, 현재 및 이전에 제휴된 개인 및 단체, 법적 승계자, 

전임자(각 피고가 인수, 매수 또는 흡수한 회사 포함), 양수자, 합작회사, 그들 각각의 

모든 최고 책임자, 파트너, 이사, 소유주, 주주, 고용인, 대리인, 지분 보유자, 사원, 관리자, 

당사자, 투자 자문가, 컨설턴트, 종업원, 대표자, 변호인, 회계사, 대부업체, 채권인수인, 

이익 집행자, 투자자, 펀드, 보험사, 그들 중 어느 누구 하에서 또는 의하거나 통하거나 

협력해서 행위 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e) 다이렉티비 피고에 의한 해제.  최종 승인 시, 다이렉티비 피고 및 다이렉티비 피고의 

파생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해제된 집단 소송인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번복 불가하도록, 영원히 해제, 단념, 면제하고, 

집단 기간 중 모든 해제된 집단 소송인들을 상대로 제기되었던 다이렉티비 서비스의 

상업적 남용 혐의에만 관련하여 각각 및 모든 청구건, 유치권, 요구, 소송, 소송 원인, 

권리, 도리, 의무, 피해 보상 또는 법적 책임에 대해 절차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거나, 

고소하는 것에서 영원히 금지됩니다. 전술한 문장에서 해제된 청구에는, 다이렉티비 

피고 및 다이렉티비 피고의 변호사, 직원, 대리인, 양수인,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등 

다이렉티비 피고들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한도까지 모든 청구를 포함하며, 

다이렉티비 피고들은 상업적 남용 혐의 또는 본 소송의 그 어떤 소장에서 주장된 사실적 

청구에 관련된 모든 기타 혐의에 관한 그 어떠한 권리를 어떠한 제3자나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양도하지 않았음을 진술합니다(AT&T 또는 다이렉티비 서비스에 대해 

미납한 것에 대한 부채의 일상적 추심은 제외). 이 해제는 다이렉티비 피고들과 어떠한 

합의 집단 소송인 사이에서 다이렉티비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소비자 조건 또는 

제공된 다이렉티비 서비스 요금을 다이렉티비 피고들에게 지불하는 문제에서 기인하는 

어떠한 분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제는 다이렉티비 피고들이 합의 

집단 소송인들의 상업적 남용 발생시 집단 기간 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합의 집단 

소송인 계정의 전환 그리고/또는 종료를 통해 합의 집단 소송인의 상업적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들의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사용하는 권리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해제된 집단 소송인”은 모든 합의 집단 소송인 및 그 각각의 현재 및 이전 모회사와 

자회사, 계열사, 부서, 현재 및 이전에 제휴된 개인 및 단체, 법적 승계자, 전임자(각 

피고가 인수, 매수 또는 흡수한 회사 포함), 양수자, 합작회사, 그들 각각의 모든 최고 

책임자, 파트너, 이사, 소유주, 주주, 고용인, 대리인, 지분 보유자, 사원, 관리자, 당사자, 

투자 자문가, 컨설턴트, 종업원, 대표자, 변호인, 회계사, 대부업체, 채권인수인, 이익 

집행자, 투자자, 펀드, 보험사, 그들 중 어느 누구 하에서 또는 의하거나 통하거나 

협력해서 행위 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해제된 청구, 해제된 피고들, 해제된 집단 소송인을 다룬 모든 조항을 포함하는 합의서 전문은 

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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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떻게 이 합의에서 본인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해제된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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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서(Opt-Out reque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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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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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어떻게 이 합의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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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info@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


 

질문 있으십니까? 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에 방문하거나 (866) 606-5908로 전화주십시오 

 

집단 소송 합의안 공지 

12 / 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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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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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언제 법원이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겁니까? 

법원은 합의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6일에 심리를 엽니다. 심리는411 

W. Fourth St., Santa Ana, CA 92701에 위치한Ronald Reagan Federal Business and United States 

Courthouse의 10층에 있는 10A호 재판정에서 Josephine L. Staton 판사 또는 법원이 배정하는 

다른 판사의 주재로 열립니다. 모든 최신 정보는 합의 웹사이트 또는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 출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합의 웹사이트와 

법원 웹사이트 cacd.uscourts.gov에서 확인하십시오. 

심리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심리 일자는 추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리 

일시에 관한 모든 최신 정보를 보려면, 합의 웹사이트, 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와 

법원 전자 자료 일반인 접근 시스템(PACER, https://www.pacer.gov)을 통해 열람 가능한 이 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을 참조하십시오.  

 

10. 어떻게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합의 웹사이트에서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원 문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50 

W. 1st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12에 위치한 First Street U.S. Courthouse의 8층에 있는 8호 

법정에서 이 소송에 있어서 제출된 모든 서류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PACER 

(http://www.pacer.gov)에 있는 법원의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본 소송에 관련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집행인에게 우편 Perez et al v. DirecTV et al., c/o Settlement Administrator, P.O. Box 

26170, Santa Ana, CA 92799 또는 전화 (866) 606-5908로 연락하시거나 집행인 웹사이트 

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알아보려면 집단 변호인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Katherine J. Odenbreit 

Mahoney Law Group, APC 

249 E. Ocean Boulevard, Suite 814 

Long Beach, CA 90802  

Telephone: (562) 590-5550 

Fax: (562) 590-8400 

Email: kodenbreit@mahoney-law.net 

 

Lisa L. Clay 

Lisa L. Clay, Attorney at Law 

2100 Manchester Road, Suite 1612 

Wheaton, IL 60187 

Telephone: (630)456-4818 

Email : lisa@clayat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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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으십니까? www.DirectvPerezClassSettlement.com에 방문하거나 (866) 606-5908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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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기 또는 판사에게 합의 또는 소송에 관하여 질문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