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TON COUNTY SUPERIOR COURT (서스턴 카운티 상급 법원)
Liang, et al. v. State of Washington Dep’t of Social & Health Services (DSHS), et al.
"혜택 공유(shared benefit)" 규칙에 따라 DSHS 에 의해 유급 간병 시간이 줄어든 수혜자를
간병하신 현직 또는 전직 개인 서비스 제공자(Individual Provider, IP)는 집단소송 합의에 따른
지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본 통지를 승인하였습니다. 본문은 변호사의 의뢰인 모집 광고가 아닙니다.
합의에 따라, 2014 년 3 월 7 일부터 2021 년 2 월 28 일 사이 DSHS 의 "혜택 공유" 규칙으로 인해
유급 간병 시간이 줄어든 수혜자에게 개인 간병을 제공한 개인 서비스 제공자(IP)들의 청구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1 억 1,600 만 달러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합의는 혜택 공유 규칙으로 인해 IP 가 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전액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한
소송을 해결하고, IP 에게 돈을 지급하며, 소송이 계속됨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귀하와 같은
IP 에게 돈을 지급하며, DSHS 및 기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귀하의 법적 권리는 귀하가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본 통지서를 주의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IPWageSettlement.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합의안과 관련하여 귀하가 갖는 법적 권리와 선택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받았다면
현금으로
바꿉니다.
본인을
제외합니다
이의 제기

이 소송을 유지합니다. 특정 권리를 포기합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면 집단 소송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합의가 승인되고
귀하께 지분이 있다면 수표로 받으시게 됩니다. 섹션 9-13 을 참조하십시오.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시거나 입금하시면 이번 일의 영향을 받은 수혜자를 위해 현재 또는
과거에 일하시고 수혜자를 일정 정도 간병하였으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셨음을 증명하시게 됩니다. 이 확인은 아래 섹션 13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시면 해당 금액은 다른 IP 에게 재분배되며, 귀하는 이
합의에서 보상해주는 청구금에 대해 DSHS 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시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빠집니다 아무 혜택도 받지 않습니다. 권리를 유지합니다.
이 합의에서 빠지시거나 "참여 거부(opt out)"를 하시면 합의금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따로 DSHS 에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유지됩니다. 참여
거부를 선택하시려면 2022 년 7 월 22 일까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법원에 말씀하십시오.
제안된 합의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제출하시거나 법원에 출두하여 귀하의 이의 제기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거부와 합의 이의 제기를 모두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

귀하의 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 기한은 본 통지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아직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고 항소가 해결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십시오.

www.IPWageSettlement.com. ﺗﺘﻮﻓﺮ ﻧﺴﺨﺔ ﻣﻦ ھﺬا اﻹﺷﻌﺎر ﺑﺎﻟﻠﻐﺔ اﻟﻌﺮﺑﯿﺔ ﻋﻠﻰ اﻟﻤﻮﻗﻊ اﻹﻟﻜﺘﺮوﻧﻲ
. ﻣﻮﺟﻮد اﺳﺖwww.IPWageSettlement.com. �ﮏ �ﺴﺨﻪ از اﯾﻦ اﻃﻼﻋ�ﻪ بﻪ ز�ﺎن ﻓﺎر� در
ਇਸ ਨੋਿਟਸ ਦਾ ਪੰਜਾਬੀ ਅਨੁ ਵਾਦ www.IPWageSettlement.com.'ਤੇ ਉਪਲਬਧ ਹੈ। · Версия эт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доступна на www.IPWageSettlement.com. · Nuqulka
Ogeysiiskan oo Af-Soomaali ah ayaa laga heli karaa www.IPWageSettlement.com. · kMENCa PasaExµr
´nesck∂ICUndMNwgenH KW/acrk◊nenA www.IPWageSettlement.com. · Una versión en español de este aviso
está disponible en www.IPWageSettlement.com. · Версія цього Повідомлення доступна
українською тут www.IPWageSettlement.com.. · Một phiên bản của Thông Báo này hiện có bằng
Tiếng Việt tại www.IPWageSettlement.com. · 此通知函的中文版位于 www.IPWageSettlement.com.
。· 이 알림 버전은 www.IPWageSettlement.com 에서 한국어로 이용가능합니다. · ਇਸ ਨੋਿਟ ਸ ਦਾ
ਪੰਜਾਬੀ ਅਨੁ ਵਾਦ www.IPWageSettlement.com. 'ਤੇ ਉਪਲਬਧ ਹੈ।
질문이 있나요? www.IPWageSettlement.com 을 방문하거나 1-888-964-0102 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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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1. 제가 이 통지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워싱턴주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DSHS) 기록 상, 귀하께서는
2014 년 3 월 7 일부터 2021 년 2 월 28 일 사이의 어느 시점에 DSHS 와 현재 또는 과거에 계약한
개인 서비스 제공자(Individual Provider, IP)로서 어떤 수혜자에게 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그 수혜자가 DSHS 의 CARE 평가에서 한 가지 이상의 개인 간병 작업에 대해 "혜택
공유" 지위를 가진 자로 결정됨에 따라 유급 간병 시간이 줄어든 수혜자였기 때문에 이 통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법원은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합의안과 귀하의 법적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귀하에게 이 통지서를 보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Liang 등 대 워싱턴주 등(Liang, et al. v. State
of Washington, et al.), No. 20-2-02506-34 으로 알려진 이 소송은 워싱턴주 Thurston(서스턴) 카운티
상급 법원(Washington Superior Court for Thurston County)에서 계류 중이며, 일부 IP(본
통지서에서는 "원고"라 함)가 워싱턴주, DSHS 및 DSHS 장관(본 통지서에서는 이들을 함께
"DSHS"라 함)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2. 무엇에 관한 소송입니까?
원고는 2014 년 3 월 7 일부터 2021 년 2 월 28 일 사이에 DSHS 가 일부 IP 에게 급여를 전액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DSHS 가 IP 와 수혜자, 또는 같은 가정 내에 있는 여러
명의 수혜자가 식사 준비, 쇼핑, 가사, 목재 공급 등 IP 가 수행한 일부 개인 간병 작업의 혜택을
공유하였다고 판단하여 유급 간병 시간을 줄였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
소송은 원고들이 IP 가 돈을 받지 못하고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작업에 대해 주 계약 및 임금
법률에 따라 급여와 기타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DSHS 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부인하고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 집단 소송이란 무엇입니까?
집단 소송은 이름을 기재한 원고들이 본인 및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경우, 원고는 Sylvia Liang, Manuel Brito, Shazia Anwar 의 세 IP 입니다. 다른
IP 들은 "집단 구성원(class members)"이라고 합니다. 집단 소송에서는 한 법원이 집단에서 스스로
빠진 이들을 제외한 모든 집단 구성원의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제시된 합의만을 목적으로 한 집단 소송임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을
원고 청구의 본안(merit)을 결정할 목적을 가진 집단 소송으로 증명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든 합의를 최종 승인하지 않으면, 합의 집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소송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합의가 적용되는 IP 들은 합의 집단에서 스스로 빠진
이들을 제외하고 "합의 집단 구성원(Settlement Class Members)"이라고 합니다.
4. 합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측은 법원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법원은 어느 쪽에도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재판과 항소에 관련된 비용과 지연, 위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오랜 조사와 정보 교환 후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 섹션 10 에
설명된 계산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합의 집단 구성원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원고들과 그 변호사들(집단 변호인단, Class Counsel)은 합의를 하는 것이 모든 합의 집단
구성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며 합의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나요? www.IPWageSettlement.com 을 방문하거나 1-888-964-0102 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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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합의에 참여합니까?
5. 합의 집단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합의 집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DSHS 가 대리인들을 통해 CARE 평가에서 한 건 이상의
IADL 과 관련하여 '혜택 공유' 지위를 가진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재택 간병 시간이 줄어든
수혜자에게 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DSHS 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전현직 IP"
6. 저는 합의 집단에 포함됩니까?
예, 귀하께서 참여 거부를 하시지 않는 한 포함됩니다(섹션 15-16 참조). DSHS 기록 상, 집단 소송
기간 동안 DSHS 가 CARE 평가를 통해 한 건 이상의 개인 간병 작업에서 수혜자가 "혜택 공유"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귀하께서 서비스를 제공하신 한 명 이상의 수혜자에
대하여 승인된 간병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어 이 통지서를 귀하께 보내드렸습니다.
7. 제가 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했지만 합의 집단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께서 이 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하셨지만 DSHS 가 수혜자 지위를 "혜택 공유"로 평가함에
따라 집단 소송 대상 기간에 간병 승인 시간이 줄어든 DSHS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합의 관리자(888-964-0102)에게 문의해주십시오.
합의 혜택 - 귀하께서 받으시는 것
8. 합의를 통해 무엇이 제공됩니까?
DSHS 는 합의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지불금, DSHS 와 IP 의 지불 급여세, 집단 변호인단 선임료 및
비용, 합의 행정 처리 및 통지 비용, 필요한 경우 조합비 지불에 쓰일 $116,068,000 를 지불할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9. 저는 얼마를 받게 됩니까?
귀하께 지급될 예상 금액은 [관리자 제공]입니다. 다른 합의 집단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귀하는
집단 소송 대상 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한 시간 수와 해당 시간에 적용되는 임금률을
기준으로 안분비례한 자기 몫의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10. 나의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었습니까?
당사자들은 DSHS 기록을 토대로 각 합의 집단 구성원 개인의 지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DSHS 가 어떤 수혜자를 "혜택 공유"로 평가했는지, 어떤 IP 가 그
수혜자를 간병했는지, "혜택 공유" 지위로 인해 승인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혜택 공유" 작업에 어떤 유급 서비스 제공자가 배정되었는지, 주에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합의금 중 귀하의 몫은 귀하의 미지급 급여를 전체 합의 집단 구성원의 미지급 급여로 나눈 다음
$1 억 500 만을 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1 억 500 만은 총 합의금에서 DSHS 의 지불 급여세, 집단
변호인단 선임료 및 비용, 합의 행정 처리 및 통지 비용, 기타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에서
미지급 급여는 이중 손해배상이나 이자를 제외하고 "혜택 공유"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질문이 있나요? www.IPWageSettlement.com 을 방문하거나 1-888-964-0102 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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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수에 해당 급여율(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 포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 달에 한
수혜자에게 여러 명의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혜택 공유"가 적용된 경우, 미지급 시간은
이들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안분비례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다른 집단 구성원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거나 다른 합의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경우,
귀하는 나머지 전체 합의금 중에서 안분비례로 귀하가 받아야 할 몫에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최대 두 번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나의 예상 지급 금액이 다른 사람의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의금은 전체 배상 금액 중 각 IP 의 예상 손해 배상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즉
안분비례하여) 합의 집단 구성원에게 배분됩니다. 개인 합의 금액은 2014 년 3 월 7 일에서 2021 년
2 월 28 일 사이 IP 가 근무한 기간, 승인된 시간에서 "혜택 공유"로 인해 줄어든 간병
시간(수혜자의 총 간병 시간과 DSHS 의 "혜택 공유" 결정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IP 의
임금률, 초과근무 적용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2. 나의 예상 지분이 0 이 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DSHS 의 기록 상 귀하가 아닌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수혜자의 간병 계획에서 "혜택 공유" 작업에
배정된 경우, DSHS 가 수혜자의 "지위"를 "혜택 공유"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DSHS 가 평가한
혜택 공유 기간이 집단 소송 기간에서 벗어난 경우, 귀하는 합의 집단 구성원이지만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합의 조건 중 또 어떤 내용이 중요합니까?
확인: 귀하께서 본인의 합의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입금하시면 다음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됩니다:
1. 귀하께서는 과거 또는 현재에 "혜택 공유"로 인해 월간 재택 개인 간병 서비스가 축소된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입니다.
2. 귀하께서는 DSHS 의 데이터 상 혜택 공유로 인해 서비스 시간이 조정된 수혜자에게 재택
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셨고, 해당 월간 및 연간 혜택 공유 조정 시간은 귀하의 합의금
지분을 (안분비례로) 계산하기 위해 계산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이 조정 시간은 본 통지서
9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해당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재분배: 귀하 몫의 합의금(및 그 이자)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입금하지 않으시면 다른 합의 집단
구성원에게 재분배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합의 집단 구성원이 자신의 합의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합의 집단에게 재분배됩니다(귀하께서 참여 거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귀하도
포함됩니다). 재분배는 두 차례 이루어집니다. 두 차례 재분배 후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지급
금액은 워싱턴 주에 반환됩니다.
지불 급여세: 귀하의 합의금은 소득세 및 지불 급여세를 제해야 하는 미지급 급여입니다. 합의
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W-2 양식으로 IRS 에 보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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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귀하께서 현재 SEIU 775 의 회원이시거나 IP 로서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으셨을 때
회원이셨다면, 합의 관리자는 귀하께서 SEIU 775 회원이셨던 기간의 월 지급금에서 3.2%를
공제하고 이를 조합에 지급할 것입니다.
합의 필요조건: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Medicaid 를 운영하는 연방 기관이 합의 지불금
전액에 상응하는 연방 기금이 제공될 거라는 확인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 확인은 2021 년
12 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워싱턴주 입법부에서 합의금을 전액 제공해야 했습니다. 입법부는
2022 년 3 월 이를 수행하였으며 2022 년 3 월 31 일 주지사가 예산에 서명했습니다.
참여 거부: 집단 구성원 중 합의 참여를 거부한 사람이 3%를 초과하면 DSHS 가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14. 합의 집단에 계속 참여하면 어떤 영향이 발생합니까?
귀하께서 합의 집단에서 빠지지 않는 한(아래 섹션 15 에서 설명), 귀하는 합의 집단에 남아있게
됩니다. 법원은 합의를 승인하면 "재소가 불가능한" 사건으로 이 소송 사건을 각하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귀하를 포함하여 이 소송에서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청구는 영구적으로
기각됩니다. 즉, 법원의 기각 명령이 내려지면, 워싱턴주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RCW
49.46, 임금 리베이트법(Wage Rebate Act), RCW 49.52,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의무에 따른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 또는 합의 집단 구성원이 2014 년 3 월 7 일에서 2021 년 2 월 28 일 사이에
발생한 고소 사실 및 혐의를 토대로 청구했거나 청구할 수 있었던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징벌적
손해배상, 이중 손해배상, 변호사 선임료, 이자에 대하여 DSHS 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청구가
"면제"되면, 이 면제가 적용되는 개인은 면제가 인정된 청구 건에 대하여 나중에 워싱턴주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DSHS 및 그 대리인 등)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DSHS 는 또한 합의 집단 참여를 거부하지 않은 원고와 합의 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IP 의 계약 의무 위반 청구, 합의 집단 구성원이 혜택 공유 규칙과 관련해서
승인되지 않은 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합의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계약
상 조치 등 본 소송과 관련해서 주장되었거나 주장될 수 있었던 모든 청구를 면제해 줍니다.
합의 집단 불참
본 사안의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직접 DSHS 를 고소할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합의 집단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합의 집단에서 빠지는 것은 합의 집단 "참여 거부"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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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합의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의에 참여하지 않으시려면 먼저 미국 퍼스트 클래스 우편(First Class United States Mail)을 통해
본 통지서에 제공된 양식을 작성하고
Liang v. State of WA: IP Wage Settlement
c/o JND Legal Administration
PO Box 91373
Seattle, WA 98111
귀하의 이름과 현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함께 기재해서 다음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참여 거부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참여 거부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2022 년 7 월
22 일까지의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기한 내에 유효한 합의 집단 참여 거부 요청을 제출하셨다면, 귀하는 합의안에 따른 혜택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되며,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였을 때 합의 조건이나 청구 면제 또는 기각이 귀하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귀하는 또한 공소시효 내에 청구를 제기했다면 향후 DSHS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대상으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합의 집단 참여를 거부하시려면, 귀하의 청구에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16. 합의 집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합의 집단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이 합의에서 어떠한 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변론에 의거해 같은 청구 건으로 DSHS 에 다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계속
진행하시거나 다른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
귀하는 법원에게 합의 또는 그 합의의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17. 법원에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께서 합의 집단에 참여하신 경우, 합의의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의견을 심사할 것입니다. 귀하는 2022 년 7 월 22 일까지 2000 Lakeridge
Dr. SW, Bldg. 3, Olympia, WA 98502 로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2022 년 7 월 22 일까지 이의 제기서 사본을 원고측 변호인과 DSHS 의 변호인에게 아래 우편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Jennifer Robbins
Darin M. Dalmat
Sarah E. Derry
Barnard Iglitzin & Lavitt
18 W. Mercer St., Suite 400
Seattle, WA 98119

William McGinty
Dan Judge
Margaret McLean
Sara L. Wilmot
Attorney General’s Office
P.O. Box 40124
Olympia, WA 9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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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이의 제기서에는 귀하의 이름과 현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이의 제기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최종 심리에 직접 참석하여 귀하의 이의 제기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심리는 아래 날짜와 시간에 실시됩니다. 귀하는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심리에서
귀하를 대변하게 하고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합의 집단 구성원은 이 절차를 통해서만 본 소송의 결정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18.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와 참여 거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의 제기는 단순히 합의의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법원에 말하는 것입니다. 합의 집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집단 참여 거부는 법원에 합의 집단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여를 거부하시면 해당 소송이 더 이상 귀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실 근거가 없습니다.
귀하를 대변하는 변호사
19. 이 소송에서 저를 대변해줄 변호사가 있습니까
법원은 Barnard Iglitzin & Lavitt LLP 가 귀하와 모든 합의 집단 구성원을 대변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본 소송에서 "집단 변호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들의
업무와 경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workerlaw.com 에서 확인하십시오. 귀하에게 이 변호사
선임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입장을 대변할 개인 변호인이 필요할 경우 귀하가 비용을
부담하고 고용할 수 있습니다.
20. 수임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집단 변호인은 법원에 수임료 및 소송 비용으로 법원에 $1,625,000(합의금의 1.4%)를 승인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금액이 승인되면 총 합의금에서 지불될 것입니다. 2021 년 9 월 17 일
이후 법률 작업 비용이 집단 변호인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발생한다면 법원에 수임료 보충을 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단 변호인이 이 요청을 했을 때 DSHS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집단 변호인의 수임료 및 비용 요구의 전체나 일부를 거부하더라도 합의는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의 공정성 심리
21. 공정성 심리란 무엇입니까?
2022 년 9 월 16 일 오전 9 시. 서튼 카운티 상급법원(Thurston County Superior Court), 2000 Lakeridge
Dr. SW, Bldg. 3, Olympia, WA 98502 에서 법원은 합의안의 공정성, 적절성, 타당성을 결정하고
최종 승인을 내릴 것입니다. 최종 합의 승인 심리 날짜와 시간은 추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www.IPWageSettlement.com 에서 합의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시거나 합의
관리자에게 무료 전화 888-964-0102 으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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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정성 심리에 참석해야 합니까?
아니요,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는 한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합의 참여 거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집단 변호인이 심리에서 귀하를 대변할 것입니다. 귀하의 본인 부담으로 심리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의를 제출하셨다면 법원에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내에 이의
제기서를 보내셨다면 법원이 심사할 것입니다. 귀하는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의 제기 심사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3. 공정성 심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기한 내에 이의 제기를 하셨다면 법원에게 공정성 심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의 제기서에 "공정성 심리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I intend to
appear at the fairness hearing)"라는 문구를 넣어주십시오. 귀하의 증언 내용은 귀하의 이의 제기
사유로 제한됩니다. 합의 참여를 거부하셨다면 심리에서 발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 얻기
24. 합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본 통지서는 합의안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합의 내용은 888-964-0102 에 전화하시거나
www.IPWage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888-964-0102 로 전화를 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합의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Liang v. State of WA: IP Wage Settlement
c/o JND Legal Administration
PO Box 91373
Seattle, WA 98111
또는 www.IPWageSettlement.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합의와 참여 거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기타 합의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질문이 있나요? www.IPWageSettlement.com 을 방문하거나 1-888-964-0102 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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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HS 데이터의 혜택 공유 조정 시간 요약
귀하의 합의금 지분을 계산하기 위해 이용된 월간 및 연간 DSHS 데이터에 포함된 혜택
공유 조정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자 제공]

질문이 있나요? www.IPWageSettlement.com 을 방문하거나 1-888-964-0102 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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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거부 요청
Liang, et al. v. Wash. State Dep’t of Social and Health Servs., Case No. 20-2-02506-34
Thurston County Superior Court (서스턴 카운티 상급 법원)
[연락처 정보]
위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면 아래에서 정보를 갱신해주십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가 없다면 'none(없음)'을 적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에 서명하고 본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은 IP 혜택 공유 합의 참여를 거부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합의 집단 참여를 거부하시려면 본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신 후 2022 년 7 월 22 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다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Liang v. State of WA: IP Wage Settlement
c/o JND Legal Administration
PO Box 91373
Seattle, WA 98111

질문이 있나요? www.IPWageSettlement.com 을 방문하거나 1-888-964-0102 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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