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의소송의소송의소송의 현재현재현재현재 진행진행진행진행 상황은상황은상황은상황은 어떻습니까어떻습니까어떻습니까어떻습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2016년 2월 3일자로, 판사가 합의금의 배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 배분금과 쿠폰 

코드가 확인된 청구자에게 우편으로 2016년 6월 27일자로 발송되었습니다.  

 

합의로합의로합의로합의로 인해인해인해인해 무엇을무엇을무엇을무엇을 제공제공제공제공 받게받게받게받게 됩니까됩니까됩니까됩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대한항공은 집단소송 배상금으로 총 6천 5백만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3천 9백만 달러는 

현금으로 2천 6백만 달러는 향후 항공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제공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현금 

1천 1백만 달러와 향후 항공 여행용 쿠폰으로 1천만 달러를 포함하는 집단소송 배상금으로 총 2천 1백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현금과 쿠폰은, 법원이 승인한 변호사 수임료 및 경비를 제외하고, 적격의 총 달러 

구매액에 기반하여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한 집단소송 구성원들에게 비례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지급액은지급액은지급액은지급액은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계산됩니까계산됩니까계산됩니까계산됩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현금과 향후 항공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적격의 총 달러 구매액에 기반하여 기한 내에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한 집단소송 구성원들에게 비례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귀하가 받는 지급액은 합의 계약에 

따라 귀하가 청구한 항공권의 총 금액을 청구된 모든 항공권의 총 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되었습니다. 

집단소송 기간 중에 총 347,359매의 항공권이 집단소송 구성원에 의해 청구되었습니다.  

 

제제제제 수표가수표가수표가수표가 분실분실분실분실/손상손상손상손상/파기되었습니다파기되었습니다파기되었습니다파기되었습니다. 대체대체대체대체 수표를수표를수표를수표를 받으려면받으려면받으려면받으려면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해야해야해야해야 합니까합니까합니까합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아래 주소로 수표 재발행 신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P.O. Box 2436 
Faribault, MN 55021 

원본이 있으면, 반드시 손상된 원본 수표를 동봉하고 수표 전면에 "무효"라고 기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편지의 본문에 귀하의 이름, 현재 주소 및 "수표 재발행 신청" 문구를 포함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재발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수표 재발행은 4-6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수표를 재발행하기 전에, 저희가 원본 수표에 대해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되므로 분실/손상/파기된 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되는 경우 당해 수표가 부도수표로서 반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이고인이고인이고인이 된된된된 집단소송집단소송집단소송집단소송 구성원에게구성원에게구성원에게구성원에게 합의합의합의합의 수표가수표가수표가수표가 재발행되도록재발행되도록재발행되도록재발행되도록 하려면하려면하려면하려면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해야해야해야해야 합니까합니까합니까합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먼저 수표를 현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십시오 – 수익자/유언 집행자로서 귀하의 자격에 대한 

적절한 문서를 제시하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줄 것입니다.  

 

은행이 수표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신용지시서 및 수익자/유언 집행자로서 귀하의 자격에 

대한 증거와 함께 수표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P.O. Box 2436 
Faribault, MN 55021 

반드시 귀하의 이름, 현재 주소, 고인이 된 청구자의 사망증명서 사본 1부를 포함시키고, 편지 본문에 "수표 

재발행 신청"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표 재발행은 4-6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결혼결혼결혼결혼, 이혼이혼이혼이혼 등으로등으로등으로등으로 제제제제 이름이이름이이름이이름이 바뀌었습니다바뀌었습니다바뀌었습니다바뀌었습니다. 다른다른다른다른 이름으로이름으로이름으로이름으로 새새새새 수표를수표를수표를수표를 발행발행발행발행 받으려면받으려면받으려면받으려면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해야해야해야해야 합니까합니까합니까합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먼저 수표를 현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십시오 – 많은 금융기관들은 귀하가 적절한 이름 변경 증거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줄 것입니다.   

 

은행이 수표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신용지시서 및 귀하의 이름 변경 증거 문서와 함께 

수표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P.O. Box 2436 
Faribault, MN 55021 

  

편지의 본문에 반드시 귀하의 옛 이름과 현재 이름 모두, 현재 주소, 그리고 "수표 명의인 이름 변경 신청" 

문구를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표 전면에 "무효"라고 기재한 다음, 수표를 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원본 수표를 취소하고 새로운 수표를 다시 발행할 것입니다.    

결혼이나 이혼의 경우, 혼인 증명서/이혼 판결문 또는 옛 이름과 새로운 이름이 표시된 유사 서류의 사본 

1부를 동봉하셔야 합니다.   증빙 문서가 있으면 사본만 보내주십시오. 이들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표 

재발행은 4-6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주소를주소를주소를주소를 업데이트업데이트업데이트업데이트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모든 주소 업데이트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소 변경 신청서를 서면으로 다음 주소로 제출해 

주십시오: Korean Air Passenger Antitrust Litigation, P.O. Box 2436, Faribault, MN 55021.  

 

나의나의나의나의 쿠폰쿠폰쿠폰쿠폰 내용에내용에내용에내용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알고알고알고알고 싶습니다싶습니다싶습니다싶습니다. 도와주실도와주실도와주실도와주실 수수수수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쿠폰에 관한 모든 문의는 쿠폰 관리자인 Chicago Clearing Corporation에 다음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Chicago Clearing Corporation 

Attn(수신): Coupons(쿠폰 담당) 

404 South Wells Street, Suite 600 
Chicago, IL 60607 

웹 사이트: kpacoupons.com 

팩스: (312) 204-6980 

 

더더더더 자세한자세한자세한자세한 정보는정보는정보는정보는 어디에서어디에서어디에서어디에서 얻을얻을얻을얻을 수수수수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법원에 제출된 법적 문서를 포함하여 합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웹 사이트에서 법원 문서를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주소로 합의 관리자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P.O. Box 2436 
Faribault, MN 55021 

 

쿠폰에 대한 모든 내용은 Chicago Clearing Corporation의 웹 사이트 www.kpacoupons.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주소로 쿠폰 관리자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Chicago Clearing Corporation 

Attn(수신): Coupons(쿠폰 담당) 

404 South Wells Street, Suite 600 
Chicago, IL 60607 

 

 

이이이이 소송에소송에소송에소송에 대한항공만대한항공만대한항공만대한항공만 포함되나요포함되나요포함되나요포함되나요, 아니면아니면아니면아니면 아시아나아시아나아시아나아시아나 항공도항공도항공도항공도 포함됩니까포함됩니까포함됩니까포함됩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합의소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 소송에서소송에서소송에서소송에서 저를저를저를저를 대리해줄대리해줄대리해줄대리해줄 변호사가변호사가변호사가변호사가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예,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와 집단소송의 다른 구성원들을 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호사와 로펌을 

지명했습니다.  

Susan G. Kupfer 

Glancy Prongay & Murray LLP 

1808 Sixth Street 

Berkeley, CA 94710 

Jeff S. Westerman 

Westerman Law Corp. 

1875 Century Park East, 22
nd

 Floor 

Los Angeles, CA 90067 



Marc M. Seltzer 

Susman Godfrey L.L.P.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950 

Los Angeles, CA 90067 

 

법원은법원은법원은법원은 언제언제언제언제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어디에서어디에서어디에서어디에서 합의에합의에합의에합의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최종최종최종최종 승인을승인을승인을승인을 내릴내릴내릴내릴 지지지지 결정했습니까결정했습니까결정했습니까결정했습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대한항공과의 합의는 2013년 12월 2일에 열린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2011년 

7월에 아시아나항공과 합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가 

개인/단체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 항소 사건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수표와수표와수표와수표와 향후향후향후향후 여행에여행에여행에여행에 쓸쓸쓸쓸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쿠폰을쿠폰을쿠폰을쿠폰을 우편으로우편으로우편으로우편으로 다른다른다른다른 나라로나라로나라로나라로 보낼보낼보낼보낼 수수수수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답변답변답변답변: 

예, 수표와 향후 여행에 쓸 수 있는 쿠폰 코드를 우편으로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