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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소송 계속 통지서 
 

대상:  2003년부터 2020년 사이에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근거로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TLC)에게 면허 정지 통보를 받은 모든 택시 또는 서비스 차량(FHV) 

운전자(이하 '소송집단'으로 총칭). 
 

이 통지서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의 절차에 따라 귀하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의 번역본은 WWW. TLCSUSPENSIONCASE.COM에서 열람하여 

주십시오. 
 

이 통지서는 현재 미국 연방지방법원 뉴욕 남부 지부에서 뉴욕시와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 임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두 건의 관련 소송에서 

귀하가 '소송집단'의 구성원일 수 있음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법원이 해당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인정하였고, 2003년 6월 

28일부터 2020년 2월 18일 사이에 체포된 사실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뉴욕시가 공청회를 통지하고 시행한 방식에 위헌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귀하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귀하에게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 참여를 위해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는 

현재 없습니다.   
 

이 통지서는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소송 내용 

2. 집단의 구성원인 귀하에게 주어지는 권리 

3. 귀하의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권 유무 

4. 귀하가 취해야 할 수 있는 조치 

5. 추가적인 법원 절차 

6. 소송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1. 소송 내용 
 

 현재 Nnebe 외 대 Daus 외(사건 번호 06-cv-4991), Stallworth 외 대 Joshi 

외(사건 번호 17-cv-7119)의  소송 두 건이 있습니다.   
 

원고 Jonathan Nnebe, Eduardo Avenaut, Khairul Amin, Anthony Stallworth, Parichay 

Barman, Noor Tani는 뉴욕 택시 근로자 연맹(New York Taxi Workers Alliance, NYTWA)과 

함께 피고가 특정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실에 근거하여 TLC이 면허를 정지한 

운전자에게 시행한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면허 정지 후 

통지, 그리고 운전자의 범죄 사건이 미결 상태일 때 정지된 면허를 회복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에 미국 제 2지역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은 피고가 (1) 통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공청회의 

특성을 적절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2) 공청회에서 운전자에게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면허 

정지 운전자의 권리를 부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법원은 해당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인정했습니다.  집단 소송에서는 한 

명 이상의 개인이 '대표'가 되어 유사한 안건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그 외 '집단 

구성원'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는 원고인 Jonathan Nnebe, 

Eduardo Avenaut, Khairul Amin, Anthony Stallworth, Parichay Barman, Noor Tani이며 각 

당사자는 체포 후 TLC로부터 택시 또는 서비스 차량(FHV) 운행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2년 3월 지방법원은 2003년 6월 28일부터 2020년 2월 18일 사이에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실에 근거하여 TLC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모든 택시 또는 서비스 



 

 

차량 운전자 집단을 소송제기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지방 법원은 금전적 

배상 청구권이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집단 구성원에 해당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명목상 

1달러 이상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 집단의 구성원인 귀하에게 주어지는 권리 
 

 귀하가 이 통지서를 받은 이유는 법원이 이 소송의 집단을 인정했고 귀하가 

권리를 침해받은 집단 구성원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집단 소송은 기소의 한 

유형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여 해당 단체 전원에 대한 금전적 손해 배상이나 다른 구제를 

얻기 위해 기소하는 행위입니다.  지방 법원은 이번 기소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 23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Richard J. Sullivan 판사가 이 집단 소송을 담당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해당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법적구속력을 가집니다.  

귀하가 아래 명시된 절차를 따라 제외를 요청하지 않고, 귀하가 2003년 6월 

28일부터 2020년 2월 18일 사이에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실로 인해 TLC에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귀하는 해당 집단에 포함되게 됩니다.   
 

해당 집단은 집단 변호인단으로 지명된 Daniel L. Ackman, David T. Goldberg, 

Shannon Liss-Riordan이 대표하게 되며 변호인단의 연락처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귀하는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귀하의 금전적 보상 수령 자격 여부 
 

 모든 집단 구성원은 명목상의 금전 보상으로 1달러를 수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집단의 개별 구성원이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개인이 면허를 회복할 때 적절한 공청회, 그리고 적절한 공청회를 진행할 

권리를 안내하는 적절한 통지를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소송에는 집단 구성원의 과거 미결 범죄 사건이 계속 중일 때 해당 구성원의 TLC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대중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큰 위협을 가했을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피해 보상 금액은 TLC의 위헌적인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받은 손해 증거를 일부 근거로 삼아 중립적 의사 결정자가 

판단합니다.  피고는 집단 구성원이 제시한 증거와 금전적 피해 보상 소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취해야 할 수 있는 조치 
 

 귀하는 집단 구성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명목상의 손해 배상과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 배상 획득 기회를 얻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단 



 

 

구성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 집단에서 제외(또는 탈퇴)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단에서 제외되면 

귀하는 합의또는 회복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승소 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자비로 선임해야 합니다. 
 

집단에서 제외되고 싶다면 첨부된 집단 제외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집단에서 제외되기로 한 경우, 작성한 양식을 2022년 7월 18일 이전에 

소인을 찍어 제 1종 우편이나 익일 속달 우편을 통해 집단 변호인단(Shannon 

Liss-Riordan, Lichten & Liss-Riordan, 729 Boylston Street Suite 2000, Boston MA 02116)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는 작성한 양식을 2022년 7월 18일까지 

tlcsuspensioncase@llrlaw.com으로 이메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법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5. 추가적인 법원 절차 
 

 상기된 바와 같이 법원은 원고에 호의적으로 사건 판결을 내렸으며 집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법원은 개별적인 공청회를 통해 금전적 손해 배상 수령 

자격이 있는 집단 구성원,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을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6.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 
 

이 통지서는 요약서일 뿐이며 양 당사자의 주장과 변호 내용을 완전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송의 답변서와 모든 기타 기록에 관하여 Daniel Patrick 

Moynihan U.S Courthouse(500 Pearl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7)에서 정규 운영 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집단 변호인단에 

이메일(tlcsuspensioncase@llrlaw.com), 우편(Shannon Liss-Riordan, Lichten & Liss-Riordan, 

P.C., 729 Boylston Street, Suite 2000, Boston, MA 02116) 또는 전화(929-477-92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Shannon Liss-Riordan 
Lichten & Liss-Riordan, P.C. 

729 Boylston Street, Suite 2000 
Boston, MA 02116 
www.llrlaw.com 

 
Daniel Lee Ackman  

Law Office of Daniel L. Ackman 
165 Broadway, 23rd Floor 

New York, NY 10006 
www.danackmanlaw.com 

이메일: dan@danackmanlaw.com 

 
David Thomas Goldberg 

Donahue & Goldberg, L.L.P. 

http://www.llrlaw.com/
http://www.danackmanlaw.com/
../!_Out/dan@danackmanlaw.com


 

 

240 Kent Ave.  
Brooklyn, NY 11249 

 

7.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 통지서가 이전 주소로 발송되었거나 귀하가 이사할 예정인 경우, 향후 

통지서 및/또는 주장 증명 양식 수령을 위해 최근 주소를 집단 변호인단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이 통지서를 

폐기하셔도 좋습니다. 주소 변경 사항은 이메일(tlcsuspensioncase@llrlaw.com)이나 

우편(Lichten & Liss-Riordan, 729 Boylston Street Suite 2000, Boston MA 02116)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415-630-2655)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집단 소송 제외 요청서 

Nnebe 외 대 Daus 외 (사건 번호 06-cv-4991) 

Stallworth 외 대 Joshi 외  (사건 번호 17-cv-7119) 

 

이 안내문을 읽으십시오. 

이 양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단 소송의 구성원 신분을 

유지하고 명목상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으신 분은 본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단 소송에서 제외되고 싶다면 이 양식을 작성하고 2022년 7월 1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정보: 다음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LC 면허 번호: _________________ 

거리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하는 상자에 선택 표시하고 서명하십시오. 

 

 본인은 이 소송의 집단에서 제외되고 싶습니다.  본인은 다음 사항을 

이해합니다. (1) 본인은 이 소송의 재판이나 합의의 결과로 집단이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 구제책에서 지분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2)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에도소송 결과는 본인에게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3) 비용을 부담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 
 

제출 안내문 

 

이 양식은 2022년 7월 18일 이전까지 tlcsuspensioncase@llrlaw.com으로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Lichten & Liss-Riordan, 729 Boylston Street Suite 2000, Boston MA 02116으로 

우송하되 소인의 날짜는 2022년 7월 1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법원으로 

우송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