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정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중앙 지부
해리 한과 제임스 홍, 개인으로서 자신 및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모든 타인들을 대신함,

사건 번호: BC468669
스테판 줄리거 판사

원고
집단 소송에 대하여 제안된 합의 내용 통보

대
한일 개발 주식회사, 캘리포니아 법인; 아로마 스파앤
스포츠, 엘엘시, 캘리포니아 유한 책임 회사 및 그외
피고

본 통보를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는 집단 소송 합의에 대한 제안 내용하에 귀하의 권리와 혜택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정이 본 통보를 보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의 권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날짜들
2015 년 6 월 10 일:

당사자들이 변호인 수임료와 비용에 대한 신청을 하는 마지막 날짜

2015 년 7 월 10 일: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2015 년 7 월 31 일: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2015 년 8 월 14 일: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심리일

심리일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요. 심리일을 확인하시려면, www.AromaClassActionSettlement.com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이 통보를 왜 읽어야 합니까?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정에 계류중인 해리 한 대 한일 개발 주식회사 및 그외, 사건 번호 BC468669 의
집단 소송(“소송”)에 대하여 합의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통보는 소송의 성질 및 제안된 합의 조건(“합의”) 과
귀하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하가 받게 될수도 있는 합의 혜택 및 합의가 귀하의 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 혹은 귀하가 이 합의에 이의 제기를 원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본 통보를 읽으셔야 합니다.
2. 이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해리 한과 제임스 홍은, 개인으로서 자신 및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모든 타인들 (총칭하여 “원고”라 함)을 대신하여
한일개발 주식회사(“HDI”)와 아로마 스파 앤 스포츠, 엘엘시 (“아로마”) 를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가 아로마 스파 리조트의 평생 및 10 년 회원권을 판매하였고, 그것은 캘리포니아 헬스 스튜디오 서비스 법령
및 불공정 사업 관행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HDI 와 아로마는 총칭하여 “피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고는 본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사실 진술 및 법적인 주장을 부인하며, 피고를
상대로 한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본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인증받았습니다.
3. 왜 이 소송은 집단 소송입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WWW.AROMACLASSACTIONSETTLEMENT.COM 에 들어가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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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이란, 어떤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일인 혹은 몇 명의 개인이
대표하는 소송 형태입니다. 본 소송사건에서는 해리 한과 제임스 홍이 집단의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집단의
대표들과 유사한 청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집단” 혹은 “집단의 멤버(일원)”이라 합니다. 한 법원에서
모든 집단 멤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 집단에서 자신을 제외한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귀하는 집단
인증서 및 자신을 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2013년 6월에 집단 소송 계류 통보와 2013년 12월
수정된 집단 소송 계류 통보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통보서에 기술한 시한내에 제외 요구서에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본 합의 조건이 귀하에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4. 왜 합의가 있게 되었습니까?
법정은 원고나 피고, 어느 편에도 승소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HDI 나 아로마 어느 쪽도 아로마의 평생 및 10년
회원권 계약서와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청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재판 비용을 절약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집단의 대표들이나
변호인들은 집단 멤버에게 그러한 합의가 공정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5. 본 소송의 집단 멤버는 누구입니까?
하기 설명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이 집단 멤버입니다: 아로마 스파 앤 스포츠의 평생 또는 10년의 현재 혹은 과거
회원. 본 통보는 그러한 사람들 모두를 “집단의 멤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귀하가 본 통보를
받았다면, 집단의 멤버일 수 있다는 판정을 한 것입니다.
6. 합의는 무엇을 제공합니까?
법정은 원칙적으로 이 합의가 집단 멤버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충분하다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평생 및 10년 회원들은 아래 기술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 귀하가 현재 평생 회원으로 있거나 양도받은 평생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로마의 평생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아로마나 한일 개발에 입회비를 지불하였다면, 귀하는 평생
회원이며, 이 합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로부터 아로마의 회원입니다.
아로마의 평생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평생 회원권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였다면, 귀하는 평생
회원권의 양수인이며, 이 합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로부터 아로마의 회원입니다.
1. 수정되고 복원된 리조트 회원권 계약서의 수령
평생 회원 및 평생 회원권의 양수인으로서, 귀하는 귀하의 리조트 평생 회원권을 대체하는 수정되고
복원된 리조트 회원권 계약서를 받게 될것입니다. 수정되고 복원된 리조트 회원권 계약서는 3 년
이라는 기간의 아로마 회원권을 제공합니다. 3 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귀하가 수정되고 복원된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더 원하시면 추가로 2 년의 기간동안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년의 기간은 합의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 일이 지난 직후에 오는 달의 첫날에 시작될 것입니다. 수정되고 복원된 리조트
회원권 계약서에 의거하여, 귀하는 평생 회원권의 혜택을 계속하여 받게 되지만, 단지 회원권의
양도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

신체 장애, 이주, 사망.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 일이내에 아로마 앞으로 귀하가 더
이상 리조트 시설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류상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수정되고 복원된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아로마의 회원 자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유: (a) 신체적 장애, 또는 (b) 귀하의 주거지를 아로마 위치로부터 75 마일
이상되는 곳으로 이주한 경우. 평생 회원 또는 평생 회원권의 양수인이 합의의 효력 발생일
혹은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 혹은 법적 대리인이 해당 회원의 사망 증명서를
아로마에 합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 일내에 제시함으로써 역시 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경우 모두, 아로마와 귀하의 관계는 적절한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며,
아로마는 귀하, 귀하의 법적 대리인, 또는 생존자에게 계약 종료후 6 개월 이내에, 귀하가
질문이 있습니까? WWW.AROMACLASSACTIONSETTLEMENT.COM 에 들어가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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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한 가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A)(3) 과 6(A)(4)에 기술한 대로 반환금액에
적합한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귀하가 현재 아로마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혹은 요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러한 금액을 제한 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거부한 경우, 귀하 혹은 생존
배우자, 법적 대리인은 (i) 개인 사물함 열쇠, (ii) 회원 카드 (iii) 주차 카드 및 (iv) 리조트 주차
태그 (걸게 되어있는)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물품들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환 금액에서 그러한 물품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것입니다.
2. 삭감된 월회원비
수정되고 복원된 리조트 회원권 계약의 첫번 3 년의 기간 동안 아로마는 귀하의 월 회비를 월 $75 로
낮출 것입니다. 그 다음 2 년동안 갱신하기를 원하시면, 귀하의 월 회비는 매월 $100 로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a. 귀하가 현재 $75 보다 적은 금액의 월 회비를 납부하시는 경우. 귀하는 계속하여 만기가 되는
날까지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만기일은 평생 리조트 회원권 계약일로부터
10 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기한이 지난 후, 수정되고 복원된 리조트 회원권 계약의 3 년이란
기간 동안 월 $75 을 월회비로 지불하게 됩니다.
b. 귀하가 월회비를 미리 지불하신 경우. 귀하는 선불하신 액수가 모두 소진될때까지 월회비
(매월 $75.00)에 대한 크레딧을 매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 후에는 귀하는 삭감된
월회비(매월 $75.00)를 수정되고 복원된 리조트 회원권 계약의 3 년이란 기간 동안 월회비로
지불하게 됩니다.
c. 귀하가 수정되고 복원된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처음 3 년의 기간 동안에 해지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 귀하는 회원권 해지 의사에 대하여 적어도 30 일간의 기한을 두고 통보해야 합니다.
해지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월회비 $75 을 아로마에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6(A)(3)(a) 또는
6(A)(3)(b) 에 기술한 가입비의 환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3. 가입비 환불
a. 평생 회원. 10 번 질문에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정에서 비용과 수수료의 지불 판정을 내리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율적 공제에 따라, 아로마는 귀하가 지불한 가입비의 50%를 다음과
같은 지불 스케줄에 맞추어 반환해드릴 것입니다:
i.
ii.
iii.
iv.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500.00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 $500.00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각 평생 회원에게 $500.00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잔액

합의금 지불 수표는 발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현금화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들로부터 발생한 기금은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법정이 승인한 단체/자선단체에
지불될 것입니다.
b. 평생 회원권 양수인. 10 번 질문에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정에서 비용과 수수료의 지불 판정을
내리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율적 공제에 근거하여, 양도인의 평생 리조트 계약서 원본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가입비의 일정 비율을 환불해 드릴 것입니다. 환불은 평생 회원권의
양도를 받은 날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양도 시점
비율
합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과거 12 개월 비율적 공제에 따라 80%
이내
합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과거 12-24 비율적 공제에 따라 70%
개월 이내
질문이 있습니까? WWW.AROMACLASSACTIONSETTLEMENT.COM 에 들어가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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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점

비율

합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과거 24-36 비율적 공제에 따라 60%
개월 이내
합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과거 36-48 비율적 공제에 따라 50%
개월 이내
상기 지급은 다음과 같은 지불 일정에 따라 귀하에게 지불될 것입니다:
i.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500.00
ii.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 $500.00
iii.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500.00
iv.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가입비 잔액
합의금 지불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 년 내에 현금화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들로부터 발생한 기금은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법정이 승인한 단체/자선단체에
지불될 것입니다.
B. 귀하가 현재 혹은 과거에 10 년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경우
귀하가 아로마로부터 10 년 회원권을 매입했다면, 귀하는 10 년 회원입니다.
합의의 효력 발생일 당시, 귀하가 아로마와 10 년 회원 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의 회원 계약에 남아 있는
기간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로마는 합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 일내에 $60 상당의 아로마
선물권을 드릴 것입니다. 그 선물권은 발행일로부터 1 년 후 만기가 되며 소멸합니다.
7. 만약 아로마에 대한 본인의 금전적 지불의무에 연체된 것이 있다면?
합의 효력 발생일 당시, 귀하가 아로마에 대한 지불금에 연체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귀하는: (a) 합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귀하가 먼저 아로마에 지불해야할 모든 금액을 지불하면, 질문 (6)번에 설명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b) 회원권을 취소하면 합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귀하가 지불했던 가입비의
50%가 되는 액수에서, 질문 10 번에 설명한 비율적 공제 액수 및 귀하가 아로마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러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아로마의 회원권을 취소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 귀하는
합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아로마에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8.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상의 혜택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정은 2015년 8월 14일 공정성에 대한 심리를 열어서, 이번 합의가 집단 멤버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충분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법정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승인할 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정이 이
합의를 승인하면, 항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승인 명령과 판정에 관한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만기가
되고 소모되는 날을 본 합의의 효력 발생일이라고 부릅니다. 본 합의의 효력 발생일이 6번 질문에 설명한 2015년
12월 31일이라는 첫번 지급 기한 날짜 이후가 되면, 합의 효력발생일이 아니었다면 지불되었어야 하는 모든
지불금은 합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불될 것입니다.
항소는 (만약 있게되면) 항상 언제 해결이 될지 불확실하며,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불 스케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합의 웹싸이트www.AromaClassActionSettlement.com에 들어가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9. 누가 나의 법적 대리인입니까?
법정은 아래 변호인들과 로펌이 귀하와 다른 집단의 멤버들을 대변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Henry Bahk, Esq.
Law Offices of Henry H. Bahk
3731 Wilshire Blvd, Ste 940
Los Angeles, CA 90010
Tel: (310)770-7560

Paul A. Traina, Esq.
Steven J. Lipscomb, Esq.
Engstrom, Lipscomb & Lack
10100 Santa Monica Blvd., 12th Fl.
Los Angeles, CA 9006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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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310) 552-3800

이들 변호사들을 모두 일컬어 집단의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10번 질문에 기술한 바대로 수임료를 받을
것입니다. 귀하 자신의 변호인이 귀하를 대변하는 것을 원한다면, 귀하가 자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집단 변호인의 연락처는 합의 웹싸이트 www.AromaClassActionSettlement.com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 이 변호인들에게는 어떻게 지불되는지요?
집단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변호사 비용 백만불과 소송 비용 십오만불을 요구할 것입니다 (“수임료 보상 판정”)
집단의 변호인단은 집단의 멤버들이 지불하는 혜택이외에, 그와는 별도로 피고들에 의하여 지불되는 수임료
보상 판정 금액 $665,000 을 요구할 것입니다. 피고는 $665,000.00 혹은 법정이 승인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지불에 동의하며, 그러한 지불금은 집단 멤버들을 위한 공동 혜택 기금(Common Benefit Fund)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의 변호인단은 수임료 보상 판정의 나머지 $485,000 과 집단을 위하여 봉사한 집단 대표들에게
각각 지불할 $15,000 의 수고비를 공동 혜택 기금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집단의 변호인단은 공동 혜택
기금에서 그 이상의 금액들 이외의 지불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의 변호인단에게 수여되는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에 대한 모든 금액은 법정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비용 및 수고비 지불에 대한 집단 변호인단의 신청은 2015 년 6 월 10 일, 혹은 그 이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비용 및 집단 대표들에 대한 수고비 지불 판정을 위한 집단 변호인단의 신청
서류 사본은 2015 년 6 월 10 일자로 www.AromaClassActionSettlement.com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11. 합의 행정관은 어떻게 지불되는지요?
합의 행정과 관련된 비용들은 피고측과 집단 변호인측이 동등하게 분담 지불할 것입니다. 그들은 따로 그러한
비용들을 지불할 것이며, 집단의 멤버들을 위한 공동 혜택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2. 나는 이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법정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집단의 멤버인 경우, 이 합의 및 집단 변호인단의 변호인 수임료, 수고비 및 기타 지출에 대하여 어느
부분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법정의 그에 대한 승인을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실수 있습니다. 법정은 귀하가 주신 이유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의 행정관(Settlement Administrator), 집단 변호인단 및 HDI 와 아로마의 변호인 앞으로
Hahn, et al., v. Hanil Development, Inc., et al.(한과 그외 대 한일 개발 과 그외 ) 합의에 반대한다는 편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편지는 다음 사항들을 받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i) 귀하의 성명, 현주소, 전화번호 ; (ii) 귀하가 현재 혹은
과거에 평생 회원, 평생 회원권의 양수인, 혹은 10 년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는지의 여부; (iii) 귀하가 아로마 평생
회원권을 아로마 혹은 과거 평생회원에서 구입한 날짜 혹은 귀하가 귀하의 10 년 회원권을 구입한 날짜; (iv)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및 사실적 근거를 포함하여, 이 합의 및/혹은 집단 변호인단의 수임료, 수고비,
지출에 대한 지불 신청에 반대하는 이유 진술; 그리고 (v) 귀하의 이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요. 모든 이의 제기는 2015 년 7 월 10 일 혹은 그 이전의 소인이 찍혀야 하며, 다음의
주소로 우송하십시요:

합의 행정관

집단 변호인

HDI 와 아로마 변호인

Hahn, et al. v. Hanil Development,
Inc., et al.
c/o Garden City Group, LLC
P.O. Box 35100
Seattle, WA 98124-1100

Paul A. Traina, Esq.
Steven J. Lipscomb, Esq.
ENGSTROM, LIPSCOMB & LACK
10100 Santa Monica Blvd., 12th Fl.
Los Angeles, CA 90067-4113
(310) 552-3800

Douglas Smith, Esq.
Nathaniel Tarvin, Esq
GORDON & REES LLP
2211 Michelson Drive, Suite 400
Irvine, CA 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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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또는-

Henry Bahk, Esq.
LAW OFFICES OF HENRY H.
BAHK
3731 Wilshire Blvd, Ste 940
Los Angeles, CA 90010
(310) 770-7560

Yvonne Dalton, Esq.
Matthew Soroky, Esq.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660 So. Figueroa Street, Suite 2300
Los Angeles, CA 90017

그러한 이의는 법정에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하는 합의 혹은 집단 변호인단의 변호사 수임료, 수고비, 지출에 대한 지불 신청에 대한 서면 의견을 위에
설명한 절차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가 공정성 심리에서 심리받는 것 혹은 이 문제에 관한 법정의
판결이나 명령에 대한 항소하는 것으로부터 금지될 수 있습니다.
13. 언제 어디서 법정이 합의의 승인 결정을 하게 됩니까?
법정은 공정성 심리를 2015년 8월 14일 오전 8:30에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 3호 법정에서 열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주소는 111 North Hill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12입니다. 이 심리에서, 법정은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충분한 지 고려할 것입니다. 만약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법정은 그 이의도 고려하게 됩니다. 심리를
한 후 법정은 합의를 승인할 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 없습니다. 심리
날짜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십시요. 심리 날짜를 확인하려면, www.AromaClassActionSettlement.com 에
들어가보십시요.
14. 내가 최종 승인 심리에 반드시 가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귀하는 자비를 들여 임의로 얼마든지 심리에 오셔도 좋습니다. 이의서를 보내는 경우, 귀하가 와야지만
법정이 그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서면 이의를 시한에 맞추어 접수시킨 이상, 법정은 그에
대한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사가 참석하도록 할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5. 이 합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까?
본 통보는 제안된 합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합의 계약서에 더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귀하가 합의
계약서의 사본을 받아 보길 원하시면, 합의 행정관에게, Hahn, et al. v. Hanil Development, Inc., et al., c/o Garden
City Group, LLC, P.O. Box 35100, Seattle, WA
98124-1100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거나 혹은
www.AromaClassActionSettlement.com에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에 연락하지 마십시요 .
16. 어떻게 정보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합의 행정관에게, Hahn, et al. v. Hanil Development, Inc., et al., c/o Garden City Group, LLC, P.O. Box 35100, Seattle,
WA 98124-1100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거나 혹은 www.AromaClassActionSettlement.com 웹싸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합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 12번에 명시한 집단의
변호인단에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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