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여러분의 합의금 설명
여러분은 'Robodebt' (사회 보장 부채 징수) 집단 소송
(VID1252/2019)의 적격 구성원이므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Commonwealth 와 신청자들 (Gordon Legal 에서 대리)은 이 집단 소송을 합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Federal Court 는 여러분의 합의금 계산 방식을 승인했습니다.

나의 합의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받는 금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 적격 부채에 대해 돈을 상환한 시기
• 여러분이 상환한 금액
• 환불을 받은 시기, 그리고
• 합의금 지불을 위해 등록한 적격 그룹 구성원의 수.
더 많이 상환했고 더 오랫동안 이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 단계: 합의금 분배 산출
Federal Court 는 동의된 합의 금액 총 $112 million 을 승인했습니다.
첫째, Gordon Legal 에 대한 $10.3 million 의 비용이 이 금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법원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101.7 million 이 적격 그룹 구성원 가운데 분배되며 이를 '분배 총계’라고 합니다. 적격 그룹
구성원들은 이 금액에서 합의금을 받습니다.

2 단계: 이자 계산하기
두 번째 단계는 상환된 금액에 대해 '단리' (simple interest)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채에 상환되지 못한 각 날에 대해 이자가 계산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이자율은
Federal Court 에서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매일의 이자 금액을 더하여 각 부채에 대한 총 이자 금액을 제공합니다.

15644KO.2204
PAGE 1 OF 6

KOREAN

3 단계: 여러분의 추가 금액 계산
모든 적격 그룹 구성원의 이자를 계산한 후에 분배 금액에서 여전히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적격
요건이 되는 그룹 구성원 모두 이 중 일부를 받습니다. 이를 '추가 합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추가된 합의 금액은 여러분이 받는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단계 참조). 여러분이 받는
이자가 많을수록 추가 합의 금액이 커집니다.

4 단계: 합산하기
최종 합의 금액 계산의 마지막 단계는 이자 (2 단계)와 '추가된 합의 금액' (3 단계)을 합산하여 합의
금액 지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적격 부채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부채에 대한 합의 지불액이 합산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총 합의
금액은 센트 단위로 반올림되었습니다.

적격 그룹 구성원들에 대한 합의 지불 금액
각 사람이 지불 받는 합의 금액은 각기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의 금액은 이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상환했고 해당 금액 없이 지낸 시간이 길수록 합의금에서
차지하는 여러분의 몫이 커집니다. 합의 금액의 약 절반은 $50 에서 $300 사이입니다.
아래에서 지불 범위별로 금액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내역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지불금 범위별 내역
지불금 범위

그룹 구성원들 비율

Under $1

1.1%

$1 - $10

4.6%

$10.01 -$50

20.7%

$50.01 - $100

17.9%

$100.01 - $300

30.8%

$300 .01 - $500

10.6%

$500.01 - $1000

9.1%

Over $100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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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성원들 비율

30.8%

20.7%
17.9%
10.6%

9.1%

5.2%

4.6%
1.1%
Under $1.00 $1.01 - $10 $10.01 - $50

$50.01 $100

$100.01 $300

$300.01 $500

$500.01 - Over $1000
$1000

합의금 지불액

더 자세한 정보
• 이 집단 소송에 대해 저희와 대화하길 원하시면 1800 171 846 로 전화하세요. 통역이 필요한
경우 알려주시면 무료로 통역사를 주선해 드립니다. 이는 애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 섬주민
언어를 위한 통역사를 포함합니다.
• 영어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ervicesaustralia.gov.au/classaction 를 방문하세요.
• servicesaustralia.gov.au/yourlanguage 를 방문하시면 한국어로 읽거나 듣거나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세요.
참조: 유선으로 거는 '1800'번은 무료입니다. 공중전화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더 비싼 가격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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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ing your settlement payment
You are getting a settlement payment as you are an eligible
member of the ‘Robodebt’ (Social Security Debt Collection)
Class Action (VID1252/2019)
The Commonwealth and the applicants (represented by Gordon Legal) agreed to settle the class
action. The Federal Court approved the way your settlement payment was calculated.

How is my settlement payment worked out?
The amount you get depends on:
• When you repaid money towards eligible debts
• How much you repaid
• When you got your refund, and
• How many eligible group members registered for a settlement payment.
People who paid back more, and were without this money for longer, will get larger payments.

Step 1: Working out the settlement distribution
The Federal Court approved the agreed settlement sum of $112 million.
First, the costs for Gordon Legal of $10.3 million were deducted from this amount. These costs
were approved by the Court.
This left $101.7 million for distribution among eligible group members and is known as the
‘distribution sum’. Eligible group members get settlement payments from this amount.

Step 2: Calculating your interest
The second step is calculating the ‘simple interest’ on the money that was repaid.
For every day that you were without the money repaid to your debt, an interest amount is
calculated. The interest rates used for this were set by the Federal Court.
The daily interest amounts are then added together to give the total interest amount for each debt.

Step 3: Working out your added amount
After calculating the interest for all eligible group members, there was still money left from the
distribution sum. Every eligible group member gets a portion of this. This is called your ‘added
settlement amount’.
Your added settlement amount is based on the interest amount you are getting (see Step 2). The
more interest you get, the bigger your added settlement amount.

Step 4: Adding it up
The final step to calculate your total settlement payment is to add your interest amount (step 2) and
the ‘added settlement amount’ (step 3) together to give a settlement payment.
If you have multiple eligible debts, the settlement payment for each debt is added up. The total
settlement payment you receive has been rounded up to the nearest 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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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payment amounts for eligible group members
The settlement amount each person is paid will be different. Your settlement payment is calculated
in a similar way to interest. The more you paid back and the longer you went without this money,
the larger your share of the settlement. Around half of settlement payments will be between $50
and $300.
You can see the breakdown of how amounts have been distributed by payment ranges below.

Breakdown by payment ranges
Percentage of group members

Under $1

1.1%

$1 - $10

4.6%

$10.01 - $50

20.7%

$50.01 - $100

17.9%

$100.01 - $300

30.8%

$300.01 - $500

10.6%

$500.01 - $1000

9.1%

Over $1000

5.2%

Percentage of group members

Payment range

30.8%

20.7%
17.9%
10.6%

9.1%
5.2%

4.6%
1.1%
Under $1.00 $1.01 - $10 $10.01 - $50

$50.01 $100

$100.01 $300

$300.01 $500

$500.01 $1000

Over $1000

Settlement payment amount

For more information
• Call 1800 171 846 to speak with us about the class action. Let us know if you need an
interpreter, and we will arrange one for free. This includes interpreters for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languages.
• Go to servicesaustralia.gov.au/classaction for more information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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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servicesaustralia.gov.au/yourlanguage where you can read, listen to or watch videos
in your language.
• Visit a service centre.
Note: Calls to ‘1800’ numbers from your home phone are free. Calls from public and mobile
phones may be timed and charged at a high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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