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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www.fxclaimuk.com 및 www.ukfxcartelclaim.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항소법원 사건번호 1329/7/7/19 및 1336/7/7/19 

 

2007~2013년의 현물환 트레이딩 카르텔로 인해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집단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사건  

본 고지에 대하여 

본 법적 고지는 사건번호 1329/7/7/19 및 1336/7/7/19과 관련하여 영국 경쟁항소법원(이하,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의 신청인들(이하, "신청인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대한 추가정보를 아래에 기재하며, 

본 법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다음 은행 집단(또는 그 일부 집단) 가운데 특정 기관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각각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 Barclays; (2) Citigroup; (3) JPMorgan; (4) MUFG Bank (구 Bank of Tokyo-Mitsubishi); (5) 

Royal Bank of Scotland/NatWest; (6) UBS (이하 “은행들”). 

각 은행은 현물환(“FX”) 트레이딩과 관련된 EU 경쟁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2015)은 불법적 반경쟁 행위의 결과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집단(이하, “집단” 또는 “집단들”)을 대표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집단소송 절차가 시작되려면, 먼저 본 법원이 집단소송 대표자를 승인하고 

집단소송에 포함될 청구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집단소송 인가명령(이하, "CPO")을 내려야 

합니다. 

각 신청인은 그들 중 하나가 은행들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본 법원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며, 은행들의 EU 경쟁법 위반으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 당사자 

집단들을 대표합니다. 

본 고지는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귀하가 2021년 7월 12일 

개시 예정인 CPO 심리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두 신청 건에 대한 법원 

심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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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www.fxclaimuk.com 및 www.ukfxcartelclaim.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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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제기된 청구 내용은 2019년 5월 16일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두 가지 

결정(이하, "결정")에 의존합니다. 위원회는 2007년 12월 18일부터 2013년 1월 31일 사이에 

은행들 소속 트레이더들이 EU 경쟁법에 반하여 사적으로 온라인에 개설된 여러 관계자 

대화방을 통해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트레이딩 계획을 교환하고 때때로 트레이딩 전략을 

함께 조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교환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미결제 고객 

주문, 매도호가-매수호가 스프레드, 은행들의 오픈 리스크 포지션, 그리고 외환(FX) 시장의 

현재 또는 계획된 트레이딩 활동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은행들은 특정 조건과 시기에 포트폴리오의 통화를 매도/매수할 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기된 두 집단소송 청구 모두 이러한 행위가 현물환 거래와 단순선물환 거래의 가격 왜곡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 청구 제기 집단의 구성원은 같은 상황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을 

경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각 청구의 목적은 

은행들 및/또는 기타 관련 금융기관들과 G11 통화 관련 거래를 체결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구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본 고지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기된 두 집단소송에는 몇몇 공통점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각 청구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tinyurl.com/EvansCATSummary 

https://tinyurl.com/OHigginsSummary 

웹사이트 

www.ukfxcartelclaim.com 

www.fxclaimuk.com 

 

신청인 

집단소송 인가는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법원은 인가 여부를 고려할 때 각 사건의 신청인이 

집단소송의 당사자 집단(들)을 대표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인가 

여부 이외에 어떤 신청인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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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제기한 집단 구성원은 현재 제기한 청구 구조를 고려할 때 두 신청인이 모두 신청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사자 집단의 정의 

신청인들은 각 청구에서 당사자 집단을 약간 다르게 정의했습니다(특히, 한 신청인은 단일 

당사자 집단을 정의하였으나, 다른 신청인은 두 당사자 집단을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요약하자면, 해당 청구는 2007년 12월 18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은행 및/또는 

유럽 경제권의 기타 관련 금융기관(본 고지의 마지막에 기재. 중개은행 제외)과 G11 통화 쌍을 

포함하는 특정 현물환 및 단순선물환 거래(배제된 특정 거래는 제외)를 체결한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제기된 것입니다. 

집단소송 진행이 인가되는 경우, 영국에 거주 중이며 법원이 인가하는 청구 당사자 집단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으로 해당 청구에 포함되며, 기피(opt-out)를 택하지 않는 한 모든 

판결 또는 합의가 적용됩니다. 영국에 거주하지 않지만 집단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참가(opt-in)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 심리 

2021년 7월 12~16일에 심리를 진행하여, 제기된 집단소송 신청 가운데 진행 가능한 사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신청인이 향후 당사자 집단(들)을 대표하기에 더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모든 준비 사항을 고려하여 심리 장소는 다음으로 정합니다. 

경쟁항소법원(Salisbury Square House, 8 Salisbury Square, London, EC4Y 8AP) 

귀하의 법적 권리 및 현재 선택지 

신청인 또는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 

(제기된 집단소송의 당사자 집단(들) 구성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자는 2021년 5월 4일 오후 4시까지 본 법원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이의 제기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두 신청 중 한쪽 또는 양쪽, 

혹은 두 신청인 중 한쪽 또는 양쪽의 승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법원에 대한 

구두/서면 제출 신청 

제기된 집단소송청구 집단(집단들)의 구성원은 2021년 7월 12일 

심리에서 서면 및/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허가 신청은 사유를 기술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2021년 5월 4일 오후 4시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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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www.fxclaimuk.com 및 www.ukfxcartelclaim.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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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집단소송청구 집단(들)의 구성원이 아닌)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도 2021년 7월 12일 심리에서 서면 및/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허가 신청은 

사유를 기술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2021년 5월 4일 오후 4시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법원 연락처  

주소: The Registrar, Competition Appeal Tribunal, Salisbury Square 

House, 8 Salisbury Square, London EC4Y 8AP. 법원 웹사이트: 

www.catribunal.org.uk. 

본 법원으로 송부 시 참조 목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Case 1329/7/7/19 Michael O’Higgins FX Class Representative 

Limited v Barclays Bank PLC & Others” 및/또는 “Case 1336/7/7/19 

Phillip Evans v Barclays Bank PLC and Others”. 

 

관련 금융기관 

제기된 청구 내용에는 은행들 및/또는 기타 관련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특정 현물환 및 

단순선물환 거래가 포함됩니다.  해당 청구에 포함된 기관들의 전체 목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ABN Amro 

2. Adam & Co 

3. ANZ 

4.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SA (BBVA)* 

5. Bank of America 
6.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7. Bank of China* 
8. Bank of Montreal* 
9. Bank of New York Mellon 
10. Bank of Nova Scotia* 
11. Bank of Scotland 
12. Barclays 
13. BNP Paribas 
14.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15. Calyon 
16. CIBC World Markets* 

17. Citigroup / Citibank 

18. China Construction Bank* 

19. Commerzbank* 

20.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21. Coutts & Co 

22. Crédit Agricole CIB 
23. Credit Suisse 
24. Danske Bank* 
25. Deutsche Bank 
26. Goldman Sachs 
27. Halifax Bank of Scotland 

(HBOS) 
28. HSBC 
29. Hypovereinsbank (HVB) 

30. ING Bank 
31. ICBC Standard Bank* 
32. JP Morgan 
33. Lehman Brothers 
34. Lloyds Banking Group 

35. Lloyds TSB 

36. Macquarie Bank* 

37. Merrill Lynch 

38. Mitsubishi Union 

Financial Group / Bank of 

Tokyo Mitsubishi 

39. Mizuho Corporate Bank* 

40. Morgan Stanley 

41. National Australia Bank 

42. Nationwide Building 
Society* 

43. Natwest / Royal Bank of 
Scotland 

44. Nomura 
45. Norinchukin Bank* 
46. Rabobank 
47. Royal Bank of Canada 
48.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49. Société Générale 
50. Standard Chartered 
51. State Street 
52.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53. Svenska Handelsbanken* 
54. Toronto-Dominion 
55. Unicredit 
56. UBS 
57. Westpac Banking 

Corporation 

* 표시가 붙은 기관은 제기된 두 

집단소송청구 중 하나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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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덧붙이자면, 신청인들은 이 목록의 모든 금융기관이 반경쟁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결정에서 확인된 은행들의 반경쟁 행위가 위 

금융기관들의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반경쟁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의 가격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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