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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공고 - 2019년 9월 
 

뉴욕시 난방 시즌은 10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 건물주는 낮에 
온도가 12.7도(화씨 55도) 미만으로 떨어질 때마다(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 실내에서 
최소 20도(화씨 68도)로 난방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실내 최소 온도는 실외 온도에 관계없이 16.6도(화씨 62도)로 유지합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해진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건설부(Department of Buildings, DOB)에 해당 건물에 대한 보일러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보일러 검사가 완료되었고 권장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일러 정기 검사는 다음 거주지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o 6인 이상 가족 
o 보일러 용량이 350,000 btu/hr 이상인 6명 미만 가족 
o 혼합 용도 부동산 
o 원룸 거주(Single Room Occupancy, SRO)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DOB 보일러 웹 사이트를 검토하십시오. 

● 건물의 보일러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장비 제조업체에서 
권고하는 대로 보일러 및 온수 히터 정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가스, 중유 또는 전기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건물주인 경우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에 즉시 문의하여 납부 계획을 세우십시오. 

●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세입자에게 알리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주가 취한 조치를 지속해서 알리고 해당 정보를 알게되면 복원에 필요한 예상 
시간을 통보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수리 서비스를 받을 때 이용할 회사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세입자가 문제가 발생한 난방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건물주가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24시간 비상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HPD에 올바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산 등록 시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해당 상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HPD에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이 없으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하십시오.  일반 재산 등록에 대한 상세 내용은 
nyc.gov/propertyregistration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당국의 자산 등록 온라인 
시스템(Property Registration Online System)을 통해 등록 양식을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에 직접 납부하는 식으로 인쇄 및 서명 날인 후 HPD에 우편으로 보낼 
것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2020년 8월까지 올바로 등록되었는지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CC5F0&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CC5F0&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6183&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6183&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2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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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려면 nyc.gov/hpdonline에 접속하고 등록 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HPDONLINE을 사용하여 주소를 검색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난방을 공급하지 않으면 HPD에서 난방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검사관이 위반 내용이 있음을 확인한 시점에 해당 건물에 
게시됩니다.  HPD 는 난방 위반 통지서를 받은 건물을 상대로 민사 처벌 및 법원 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난방 시즌 동안의 건물에 발부된 첫 번째 난방 위반인 경우 
건물주에게 정산료 납부 옵션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HPD 에서 3 회 이상 난방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면 검사료는 해당 부동산세를 통해 건물로 자동 청구됩니다.  
 
HPD 위반 근절: 

난방 및 온수 관련 위반을 제외한 모든 HPD 위반 행위에는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당 사항을 바로잡았을 경우 건물주가 무료로 조건 이행을 인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반 통지를 신중히 읽어 보십시오. 

위반 내용을 바로잡고 이를 인증하지 않으면 조건을 이행했더라도 기본 조건 
프로그램(Underlying Conditions Program) 또는 대체 처분 프로그램(Alternative Enforcement 
Program) 등 HPD 의 특별 시행 프로그램 중 하나에 대해 건물주 자산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지역법 104/19에 의거]부로, 심각한 HPD 위반 행위는 건설부 허가 
취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주의 건물 기록에 해당 자산 상태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면, 인증 마감일이 
경과한 후 조건을 이행했을 경우 건물주는 요금에 대하여 자치구 서비스 센터(Borough 
Service Center)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하거나 무료 인증 프로그램인 위반 사항 
재발부를 찾으십시오. 해당 옵션에 대한 상세 내용과 구 위반 건 삭제 진행 방법 HPD 위반 건 
삭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검토하거나 자치구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난방 시즌 동안 HPD 는 최대 3 개월 동안 해지 요청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인증되지 않은 구 위반 건에 대한 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9월 
내에 해지 요청 검사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 성분 페인트 위반 해지에는 추가 요구 사항이 있고 곰팡이, 생쥐 및 바퀴벌레 위반에 대한 
통과에는 위반 행위 발생 시기에 따라 추가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 성분 페인트 
및 HPDONLINE(구체적 지침을 보려면 해당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왼쪽 툴바에서 기한 경과 
납 성분 페인트 위반 옵션 선택)을 방문하십시오. 

2018년 3월 1일 이후 발부된 B등급 및 C등급 곰팡이 위반에는 추가 진술서가 필요하며 
추가 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내 알레르기 위험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9&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9&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6F9C&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6F9C&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B&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B&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C&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C&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C&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C&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D&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D&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E&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E&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E&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E&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F&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F&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0&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0&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9&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2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59&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2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6184&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6184&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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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강풍 시즌 업데이트 및 건물주를 위한 계획 수립: 
  
뉴욕시의 해안 폭풍 시즌은 8월부터 시작되며 HPD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이에 대비할 것을 
미리 통지합니다. 대서양 관련 올해의 국가 해양 대기 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해안 폭풍우 예보는 이름에 숫자 9~15가 붙은 폭풍과 
4~8 회의 허리케인, 2~4 회의 주요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거의 정상적인 해안 폭풍 
시즌입니다. 

해안 폭풍 및 기타 비상 사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nyc.gov/NotifyNYC에서 시 당국 비상 
알림 서비스에 등록하고 해당 자산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사태 기간 동안 알림을 
받으려면 매년 HPD에 등록하십시오. 등록 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24시간 전화번호를 
제공하십시오. HPD 에 매년 등록하려면 nyc.gov/propertyregistration 에 방문하십시오.  
 
NYC는 6개의 해안 폭풍 대피 지역으로 나뉩니다. 뉴욕 시장은 NYC에서 산사태를 유발하는 
해안 폭풍우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건물주 건물이 
대피 구역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홍수 구역 표지판을 걸 수 있게 하려면 
nyc.gov/knowyourzone을 방문하십시오. 

해안 폭풍우에 앞서 건물주와 세입자의 대처 방법 안내: 

● 임대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모든 세입자에게 뉴욕시 아파트 건물 
비상 대비 가이드(NYC Apartment Building Emergency Preparedness Guide)를 
배포하십시오. 가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건물 엘리베이터 규정은 세입자,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입자에게 
알리십시오. 엘리베이터를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폭풍우로 인한 
산사태나 대피가 시작되기 전까지 엘리베이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하십시오. 

● 가능한 한 많이 해안 폭풍우가 상륙 전, 진입 중, 빠져나간 이후에 세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건물주는 빌딩 시스템(예: 인터콤, 화재 경보 시스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모든 세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 정전 발생 시 또는 건물 직원, 건물 관리자 및 건물주 간의 정규 전화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대체 통신 수단을 마련하십시오. 

● 복원 계획 외에도 해당 건물에 대한 대피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이 계획은 건물 
직원과 세입자에게도 알리십시오. 

● 자산 평가는 폭풍 발생 직후에 시행하십시오. 
● 폭풍이 지나간 후 건물주에게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시 당국에서 연락이 오면 빨리 
응답하십시오.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6&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6&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3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3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4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4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4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4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7&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2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7&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2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8&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8&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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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세요. 
o 주거용 건물주/관리자를 위한 비상 계획 및 대피 가이드 
o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o 폭풍 상륙 전후: 알아야 할 사항 
o 준비된 뉴욕 허리케인 브로셔 

참고로 건물주는 법에 따라 기상 비상 사태 발생 전, 천재 지변 발발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정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건물 내 공동 구역에 비상 정보가 포함된 임시 
통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샘플 통지문을 보십시오. 건물주 재해 대응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알림:  
 
재산 등록은 9월 1일 마감되었습니다.  등록해야 할 당사자 및 등록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려면 HPD의 웹사이트 또는 등록 지원 센터에 212-863-7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자동 여닫이문: 다수의 주거지에 있는 아파트 출입문과 공용 통로 출입문은 화재를 막는 
수단으로써 자동 여닫이식이어야 합니다.  자동 여닫이문에 대한 위반은 2019 년 6 월 
12일부터 C등급 긴급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건물주가 이 위반을 시의적절하게 시정하지 
못했을 경우 HPD에 의해 긴급 수리 명령이 내려지고 재무부를 통해 해당 건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자산에 대한 세금 유치권이 됩니다. 

곰팡이 위반:  인증되지 않은 A등급 및 B등급 위반은 여전히 정정되지 않았을 경우 더 
심각한 위반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정정 기간 내에 이러한 위반을 바로잡고 
시의적절하게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9&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9&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B&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B&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C&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C&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D&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D&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E&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576E&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7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7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7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7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8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8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9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A&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9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CC2E7&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2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CC2E7&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2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C&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83C3C&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6184&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2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1B6184&e=ED5B6A&c=103D9A&t=1&l=&email=seHLPRxQGQ3wJ7LyVONJ8sngVIgaRJYK&seq=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