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C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밀 포레로 상호 물 회사 정책 중단 OF
미납을 위한 주거용 물 서비스
다른 정책이나 규칙에도 불구하고, 본 주거 중단 에 관한 정책
미납에 대한 수도 서비스는 본 약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미납에 대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과 Mil Potrero 상호 물 회사(이하 "회사")의 다른 정책 또는 규칙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정책이 우선합니다.
제1. 정책적용: 전화번호: 주거용수자원 서비스 중단에만 적용되며, 연체료에 관한
기타 모든 기존 정책 및 절차는 주거, 상업 및 산업용 용수 서비스 계정에 계속 적용됩니다.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이 p olicy에 명시된 수도 요금 지불 및 대안의잠재적 확립에 관한 추가
지원은(661) 242-3230으로 전화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II.

미납을 위한 주거용 물 서비스 중단:

A. 렌더링 및 청구서 지불 :
Company의요금 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s
Rendering and Payment of Billservice에 대한 청구서는분기별로 각 residential 및 상업
고객에게 렌더링됩니다. 서비스 청구서는 제출 시 납부해야 하며, 청구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수 있는 목적으로연체됩니다. Company의
다른 정책, 규칙 및 규정은service에 대한 체납 지불에관한 것으로, 이 올리시와
충돌하지 않는한 완전한 효력과 효력을 유지합니다.olicy.
지불은 C ooany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불을 o 할 수 있는 모든 직원에게 또는
전자 전송을 통해 회사에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ompany가 적시에 지불을 받는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MPMWC 관리 사무소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부분 결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미터의
준비를위한 일반 intervals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청구서 및 개설 청구서, 마감 청구서 및 특별 법안의 준비에 필요한
경우.

2. 계량 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는 현재의 미터 판독값을 표시합니다.
및 청구서가 렌더링되는 이전 미터 판독 기간, 숫자
단위,(cf)및 현재 미터 판독에 대한 서비스의 날짜s.
3. 빌스는 미국의 법적 입찰에서 지급되어야한다.
전서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사람은
동전에서 이러한 청구서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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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체 청구서:g rules for discontinuation of s청구서 날짜 이후e
이상 미납된0) days following the invoice date: 청구서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적용됩니다.

60일

1.
늦은 통지 : th) day followi
송장 날짜
30 일또는 그 이전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늦은 청구서 알림 통지는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늦은
청구서
알림에서확인 된 날짜인 s
ervice의, 중단
가능성에 대한 (10) 일 통지를 제공합니다. . 늦은
빌 알림은 우편으로 발송 된
후 5 일 까지효력이되지 않습니다말했다. 고객의 광고드레스가 s
ervice가 제공된 to
the address of the property s
숙소의 주소가 아닌 경우, 도어 행거 예의 알림 통지서가
서비스 중단 일 자 10일 전의 숙소
주소로 주소로 prior to the discontinuation
of service date. 전달됩니다.
도어 행거 예의 고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The
a) 사용자 지정어의 주소;
b)지불 또는 지불 준비를 해야 하는 날짜
service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order에서 만든;
c)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지불 금액 (섹션 III (D 참조), 아래);
d)청원절차에 대한 설명과 재심 및 이의제기
연체에 대한 법안을 야기하는 법안(아래 섹션 IV 참조)
및
e) 고객이 요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
연기, 상각, 감소 또는 대체 지급 일정
(아래 섹션 III 참조).
Company는 또는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중단이 임박한 경우, Company는
서면 통지에 포함될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이 p olicy의 사본을제공하도록 제안해야합니다. 더 C옴파니
고객의 파일에 대화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대화는 중단 통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f위에 설명된 서면 통지의 효력.
2.
전화 알림. 회사는 수시로
연체 및 임박한 중단의 고객
보충하지만 교체하지 않는 자동 전화 메시지,
위에 설명된 서면 통지서.
3.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음:회사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서면 노티 ce 또는 전화로 고객을
거주지를 방문하고 떠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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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사본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공동 의문의 위치에 배치 할
준비, 문 행거 예의
알림 통지,
4.
마감시한 종료: 회사는 물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늦어도4:3 0 p.m. 문 행거 에 명시된 날짜는 통보
통해 통보됩니다. 우인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를

5.
반환 된 수표 통지: 반환 된수표 수령 시
(2) 회사는
지불하지 않는 계정을 고려하십시오. 당사는
전화 및/또는 leave를 통해 직접 고객에게 구내에서
의의한 번의
해고 통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반환 된 수표 및 반환 된 수표 요금의 금액이 통지에
Notice has not been previously provided
, no
sooner than the forty sixty (60t기한
지정 d로 지불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가중단됩니다. 반환된 수표를 상환하고 반환된 수표 요금을 지불하려면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현금 또는 인증 된 자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6.

비지불에 대한 수표 연결이 끊어진 수도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입찰 된

반환 된 수표 :
a) 수표가 입찰되어 지불로 수락된 경우
그 결과 service를 해당 계정으로 복원했습니다.
미납에 대한 연결이 끊어진 경우, 비협상으로 반환되며,
회사는 3회 이상 에 대해 상기 급수 서비스를 끊을 수 있습니다(3)
달력일 서면 통지. 고객의 계정은
미결제 약금을 현금 또는
c어트러진 기금.
b) 상기 1년 동안 언제든지
고객의ervice가 미납으로 다시 연결이 끊어지며,
회사는 고객이 전액 을 송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위해, 어떤 보증금이외에, s ervice를 복원할 수 있도록 Company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서비스 중단 금지 조건: 회사는 다음 각 주체가
경우 중단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건강 상태 - 고객의 고객 또는 임차인이 제출
1차 진료 제공자의 인증을 통해
(i) 생명을 위협하거나 (ii) 재산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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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nabilitv - 고객이
회사의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서 s의 잘못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고객의 가족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혜택의 현재 받는
사람: (i) 다음과 같은 혜택의 현재 받는 사람: CaI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SSI/주
보충 지불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칼리포미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또는 (ii) 고객은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o/o 미만이라고
선언합니다(캘리포니아에 적용되는 연방 빈곤 수준에 대한 이 링크 참조)
2.

https://www.healthforcalifornia.com/coveredcalifomia/income-limits)
그리고
대체 결제 준비 - 고객은
아래 섹션 III의 조항과 일치하는 상각 계약, 대체 지급 일정 또는 연기
또는 감소 된 지불 계획에 참여하십시오.
3.

D.
서비스 중단 금지 조건 결정 절차: 위의 세분화(C)에 기술된 조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한 사항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은 세분화(C)(l)에 설명된 의료 문제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를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세분화(C)(2)의 재정적 무능력, 그리고사전에 설명된 대체 지불 ar
Company 범위(C)(3)에 기꺼이 입력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수령시
회사의총지배인 또는 지명인은
7일 이내에 고객에게 응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 결제 를 고객에게 알리거나,
그리고 그 조건은, 섹션 III에 따라, 아래, 회사가 동의하고자하는. 만일
회사는 고객이 요청한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회사의요청이 접수된 날인 5일 이내에 정보를제공합니다. 5명 이내
(5) 회사가해당 정보를 수령한 Company 날에는
고객이 세분화된 조건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서면으로
(C) 또는 대체 결제 계약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알리고,
섹션 III, 아래의 용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
상기 세분(C)에 설명된, 체납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i) 2(2)의 발생으로 인해 회사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및 기타 요금이 부과됩니다.
회사의 Company결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ii) 중단 통지에 명시된 대로 임박한에르비시
중단 일자로부터영업일.
마.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특별규정:다음의 적용
위의 세분(C)(2)에 따라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고객:
l.
재연결 수수료: 서비스가 중단되어
재연결, 그 후 회사의 Company정상 기간 동안 재연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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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운영 시간
동안재연결 수수료는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Those 요금은 해당 비용이 법정 한도보다
적은 경우
실제 재연결 비용을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한선은
2021년
1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롱 비치애너하임 메트로포리탄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있습니다.
2.
이자면제: 회사는 이자고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체 청구서에.
F.
집주인 -세입자: 아래 절차는 개별적으로 계량된 절차에 적용됩니다.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및 이동식 주택 공원
부동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록의 고객이며
수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필수고지 : 수변 서비스 중단 이전까지
최소
l0일 전까지 는 임차인/거주자에게
물 서비스가 중단될 것임을 서면으로
통보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2.
임차인/거주자 가 고객으로 되기: 각 임차인/거주자가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MPMWC 관리 사무소에 있는 청구 주소 변경
계약에 관한 회사의 요구 사항 및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한, 회사는
임차인/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www.mpmwc.com.
III.
대체 결제 준비:
상기 섹션 II(C)에 의한 조건은 상기섹션 II(D)에 명시된 proc ess에 따라, 회사는 재량에 따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다음의 대체 결제 준비 중 하나 이상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총지배인 또는 그 지명자는 합리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여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문서
심사를 검토한 후가장 적절한대체 결제방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service within에 대한
지불이의 정상적인 지불 기간을 지불 할 수 없고 섹션 II (C)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큐스
토머는 회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 중 하나에 대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A.

상각:
l.
기간: 고객은 미지급 잔액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세분(2)에 명시된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아래
12개월, 총지배인 또는 그
지정자입니다. 미지급 잔액과 해당 이자
상환기간의 월수를 분할상환기간의 월수로 나눈다.
그 금액은 매달 고객의 진행 에 추가되어야한다
service에 대한 월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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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심사: 총괄매니저 또는 그
8%를 초과하지 않는 연간 이자(8%) 다음을 위해
이 섹션 A에 따라 상각할 금액에 적용됩니다.
3.
계획 준수:고객은
상각 계획을 세우고 각 후속 자산에서 발생하는 요금이 발생함에 따라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청구 기간. 고객은 추가 상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연체료를 납부하면서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는 동안,
분할 상환 계획. 고객이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0일 이상의 상각 계획, 또는 지불하지 못한 경우
60일 이상 고객의 현재 서비스 요금은
회사는 고객의 재산에 대한 수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이 때 고객의 숙소에
서비스 중단 의사를 최종
통지한
후 영업일 5일 이상인하여
고객의재산에 대한 수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B.

대체 지급 일정:
l.
상환 기간: 고객은미납 잔액을 지불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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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총괄 매니저 또는 그
지명자; 다만, 총괄매니저 또는 그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12 개월 이상.
2.
관심사: 총괄매니저 또는 그
8%를 초과하지 않는 연간 이자(8%) 다음을 위해
이 섹션 B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3.
일정: 고객과 의논하고 고려한 후
고객의 재정적 한계, 총괄 매니저 또는 지명자
합의할 대체 지급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고객. 대체 일정은 주기적인 일괄 합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지급일과 일치하지 않는 지불은
월보다 더 많거나 적게 지급되는 경우,
만일 이 경우 미지급잔액과 이자는
납부 일정이 정해진 후 12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합의된 일정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고객.
4.
계획 준수: 고객은합의된
지불 일정에 따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각 지불 에 발생하는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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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청구 기간. 고객은 더 이상 지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연체금을 지불하는 동안 후속 미지급 요금에 대한 일정
이전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고객이 실패하는 경우
60일 일정에 대해 합의된 일정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며칠 이상 또는 고객의 현재 서비스 요금을 60일 이상 지불하지 못하거나
(60) 달력일 ervice to the 이상, 회사는
게시 후 영업일 5일 이상 인 경우 고객의 재산을
서비스 중단 에 대한 최종 통지를 소비자의 거주지로 통지합니다.
C.

미지급잔액 의 감소:

1. 회사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미지급잔액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의
이사회의 승인 및 조치; 그러한
감소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출처로부터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다른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감소비율
소비자의 재정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공급업체는
재정 상태 및 필요 및 자금의 가용성을 상쇄하기 위해
소비자의 미지급 잔액 을 줄입니다.
2.
상환기간: 고객은 감면된 잔액을
총괄 매니저 또는 지명자가 결정한 기한은
일자("지급일 감소일")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5)
미지급잔액의 감소일이후의 달력일.
3.
감소된 지불일 준수: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감소된 지급일 또는 그 이전에 감소된 잔액을
각 후속 청구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요금을 전액 지불하는 현재 상태로
유지됩니다. 고객이 할인된 지불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감소된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60일 동안 고객의 현재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거나
또한, 당사는 고객의 재산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거주지에 게시한 후 영업일 수 최소 5일 이내에 최종
서비스 중단 의사를 통지합니다.

D.

일시적 지급 유예:
회사는 재량에 따라 미지급금지급을 유예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납부 후 최대 12개월 동안 잔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l.
상환기간: 고객은 미납잔액을
일반인이 정한 연기일("이연지급일").
관리자 또는 지명자. 연기 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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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잔액이 체납된 날로부터 12개월.
2.
감소 된 지불 날짜 준수 : 고객이 지불해야합니다.
이연 지급일 또는 그 이전에 감소된 잔액은
각 후속 요금에 발생하는 모든 요금을 전액 납부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청구 기간. 고객이 미납 된 지불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이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60일 동안 고객의 현재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거나
또한, 당사는 고객의 재산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거주지에 게시한 후 영업일 수 최소 5일
서비스 중단 의사를 통지합니다.
IV.
항소: 청구서에 명시된 금액을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service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육권은12개월 동안3(2)의불합격 한항소로 제한되며, 그
한도에 도달한 경우, 회사는 후속 항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any subsequent appeals.
A. 최초 상고: 10d 이내의경우, 고객은 청구서 또는요금에 대한검토를 요청할
권리가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의 사무실로 전달되어야
Company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이의 제기 및 그에 따른 검토가 보류중인 한 소비자에
Company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B. 중단 통지 검토: 상기 A 항에 따라 제공된 항소 권에 대한addition에서 중단 in error with
respect to the quantity of water consumption set forth on that bill; 통지를받은 고객은s a
Discontinuation Notice가 중단 통지일 로부터 적어도 5 일 영업일 후에 청구서에 대한 항소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A항, abov e에 따른 항소 또는 검토 요청이이루어진법안에는
그러한 항소 또는 검토권이모두 적용되지않는다. 본 제절 B항에 따른 항소 또는 검토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항소를 뒷받침하는 문서작성 또는 재검토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또는 검토 요청은영업일 5일 이내에 회사의사무실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항소 및 그에 따른 조사가 보류중인 한, 소비자에게 의한 행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ervice to the consumer.
C. 총괄 매니저 검토: 총괄 관리자는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기 수도 요금의 정확성에 대한 결정을 내린 분과(A) 및 (B) 및 렌드r에 의한 검토 요청은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 조사 결과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1. 수도 요금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수정된 청구서를 제공하고 수정된 요금의 지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요금에 대한 송장 날짜의 10일 이내에 만일
개정된 요금은 60일 이상 미지급 상태로 유지됩니다.
수정된 송장이 제공되며, 다음 에 서비스가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 60 (60) 달력 일 기간의 만료 후 정규 근무 일;
상기 제II(B)(l)항에 따라 고객에게 중단 통지서를제공할 것입니다.
서비스 서비스
모든 미결제 수도 요금을 전액 지불해야만 복원됩니다.
수수료, 모든 해당 재연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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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문제의 수도 요금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도 요금은 2영업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진다.
(b) 세분화 A에 의한 초기 항소의 경우, 위의 경우, 고객이
이사회에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서 해당 수도 요금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요금이 전액 지불되지 않는 경우
최초 청구일 이후, 당사는 제II(B)(1)항에 따라 중단 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고객의 재산에 잠재적으로디스톤티 nuing의ervice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c) 세분화 B에 의한 중단 통지 항소의 경우, 위,
고객이 이사회에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명세서에 명시된 방식, 다음의 avice는 주제 속성에 대한
서면 또는 전화 통지에 따라 중단된 경우
(i) 만료 후 최소 24시간 후의 발생 시간이 발생한다.
원래 60일 통지 기간은
중단 통지; 또는 (ii) 항소 기간만료.
D. 항소 심리: 상기 절차에 따른결의가 고객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고객은 이사회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심리요청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회사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개인적으로 이사회 앞에 나타나 문제의 법안에 물이 청구되는
이유에
대한 증거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사회는
고객이 제시한 증거와 해당
수중 과징금에 관한 회사에 제출된 정보를
평가하고,
해당 요금의 정확성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ℓ. 이사회가 문제의 수도 요금이 올바르지 않다면,
고객에게 수정된 요금에 대한 청구서가 청구됩니다. 개정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60일 이상 동안 미지급 상태로 유지됩니다.
송장이 제공되며, 다음 정규 에, service연결이 끊어집니다.
해당 60 (60) 달력 기간의 만료 후 근무 일; 제공
당사가 고객에게 중단 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섹션 II(B)(1l)에따라, 위의. 서비스는 복원됩니다.
미결제 수도 요금 및 모든 적용 가능한 재연결 후
요금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문제의 수도 요금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도 요금은 2영업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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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지며,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요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원래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체
회사는 섹션에 따라 중단 통지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II(B)(1 l), 상기,잠재적으로 단종된 s의 에비에 d를 프로시저링할 수 있다.
고객의 적절한y.
3. 초과 요금은 다음 정기 청구서에 크레딧으로 반영됩니다.
단독 재량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환불하거나 환불
이사회의
4.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어떠한 소비자의 서비스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회사 또는 이사회에 대한 Company 소비자의 호소가
보류 중인.
5.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이다.
서비스 회복: 그동안의 재벌을 재개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미결제로 인해 중단된 고객은 해당되는 경우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상기 섹션
II(E))(1)에 명시된 제한사항에 따라 회사가 정한 재연결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회사는
실무 케이블을 즉시 재연결하되, 고객의 요청 및 결제 후 다음 정규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는그러한 재연결이 가능합니다.
재연결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V.

제럴드 케이스미스, 이사회 회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