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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님,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께 
 
본 공립학교의 식수에 납 성분 치수증가의 가능성을 알기 위해 취해진 예방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 교육청은 워싱톤 상하 수도국(Washington Suburban Sanitary Commission: W 

SSC)으로부터 락빌에 있는 메리벨 초등학교(Maryvale Elementary School) 물 샘플에서 
납성분의 치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주에 76개의 학교의 물 샘플을 
채취 후 검사를 한 결과 9개의 학교에서 납 성분의 치수 증가를 보고 받았습니다. 첫 납 
치수 증가가 발견된 것은 PG카운티에서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다른 학교에서도 납이 
검출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본 교육국은 각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심스럽고도 신중한 그리고 또한 책임감있는 예방차원에서의 조치를 당부하는 바 
입니다.  

 
어제 저녁 이미 학생들이 교실에 도착하기 전에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각 학교에 차후 조치에 관한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워싱톤 수도국(WSSC)는 각 학교의 식수를 검사 할 것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납치수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신중한 안전 조치들의  실행을 
통해 건강한 학교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주 식수원은 아침, 학교 시작 전에 그리고 매 4시간 마다 15분 동안 물을 
틀어 놓도록 어제 저녁 지시했으며 이 조치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의 계획안(프로토콜)에 의하면 어떤 납 성분의 잔재도 모든 물이 식수로 이용되기 
전에 배제 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재량 또는 특수 상황을 제외한 모든 학교교실의 
수도 꼭지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를 붙였으며 학생 및 교직원들의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 물을 틀 것과 사용을 금지하는 식수원을 알리는 싸인을 붙였습니다. 

 
이 안전상의 조치들은 학교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예방에 대한 조치는 매우 중요하며 
학교시설에 꼭 필요한것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조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워지기 
전까지 본 몽고메리 교육청은 위에 말씀드린 안전수칙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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