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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 공립학교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 

 

건강과 안전은 페더럴웨이 공립학교의 가장 최우선 순위입니다. 저희는 매일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와 투명성을 갖고 소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서, 지난 몇 달에 행해진 교육구 전체의 

수질 검사에 대해, 그 결과와 행동 조치를 포함, 여러분께 최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교 건물이 

오래되면서 식수원과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K-12 수질 검사 절차를 관리하는 관공서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미 환경 보호국(EPA)이며 다른 

하나는 워싱턴 주의 보건부입니다.     

연구 조사에 기반하고 EPA에 승인된 수질 검사 스케줄을 고안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를 위해 특별 

고안된 EPA 안내 서류(https://www.epa.gov/sites/production/files/2015-

09/documents/toolkit_leadschools_guide_3ts_leadschools.pdf.)에 제공된 지시사항을 따랐습니다.  

 

2016 년의 여름동안 관리 기관의 법률을 따라 정해진 숫자의 냉수 수도꼭지와 식수대 (50% 

초등학교와 25%의 중고등학교 및 기타 건물)의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의 일부로서 승인된 수질 

검사 회사와 인가된 실험실을 선정하여 구리와 납 성분에 대해 검사했습니다. 구리의 수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수치가 나왔으나 납은 조치할 만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에도 요약했듯이, 

교육구는 필요한 수도꼭지의 교체와 수리를 즉각 조치했습니다.  

 

EPA 의 조치가능한 납의 수치는 20 ppb 입니다. 교육구는 EPA 표준보다 5 포인트 엄격한 수준인 15 

ppb 의 납 수치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곳들,   

매일의 세척으로 조치 가능한 수준의 곳, 매일의 세척으로 해결되지 못할 수준이라 수도꼭지의 교체가 

필요한 곳 등을 발견했으며, 또 한번의 검사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물을 공급한 곳도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저희 교육구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워싱턴 주 

보건부의 안내 지침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며 조치가 필요한 납의 수준이 발견될 경우 학생들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각 학교 현장의 검사 결과와 취해진 조치를 표시한 도표를 참고하십시오. 더 궁금한 점이나 염려 

사항이 있으시면 샐리 D 맥클레인에게 smclean@fwps.org 로 이메일을 하시거나 (253)945-2043 에 

전화하십시오.   
 

추 

 

 

교육감, 태미 캠벨 박사 

 

https://www.epa.gov/sites/production/files/2015-09/documents/toolkit_leadschools_guide_3ts_leadschools.pdf
https://www.epa.gov/sites/production/files/2015-09/documents/toolkit_leadschools_guide_3ts_leadschools.pdf
mailto:smclean@fwp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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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2016년 9월 1일자 수질 검사 결과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대안 현장 기타 현장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곳 Camelot  

Enterprise 

Green Gables 

Lake Dolloff 

Lakeland 

Mark Twain 

Meredith Hill 

Mirror Lake 

Panther Lake 

Rainier View 

Sherwood Forest 

Sunnycrest  

Valhalla 

FWPA 

Kilo 

Lakota 

Saghalie 

Sequoyah 

TAFA 

Totem 

Decatur 

Todd Beamer 

Truman 

 

Norman Center 

 

ESC 

Nutrition 

Support 

Service Center 

 

 

조치가 필요하여 (매일의 

세척으로) 개선된 곳 

Adelaide 

Silver Lake 

Star Lake   

Twin Lakes 

Woodmont K-8  

Sacajawea  Memorial 

Field  

조치가 필요하여 세척 

/수도 장치 교체 등으로 

개선된 곳 

Lake Grove 

Wildwood 

Illahee Federal Way 

Thomas Jefferson 

 

세척으로 조치 가능하지 

않은 수준: 수도 장치 

교체 중.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에 든 

생수가 공급될 예정 

 

Brigadoon 

Nautilus K-8 

Olympic 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