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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러분께,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산하 모든 학교 학생들을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통신문은 저희 교육청에서 뉴욕시 전역의 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납성분 제거 작업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시설 관리인은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 없어선 안될 일부분이며,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인들은 학교 건물에 벗겨진 페인트칠을 파악하기 위해 꾸준히 시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왔고,
올 여름에는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또 한 차례의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학년도 개학
첫 날이 오기 전에, 저희는 6 세 미만 아동을 교육하는 모든 교실을 검사하고 혹시라도 벗겨진 페인트칠이 있는
곳은 모두 보수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초가을에 카페테리아와 도서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 조치란 미국 환경 보호국(EPA) 및 NYC 보건국에서 승인한 절차로서, 낡은 페인트칠을
제거하고 봉인한 후 새 페인트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상된 벽을 덮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지 샘플 검사 결과, 해당 교실이 장기간
안전할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수 조치는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특히 중점을 둔 곳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이지만, 앞으로는 저희의 프로토콜을
더욱 강화하여 공용공간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저희는 화장실과 체육관, 강당 등의 공간으로
조사를 넓혀갈 것입니다.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는 뉴욕시에서 이미 1960 년에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교육청에서는 추가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금지된 것보다 25 년 후의 건물들까지도 모니터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아동들, 그 중에서도
특히 3 세 미만 아동은 납에 노출되면 특히 위험하며, 6 세 미만 아동들도 그보다 큰 아동들에 비해서는 위험이
큽니다.
저희의 대처 프로토콜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며, 금학년도 동안 DOE 에서는 이 과정의 감독과
투명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현재 이에 관한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구축되어, 교직원이나 학부모님
누구라도 연중 24 시간 이용 가능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낡은 페인트칠에 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schools.nyc.gov/lead-based-paint 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납성분 제거 작업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이메일 PaintTesting@schools.nyc.gov 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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