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보호 리소스를 찾고 있습니다  
 

수도의 납이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민은 수도의 납 수치를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 DC Water는 가정이 수도관의 납 함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 
수도 테스트 키트를 제공합니다. 무료 키트를 받으시려면 (202) 612-
3440번으로 식수 부서(Drinking Water Division)에 연락하시거나 
leadtest@dcwat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DC 정부는 적격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시 상수도와 연결되는 주택의 
납 파이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납 파이프 교체 
프로그램(Lead Pipe Replacement program)을 제공합니다. 

● DC Water에는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상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까?   

●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인 경우, 911로 전화하십시오. 
● 도시 서비스 및 납 보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려면 311로 
전화하십시오. 

● 납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202) 719-6560번으로 Office of the Tenant 
Advocate(임차인 변호 사무국)로 전화하여 귀하의 권리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 또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202) 535-
2600번으로 에너지 환경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납 성분 페인트가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https://www.dcwater.com/lead-testing
https://www.dcwater.com/lead-testing
https://www.dcwater.com/lead-testing
https://www.frontdoor.dc.gov/lead-pipe-replacement
https://www.frontdoor.dc.gov/lead-pipe-replacement
https://www.frontdoor.dc.gov/lead-pipe-replacement
https://www.frontdoor.dc.gov/lead-pipe-replacement
https://www.dcwater.com/reducelead


거주민은 가정의 납 성분 페인트를 테스트하고 가족이 납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C 정부는 적격 가구에 납 감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페인트의 납 수치를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납 페인트 
수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사에게 자녀의 납 검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는 
자녀가 납에 노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률에 따라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생후 
6~14개월 및 22~26개월에 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 모든 아동은 만 2세까지 2번 검사를 받습니다. 

●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납 성분 페인트로 도장된 
표면을 고치거나 작업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납 성분 페인트로 
도장된 표면을 수리, 몰드 제거 또는 기타 변경할 때는 항상 납 안전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납 성분 페인트에 대한 주택 테스트를 
실시하고 납 성분 페인트를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DC 인증 페인트 
전문가와 협력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받으십시오. 

 

여기서 다루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202) 535-2600번으로 
에너지 환경부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납 보호 질문(Lead 
Protection Question)”이라는 제목으로 doee@dc.gov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DC 정부와 계약 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리소스만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3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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