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수에 포함된 납에 대한 중요 안내 

이공지는 Englewood 병원 및 메디컬 센터에서 발송합니다. 뉴저지 공공 수도

사업본부(New Jersey, Public Water Supply, NJPWS) 문서 번호 NJ0215300.

Englewood 병원은 몇몇 건물의 식수에서 납 수치가 상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납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신한 여성이나 아이에게 위험합니다.  

안내를 잘 읽고 식수의 납 수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Englewood 병원 및 메디컬 센터(Englewood Hospital and Medical Center, EHMC)는 전용 

물탱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납 및 기타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시스템 관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EHMC는 Suez Water가 제공하는 도시 

상수도 시스템으로 수원을 변경했습니다. EHMC가 장기간 수원을 변경한 결과, 뉴저지주 

환경 보호국(NJ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NJDEP)에서 납 및 구리 측정을 

위한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EHMC는 2016년 12월 21일 배수 시스템에서 샘플을 

채취했으며 뉴저지 외부의 인증된 연구소에서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2일, 

NJDEP는 12월 EHMC에, 일부 건물에서 채취한 샘플이 연방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납 허용 기준치인 15ppl을 초과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허용 기준치란 초과할 경우 상수도 시스템에 추가로 처리 및 기타 요건 적용을 촉발시키는 

오염물의 농도를 말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 시설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납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EPA는 납에 대한 최대 오염 수치 기준치(Maximum Contaminant Level Goal, 

MCLG)를 0으로 설정했습니다.  MCLG는 식수에 포함된 오염물의 수치로서, 이보다 

낮은 수치에서는 알려지거나 나타난 건강 위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MCLG는 안전 

여유(safety margin)를 허용합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Englewood 병원 및 메디컬 센터는 납 수치 상승에 대한 통지를 받은 즉시 모든 환자 및 

직원이 사용하는 물과 음식 조리에 생수, 외부 공급 물탱크, 외부 얼음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세면대, 수도꼭지, 제빙기, 급수대에 표지를 붙여 해당 문제에 대해 대중과 

직원들에게 알리고, 높은 납 수치가 나온 수도꼭지는 폐쇄했습니다.  

2017년 1월 18일부터 EHMC는 NJDEP 및 Suez Water와 함께 원인과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납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납은 식수나 다른 공급원을 통해 체내에 다량 투입된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와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의 생산을 

방해합니다.  유아, 아동 및 임산부의 납 노출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과학자들은 IQ가 

낮은 아이들을 통해 납 성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했습니다. 신장 문제와 고혈압을 

앓는 성인의 경우, 건강한 성인에 비해 낮은 수치의 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은 



뼈에 축적되며 배출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임신 중, 엄마의 뼈에서 나온 납 성분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두뇌 발달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납의 출처 

납은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금속입니다.  식수는 납 노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납 노출의 주요 원인은 납 성분 페인트 및 납 오염 먼지 또는 흙과 특정 배수관의 

재질입니다.  아울러, 납은 특정 종류의 도자기, 백랍, 동상, 식품 및 화장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직장에서의 노출이나 특정 취미 활동을 통한 노출이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와 같은 수원에서 자연적으로 납에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납은 

식수 오염 물질로도 흔치 않습니다.  납이 식수에 들어가는 주요한 이유로는 납이 포함된 

재질의 상수도 시스템이나 가정의 수도관 부식과 침식이 있습니다.  해당 재질로는 동 

연결관, 황동과 크롬 황동 수도꼭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각 가정과 건물을 수원지와 

연결하는 납으로 제작된 파이프가 있습니다.   

 

“납 미함유”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포함한 새 황동 수도꼭지, 부품, 밸브 역시 식수에 납이 

들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꼭지와 같은 최종 용도의 황동 

제품에 대해 최대 0.25%의 납이 함유된 경우라도 “납 미함유”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4일 이전에는, 미국 보건 재단(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NSF) 인증 

문구가 있는 제품을 포함한 수도관 제품의 내부 표면에 최대 8%의 납 물질에도 “납 

미함유” 문구가 허용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때 이 점을 명심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PA에서는 식수로 인해 잠재적으로 최대 20%까지 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납 

성분이 함유된 식수로 탄 분유를 주로 섭취하는 유아는 식수를 통해 40~60%의 납 노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납 파이프나 납이 함유된 상수도 시스템에 물이 수 시간 이상 고여있을 경우, 납이 식수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이나 종일 물을 사용하지 않은 날 오후에 처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상당히 높은 납 수치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식수를 통한 납 노출을 줄이는 방법 

1. 납을 흘려보내기 위해 물을 틀어 놓으십시오.  6시간 이상 물을 틀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음용이나 조리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물을 틀어놓으십시오.  물이 수도관 안에 오래 

고여있을수록 납 함유량이 많아집니다.  물을 틀어 놓는 방법은 수도꼭지에서 차가운 물이 

15~30초 동안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물을 내리거나 샤워 시에도 일부 상수도 

시스템의 물을 흐르게 하지만, 음용이나 조리용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각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놔야 합니다.  물을 틀어놓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1갤런 미만의 물을 사용합니다. 

 

2. 조리 시, 또는 분유에는 차가운 물을 사용하십시오. 조리나 음용 시, 수도꼭지에서 나온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에서 납이 더 빠르게 녹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필요하면 차가운 물을 받아 데우십시오. 분유를 탈 때 

수도꼭지에서 나온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납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끓이지 마십시오.  물을 끓여도 납 수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4.대안책이나 정수 방법을 찾으세요.  생수나 정수 필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가 납 수치 절감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거나, NSF International에 1-800-NSF-8010번
또는 www.nsf.org 로 연락하여 정수 필터의 성능 기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제조사의 안내에 따라 정수 장치를 관리 및 교체하십시오.

5.납 검사를 받으세요.  납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지역 보건국이나 의료 제공자에

연락하여 자녀의 납 성분 검사를 받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가족 주치의 또는 소아과

의사가 납 성분에 대한 혈액 검사를 실행하고 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방법으로 식수의 납 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되는 경우에는 음용 및 

조리용으로 생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 성분 검사 

이 문제에 관련해 본 병원에서는 2015년 9월 3일에서 2017년 1월 12일동안 본 병원

에서 수돗물을 섭취하셨던 모든 방문객분들을 위해 무료 납 검사를 실행하고 있습니

다. 특히 그 기간동안 임신중이였던 임산부나 6살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필히 납 검사

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납 검사나 현재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201-608-2340(한국어)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무료 납 검사는 2017년 5월 31일
까지 제공됩니다.

http://www.nsf.org/


결과 개요 

수집된 샘플 20개 중 9개에서 납 수치가 허용 기준치 15ppl을 초과했습니다.  12월에 

검사한 수도꼭지 20개 샘플의 납 수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택/건물 주변의 납 노출 감소 및 납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EPA의 웹 사이트 www.epa.gov/lead 를 방문하시거나 미국 납 정보 센터(National 

Lead Information Center)에 800-424-LEAD번 또는 안전한 식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핫라인에 1-800-426-479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담당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201-894-344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englewoodhealth.org/lead. 본 공지는 Englewood 병원 뉴저지 공공 수도 

사업본부(New Jersey, Public Water Supply, NJPWS)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문서 번호 

NJ0215300. 

1차 공지 배부일: 2017년 1월 18일;  2차공지 2017년 1월 19 일;  3 차공지  2017년 2월 2일

샘플 ID 장소명 건물명 채취 날짜 납 수치(µg/L) 

2155 물리치료 Center 2016-12-21 1206 

2270 사무 공간 화장실 West 2016-12-21 161 

2168 
물리 재활치료실 

화장실 

Center 
2016-12-21 

142 

3035 상처 치료실 화장실 East 2016-12-21 76.3 

1439.02 
엑스레이실 직원 

화장실 

Dean 
2016-12-21 

74 

2001-10. 
심혈관 재활치료실 

화장실 

East 
2016-12-21 

68.3 

3214 투석실 직원 화장실 West 2016-12-21 48.2 

1478 혈관 조영 촬영 대기실 Dean 2016-12-21 46.7 

6437 약물기기 옆 싱크대 Dean 2016-12-21 17 

2286 사무 공간 화장실 West 2016-12-21 15.3 

2242 오물 처리실 SDS West 2016-12-21 10.5 

1114-03 입원 휴게실 Center 2016-12-21 8.29 

3156 수면실 내 오물 처리실 Center 2016-12-21 5.29 

4431 환자 구역 멸균실 Dean 2016-12-21 4.69 

5254 
분만&출산 구역 마취 

작업실 

West 
2016-12-21 

3.54 

1263 혈관검사실 West 2016-12-21 <2 

5439 환자 구역 직원 라운지 Dean 2016-12-21 <2 

3238 환자 구역 복도 싱크대 West 2016-12-21 <2 

5244 청소용품 수납장 West 2016-12-21 <2 

8451 
환자 구역 간호사 

라운지 

Dean 
2016-12-21 <2 

http://www.epa.gov/lead
http://www.englewoodhealth.org/l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