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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지구 (34) 가족,
최근 국내 소식에 이어, 글렌 뷰 지구 (34)는 모두 여덟 학교 및 관리 사무소에 물 샘플
테스트를 수행하는 환경 엔지니어링 회사에 종사. 직접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물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마을에 의한 안전한 것으로 판명 될 것을 알고하십시오. 지구 (34)는
학생들과 직원에 대한 추가 예방 조치로 시험이 추가 형태로 참여하는 선택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험의 확인을 받아 테스트 한 모든 마시는 분수 물이 학교에서 리드의
환경 보호 Agencyâ € ™의 허용 수준 이하로 발견 된 부모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싶다. 또한,
식품의 제조를위한 물을 공급 시험마다 꼭지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호프만 학교에서 부엌 수도 꼭지에서 한 샘플은 주 및 연방 기준에 따라 리드의 수준을
상승했다. 아이가와의 직접적인 접촉이없는이 수도꼭지는, 그들이 살균 과정의 일환으로
가열 된 물을 사용하는 식기 세척기에 넣어 전에 트레이를 세척 할 목적으로 사용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수신 한 후, 정부는 즉시 확인 호프만의 부엌에 모든 물을 종료 추가 테스트를
완료하고 문제 수도꼭지 수리 할 수있을 때까지 음식 준비에 위험이 없었다 확인합니다.
호프만의 추가 테스트가 음식 준비에 사용되는 물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우리는이 문제 꼭지 수리 금요일, 4 월 15 일까지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히 안전하다 - 다시, 우리는 호프만 포함 € â 학교 "모든으로 공급 마을에서 수원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부엌에서 물 샘플을 양성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즉시 수리를 위해 종료
싱크기구,이었다.
우리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보안은 저희의 최우선입니다. 주의의 마음에와의 풍요
로움과 함께, 우리는 초기 샘플 --- 모든 수도꼭지 분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물기구의
테스트 과정에있다 - 모든 학교. 이 테스트의 결과는 주중 다음 주에 출시 될 예정이다,
우리는 후속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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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결과를받을 때까지, 우리는 초기 샘플 테스트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은 모든
마시는 분수를 폐쇄하는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해왔다. 분수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싱크를 마시는, 우리는 또한 추가의 물을 필요로하는 학생들에게 생수를
공급한다. 부모는 확실히있는 학교에 자녀와 함께 (유리 용기가 아닌) 자신의 물을 보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물 비품 및 수도꼭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용하는 모든 추가,
예방 조치에 확신, 우리는 즉시 실제와 부모 커뮤니티에 정보를 제공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육감 마이크 니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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