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항?

마시는 물 납측정 세트

DEP 납 부서 전화

(718) 595-5364

단계별 사용법 (2-병세트 )
1

적어도 6 시간 동안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샘플을 채취할 곳을 정합니다.

3

샘플 #1 을 채취합니다.
처음 나온 물
처음 나온 물

정수하지 않은

Chain-of-Custody

혹은

• 설거지, 변기 물내림, 잠깐 마실물 받는 것들을

• 부엌이나 화장실 개수대의 정수하지 않은 물을 샘플로
(CoC) 양식에 기입해야 합니다.

• 선정된 수도꼭지에 통기장치(수도꼭지 끝의 막)가 있으면

채워두십시오.

• 다세대빌딩의 경우, 다른 아파트의 물사용을 제한할

그대로 두십시오

• 수도꼭지에 인라인 필터가 있으면 제거하거나 필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회합니다.

4

#1

• 병 #1(노란색 라벨)을 개수대의 수도꼭지 아래에 놓고 반드시 찬물을
틉니다.

정합니다. 어느 곳에서 받은 물인지 Chain-of-Custody

포함합니다.

• 이 기간동안 물이 필요할 지 모르니 주전자를

샘플 #2 를 채취합니다.
1-2 분 흐른 후

5

해당 양식을 작성합니다.

#1

• 병 #1 의 입구 부분까지 물을 채웁니다. 뚜껑을 단단히 닫습니다.
• 찬물이 계속 흐르도록 둡니다.
• 병 #1 및 Chain-of-Custody 양식에 샘플 수집 날짜 및 시간을
기입합니다.

6

샘플을 즉시 반송합니다

1-2 분 흐른 물
Chain-of-Custody

#1

#2

Chain-of-Custody

#2

#2

• 찬물을 1-2 분 흐르게 한 후, 병#2(오렌지색 라벨)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 병 #2 의 입구 부분까지 물을 채웁니다. 뚜껑을 단단히
닫습니다.

• 물을 잠급니다.
• 병 #2 및 Chain-of-Custody 양식에 샘플 수집 날짜 및
시간을 기입합니다.

반드시 작성
• 동봉된 Chain-of-Custody 양식을 모두 작성하십시오.
이전에 작성한 적이 있어도 다시 한번 작성해야 합니다.
• '샘플에 대한 정보'(1~4)를 모두 기입하십시오. 만일
정보를 하나라도 빠뜨렸을 경우, 샘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 (5 에서 12)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답합니다. 만약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 “모른다”를 체크하거나 그냥
비워둡니다.
• 맨 아래에 사인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 두번째 페이지는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안내: 분석 결과는 샘플 꾸러미가 회수된 후 3 주~6 주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선불 배송
• 제공된 비닐 봉투에 물이 채워진 병 #1 과 병 #2 를 넣고 밀봉한 후,
작성한 Chain-of-Custody 양식과 함께 박스에 넣습니다.
• 포장테잎이나 동봉된 갈색 테잎으로 상자를 봉합니다.
• 상품 반송 요청 스티커의 뒷면을 벗겨낸 후, 박스 겉면에 붙어 있는
주소 스티커 위에 겹쳐지게 붙입니다.
• 박스를 직접 USPS 우체국으로 가지고 가시거나, USPS 의 '방문 접수
예약(Schedule a Pickup)'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파란색 우체통에
박스를 넣지 마십시오.
• 샘플 채취 후 2 주 이내에 박스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샘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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