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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폐기물 & 재활용은 5월 21일, 퇴비를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날짜) – OC 폐기물 & 재활용(OCWR)은 프랭크R. 바워맨(FRB) 
매립장에서 퇴비 나눔 행사 개최합니다. 2022년 5월 21일 툐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빈 
소재 11002 비 캐년 엑세스 로드에서 무료 퇴비를 가져가세요. OCWR 주최 자체 운반 행사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퇴비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활용 가능 용기 또는 야외용 
폐기물 가방에 퇴비를 넣기 위해서 삽을 가져와야 합니다. 현장에는 직원들이 대기하여 도와드릴 
것입니다. 
 
무료 행사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에게만 해당하며, 각 세대는 최대 60갤런 용량이 허용되고, 
선착순으로, 재고 소진 때까지 진행됩니다. 퇴비는 토양에 바로 시비하여 정원을 덮을 수 있습니다. 
 
OCWR은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가정에서 수집한 녹색 폐기물에서 품질 좋은 퇴비 재료를 
만듭니다. 이 퇴비는 마당의 폐기물 통에서 시작되어 영양소가 풍부한 토양 개량재로 전환되는 
완전한 순환의 산물로서, 흙에서는 수분을 머금고 잡초 성장을 억제하며 미량영양소와 
다량영양소를 제공함으로써 식물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유기성 재활용의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카운티 주민들에게 퇴비화의 중요성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라고 톰 카우트롤리스 OC 폐기물 & 재활용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더욱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퇴비를 사용함으로써 녹색 폐기물이 매립장에 묻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퇴비 나누기 행사는 대중의 유기성 물질 인식 구축과, 이를 커뮤니티에 
돌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OCWR의 폐기물 관리 업무와, 당신이 우리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면 oclandfills.co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OC 폐기물 & 재활용(OCWR)에 대하여 
OCWR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 매립장 
운영, 지역 환경 보호, 재사용 가능 에너지 회사에 투자, 재활용 촉진을 실현하는 폐기물 관리를 
운영함으로써 카운티의 고형 폐기물 처리 필요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국적인 
우수 고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갖춘 장소 중 한 곳이며, 카운티 이내 34개 시티와 비통합구역의 
주민들과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CWR에서 운영 중인 3곳의 매립장은 최선의 
환경공학이 반영된 곳입니다. OCWR의 웹사이트 OCLandfills.com에 방문하면 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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