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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폐기물 및 재활용, FRANK R. BOWERMAN 및 PRIMA DESHECHA 매립지에서 미국 퇴비화 위원회 

인증 획득 

환경 법규 해결을 위한 지역 솔루션을 제공하는 녹지 공장 

 

캘리포니아 Orange 카운티(2022년 10월 5일) – OC 폐기물 및 재활용(OCWR)은 Frank R. Bowerman 매립지의 

Bee Canyon Greenery와 Prima Deshecha 매립지의 Capistrano Greenery에서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시험 

보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은 OCWR의 퇴비가 모든 연방, 주 및 지방 규정 및 허가를 충족하는 최고의 

퇴비 품질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CWR의 이사인 Tom Koutroulis는 “OC 폐기물 및 재활용이 퇴비화 인증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재료와 생산 공정이 궁극적으로 식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마당과 정원들에 영양가 있는 

퇴비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증합니다." 

 

Orange 카운티 주민, 상업 기업, 지역 도시 및 정부 기관은 oclandfills.com/compost를 방문하여 무료 퇴비 

및/또는 뿌리 덮개 재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CWR의 퇴비화 운영은 환경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의무 

사항을 해결하는 지역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OCWR은 현재 Irvine과 San Juan Capistrano에서 녹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초 Brea에 있는 Olinda 

Alpha Landfill에 세 번째 시설을 개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지 공장은 현재 개방형 윈드로우 퇴비화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퇴비화 기술은 CASP(covered aerated static piles) 및 여러 유형의 공급원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퇴비를 사용하면 건강한 토양이 생성되어 식물 성장을 위한 영양분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수분 유지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OCWR의 퇴비는 주거 가정과 사업체에서 수거한 녹색 폐기물로 만들어집니다. 퇴비화는 

온실 가스를 줄이고 미래의 매립 능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폐기물 산업은 SB 1383의 통과와 함께 기념비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5년까지 

매립지의 유기성 폐기물을 75% 감소시켜 메탄 배출량을 줄이고 여전히 식용 식품의 구제를 2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OCWR은 OC 주민들을 교육하여 새로운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폐기물로 간주되었던 자재를 유용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C 폐기물 및 재활용(OCWR) 정보 

OCWR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위해 폐기물 관리 서비스 제공과 공공 매립지 

운영, 지역 환경 보호, 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카운티의 고체 폐기물 처리 요구에 

부응합니다. 이 부서는 국내 최고의 고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중 하나인 퇴비 녹지 2개를 관리하며 2023년 초에 

세 번째 녹지를 개장하여 모두 카운티의 34개 도시와 통합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CWR의 활성화된 세 개의 매립지는 환경 공학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OCWR 웹사이트 OCLandfills.com를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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