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노력. 

토마스 D. 쿠트룰리스 이사 
601 N. Ross Street, 5th Floor 

Santa Ana, CA 92701 

www.oclandfills.com 

전화번호: (714) 834-4000 

팩스번호: (714) 834-4183 
 

 

 

즉시 배포용 

2023 년 3 월 13 일 

연락 담당자: 프랜신 뱅거트 / (714) 461-1182 
Francine.Bangert@ocwr.ocgov.com 

 

오렌지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에서 4 월 1 일에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퇴비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유기농 퇴비를 제공하는 무료 나눔 행사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2023 년 3 월 13 일) -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OCWR)에서 비 캐년 그리너리(프랭크 R. 보워먼 매립지), 발렌시아 그리너리(올린다 알파 
매립지), 카피스트라노 그리너리(프리마 데세차 매립지)에서 카운티 전역을 대상으로 퇴비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023 년 4 월 1 일 토요일 
오전 8 시부터 정오까지, 재고 소진 시까지 퇴비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OCWR)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퇴비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 캐년 그리너리와 카피스트라노 그리너리를 방문하는 카운티 주민은 퇴비통 
또는 대형 쓰레기 봉지에 퇴비를 담을 때 사용할 삽을 지참해야 합니다. 퇴비는 재고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각 가구당 60 갤런으로 제한됩니다. 발렌시아 그리너리에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미리 채워진 퇴비 봉지를 가구당 4 봉지로 제한하여 제공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OCWR)의 톰 쿠트룰리스 이사는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는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가구와 사업체에서 수거한 친환경 유기농 폐기물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며 메탄 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저희 무료 나눔 행사는 퇴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성공적으로 높여왔으며 
주민들이 직접 건강한 유기농 퇴비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왔습니다. 퇴비 무료 나눔 행사에 참여하면 4 월 22 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OCWR)에서 제공하는 퇴비는 퇴비 제조업체에 최고 
수준의 품질 기준을 적용하는 인증 프로그램인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시험 보증 인장(Seal of 
Testing Assurance, STA)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퇴비 무료 나눔 행사는 가족 친화적으로, 
주민들에게 건강한 퇴비를 제공하여 뒷마당과 텃밭에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퇴비 수령 장소: 

• FRB / Bee Canyon Greenery, 11002 Bee Canyon Access Rd., Irvine 

• OA / Valencia Greenery, 1942 N. Valencia Ave., Brea 

• PD / Capistrano Greenery, 32250 Avenida La Pata, San Juan Capistrano 

http://www.oclandfills.com/
mailto:Francine.Bangert@ocwr.ocgov.com


재활용을 통해 기여하기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OCWR)는 환경 보호 활동과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4 월 22 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올바르게 처리함으로써 매일 지구를 
보호해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좋은 재활용 습관을 들이고 이를 실천하기로 약속할 
때입니다.CalRecycle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매년 약 600 만 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고 합니다. 이는 매립지에 매립되는 모든 폐기물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가구에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음식물의 환산 가치가 $1,500 에 이릅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면 슈퍼마켓에 가기 전에 식단을 계획하십시오. 작은 실천만으로도 
매립지 공간을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OCWR)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OCRecycleGuide.com 은 특이한 품목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웹사이트로, 
사람들이 다양한 재활용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재활용 외에도, 배터리, 페인트, 
가정용 세제와 같은 유해 품목이 매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애너하임, 헌팅턴 비치, 어바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에 위치한 4 곳의 유해 생활 

폐기물 수거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운영 시간은 화요일~토요일, 오전 9 시~오후 3 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OCWR) 온라인 재활용 교육, 팁, 퀴즈는 

OCLandfills.com/lear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OCWR) 소개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OCWR)는 카운티의 고형 폐기물 처리 니즈에 부응하여,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매립지를 운영하며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현 세대와 후대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보장합니다. 이 부서는 미국 최고의 고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 중 하나와 3 곳의 퇴비 그리너리를 
관리하며 카운티 내 34 개 도시 및 미통합 지역의 주민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OCWR)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립지 3 곳에서는 환경 
공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OCWR) 

웹사이트(OCLandfills.com)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 

 

 

 

 

 

 

 

 

 

2 | 페이지 

https://ocrecycleguide.com/
https://oclandfills.com/hazardous-waste
https://oclandfills.com/hazardous-waste
https://oclandfills.com/learn
https://oclandfill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