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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행사 '위글리를 찾아라', OC 폐기물 & 재활용, OC 공공도서관, 그리고 
디스커버리 큐브 OC 주최로 개최 

 
오렌지 카운티, CA (2022년 4월 1일) – 지구의 달을 축하하는 OC 폐기물 & 재활용(OCWR), OC 
공공도서관(OCPL), 디스커버리 큐브 OC (DCOC)는 파트너가 되어 지구의 날 행사를 주최하여, 주민들에게 
환경 보살핌의 오글거리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직접 참가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축제들은 4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활동, 도서관에서 열리는 환경 중점 행사들, 디스커버리 큐브 OC에서 
열리는 주말 축하행사, 그리고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퇴비에서 위글리를 찾아라" 등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는 현장 환경활동과 교육을 위한 장소를 마련할 것입니다. OCWR은 OCPL, DCOC과 
팀을 이루어 한 달 기간 동안 주민들이 재활용과 퇴비화의 모범 사례를 인식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현장 
참가 활동에는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도서관에서 4월 19~21일에 열리는 커뮤니티 이벤트, 그리고 
디스커버리 큐브 OC에서 4월 22~24일에 열리는 3일간의 즐거운 이벤트가 있습니다. 모든 도서관 
분관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재고 소진 때까지 OCWR 지구의 날 키트를 제공합니다. 

 
"저희 커뮤니티 파트너십은 카운티의 가장 어린 참가자들이 재활용과 퇴비화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주체입니다"라고 톰 카우트롤리스 OC 폐기물 & 재활용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OCWR, OCPL, 
그리고 디스커버리 큐브는 각자 고유의 위치에서 저희 주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다음 세대가 미래를 
위한 지속적 효과를 창안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구의 달 @ OC 공공도서관 
아래 명단에 있는 OC 공공도서관들은 커뮤니티 주민 여러분을 무료로 열리는 직접 대면 행사에 
초대합니다: 
• 파운틴 벨리 분관, 4월 19일, 오후 5시~6:30; 17635 로스 알라모스, 파운틴 벨리 
• 라구나 힐스 테크널로지 분관, 4월 20일, 오후 5시~6:30; 25555 앨리샤 파크웨이, 라구나 힐스 
• 웨스트민스터 분관, 4월 21일, 오후 5시~6:30; 8180 13번 스트리트, 웨스트민스터 

 
저녁에는 OCPL 사서가 들려주는 녹색 스토리타임과 디스커버리 큐브 OC 강사가 진행하는 "퇴비 속에서 
위글리 찾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위글리 지렁이 프리젠테이션은 살아있는 지렁이를 눈앞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퇴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는 행사입니다. 도서관 행사는 OCPL의 찰리 카트/푸드 
위원회가 제공하는 맛있는 "웜즈 인 더트"를 받으면서 마치고, 참석자들은 친환경 도서목록이 수록된 
북마크, 에코챌린지 활동 도서, 측정용 자, 어린이용 DCOC 무료 입회 쿠폰 등이 있는 OCWR 지구의 날 
키트를 받으면서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OC 공공도서관은 비대면 혹은 직접 참가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주최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지구의 날 주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그리고 "퇴비에서 위글리 찾기"의 동영상 버전이 
포함되며, ocpl.org/earthday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clandfills.com/
mailto:Francine.Bangert@ocwr.ocgov.com
https://ocpl.org/ea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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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달 @ 디스커버리 큐브 OC 
• 신규 유기농 폐기물 퇴비화 랩에 들러 퇴비화의 마법을 배우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5,000개가 넘는 
줄지렁이를 살펴보세요 

• 환경을 이루기 위한 퇴비화 책자를 챙기세요 
• 큐브 지구의 날 주말인 4월 22일~24일 행사에 방문하여 특별 활동과 하루 프로그램과, 특별 
판매 테이블과 희사품 전시에 참여하세요 

•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discoverycube.org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폐기물의 재활용과 적절한 폐기를 실천함으로써 매일을 지구의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퇴비화는 재활용과 새롭게 입법된 SB 1383에 의한 메탄가스 누출 감소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사람들은 이제 폐기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 분류를 해야 합니다. OCWR의 
OCRecycleGuide.com 에는 복잡한 물품의 재활용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가 있고, 대중에게 
다양한 재활용 옵션을 알려드립니다. 재활용과 더불어, 이곳에서는 배터리, 페인트, 가정용 세제와 같은 
유해 물질들이 우리들의 매립지에 묻히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4곳의 가정용 폐기물 수집센터 가 있으며, 장소는 애너하임, 헌팅턴 비치, 어빈, 산 후안 카스피트라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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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 공공도서관(OCPL)에 대하여 
OC 공공도서관은 당신의 이웃에, 혹은 컴퓨터처럼 가까이 있는 커뮤니티 도서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32곳의 분관, 오렌지우드 칠드런스 홈에 있는 아울렛, 그리고 OCPL의 이동 도서관으로 이뤄진 OCPL은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CPL이 지향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역량강화와 풍부화, 정보 접근의 자유 제공, 독서와 학습의 애정 환기,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람들에게 색다른 삶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2021년, OCPL은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 서비스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ocpl.org 에 방문하여 저희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커버리 큐브 오렌지 카운티(DCOC)에 대하여 
남부 캘리포니아의 앞서가는 어린이 과학 박물관인 디스커버리 큐브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에게 과학 
기반 프로그램과 전시, 상호활동형 모험에 참여하고 체험함으로써 자극하고, 교육하고 영향을 미치는 
역할에 헌신합니다. 디스커버리 큐브는 오렌지 카운티의 "10대 믿음직한 브랜드" 가운데 한 곳으로 
명명되었으며,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가 수여하는 국가 서비스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2020년에 저희는 디스커버리 큐브의 현장 STEM 전시의 온라인 플랫폼인 디스커버리 큐브 커넥트를 
출범시키면서 온라인 학습과 과학 교육에서 디지털 우선 접근법을 공개했으며, 한편으로는 상호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제공방법도 선보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는 곳: discoverycube.org 와 
discoverycubeconnect.org 방문 

 

### 

https://www.discoverycube.org/
https://ocrecycleguide.com/
https://oclandfills.com/hazardous-waste
https://oclandfil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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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212.net/c/link/?t=0&amp;l=en&amp;o=2809119-1&amp;h=2198526104&amp;u=https%3A%2F%2Fdiscoverycubeconnect.org%2F&amp;a=discoverycubeconn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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