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 카운티 

가정용 위험 폐기물 수집센터 안내 

 

  업무 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일(신정, 현충일, 독립기념일, 노동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우천일 휴업.  

우천시 영업 확인 전화 문의처: 714-834-4000.  

녹음된 안내전화 번호: 714-834-6752.  

가정용 위험 폐기물 수집센터 위치 

Anaheim 

1071 N. Blue Gum Street 

CVT 리사이클링 센터로서, 57번과 91번 프

리웨이 교차로 부근의 라 팔마 애브뉴 & 블

루 검 스트리트의 남서쪽 외곽지역에 있음.  

Huntington Beach 

17121 Nichols Street-Gate 6 

레인보우 디스포절에 있으며, 워너 애브뉴의 

남쪽, 비치 볼리바드와 고타드 스트리트 중

간에 위치.  

Irvine 

6411 Oak Canyon 

시티 오브 어빈 코퍼레이트 야드 & 바크 파

크 다음 구역. 샌드 캐년의 I-5 출구에서 나

옴. 오크 캐년을 향해 서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San Juan Capistrano 

32250 Avenida La Pata  

오르테가 하이웨이(SR-74)의 I-5번 출구. 동

쪽 방향의 라 파타 애브뉴로 이동. 우회전 하

여 프리마 디시차 출구에서 진출. 표지판을 

따라서 HHWCC로 진행.  

안전을 위하여, HHWCC 방문을 준비할 때 다음 규제 내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1대로 1회 운송 가능한 양은 최대 15겔론 또는 125파운드입니다(교통부 요구사항).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겔론을 초과하는 용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석유 용기로서 반환을 요청 받은 경우 이외 모든 경우의 용기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내용물은 원래 용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자동차용 오일, 연료와 부동액 제외).  

 용기에는 뚜껑이 있어야 하며, 견고하고, 밀봉되고, 라벨이 있어야 하며, 누출 방지 보호가 되

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섞지 마십시오.  

 유성 페인트를 라텍스 페인트와 혼합하지 마십시오.  

 뚜껑이 제거된 빈 용기는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 

가정용 위험 폐기물 수집센터에서 사업, 교회,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용된 폐기

물의 접수는 금지됩니다. 

물품 교환 

프로그램에 

방문하여, 매주 

최대 5개의 부

분적으로 사용

한 가정용, 야

외, 그리고 차량 정비 부품의 용기를 집으로 무료로 

가져오세요! 



가정용 위험 폐기물이란 무엇입니까?  
쓰다 남은 가정용 제품으로서 녹, 유독물질, 폭발성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것을 "가정용 위험 폐기물" 또는 "HHW"라고 

간주합니다. 페인트, 세제, 오일, 배터리 그리고 살충제와 같이 잠재적인 위험 내용물을 함유한 제품들을 폐기할 때는 특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가정용 위험 폐기물의 부적절한 폐기 방법을 예로 들자면, 배수구, 땅, 또는 하수구에 부어서 버리는 것, 또는 휴지통에 버리는 일

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폐기의 위험성이 당장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부적절한 폐기 방법은 환

경을 오염시키고 인류 건강을 위협합니다.  

가정용 위험 폐기물 수집센터에 가져올 수 있는 물건 

청소용 제품 

표백제(세탁용)  

파이프 세척제 

오븐 세척제 

수영장용 화학제품 

변기 세척제 

욕조, 타일, 샤워 세척제 

목재와 금속 세척제와 광택제 

잔디와 정원용 제품 

살진균제 / 목재 방부제 

제초제 

방충제 

공방 / 도료 물품 

접착제와 본드 종류 

에어졸 캔 

매염제와 이 밖의 솔벤트 

가구 스트리퍼 

석유 또는 에나멜제 도료 

페인트 스트리퍼 또는 리무버 

페인트 시너와 테레빈유 

사진용 화학제품 

스테인과 피니시   

기타 

배터리 

콤팩트 형광전구 

드라이브웨이 실러 

형광등 

수은 온도조절장치 또는 수은 온도계 

천공 방지 용기의 뾰족한 물품(피하주사

기, 필기구용 바늘, 정맥주사, 란세트)   

자동자 부품 

에어컨 냉매 

부동액 

자동차용 배터리 

카뷰레터와 연료 주입 클리너 

연료 첨가제 

자동차용 오일 

엔진 시동액 

트랜스미션과 브레이크액  

실내 살충제 

개미 스프레이와 미끼 

벌레 스프레이 

바퀴벌레 스프레이와 미끼 

벼룩 퇴치제와 샴푸 

분재 살충제 

나방 퇴치제 

쥐약과 미끼  

기타 폭발성 제품 

CO2 카트리지 (렉처 보틀 크기 이하)  

디젤유 

40 파운드 미만 소화제 

가솔린/석유 혼합제 

헬륨 탱크 

가정 난방유 

등유 

라이터 기름 

프로판 탱크(5갤런 이하)  

E-폐기물(폐기 전 데이터 삭제)  

알람 시계 

혈당 측정계(살균됨)  

캠코더 

CD 플레이어 

이동전화 

컴퓨터 모니터 (CRT & 평면 화면)  

컴퓨터/CPU/노트북 

복사기(가정용, 데스크톱)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온도계 

운동설비에 장착된 디스플레이 보드 

DVD 플레이어 

손으로 잡는 전자기기 

가정용 의료 모니터 

아이팟 & MP3 플레이어 

전자렌지(가정용)  

PDA  

프로그램용 부엌 기구 

프린터/스캐너/팩스 

모든 종류의 라디오(차량 & 가정)  

스테레오(스피커 제외)  

전화기 & 자동응답기 

텔레비전(CRT & 평면화면)  

VCR  

비디오 게임 콘솔 & 액세서리 

워키토키  

다음 물품은 HHW 수집센터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석면 

탄약 

생물학적 폐기물  

상업용 폐기물 

폭발성 물질 

방사능 물질(연기 탐지기 포함)   

고압 실린더(아세틸렌, 산소, 공기 탱크 - 

SCUBA 또는 SCBA)  

타이어  

이 물품들의 폐기에 대해서는 www.oclandfills.com에 방문하여 알아보세요.  

Korean. 2013년 4월 

기한이 지났거나 미 사용 약품 폐기에 관한 참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품은 위험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구성이 있는 포장에 안전하게 보관한 다음 쓰레기 통에 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폐기 방법은 www.oclandfills.com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험 폐기물에 클릭하세요. 

http://www.oclandfills.com/
http://www.oclandfill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