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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거의 날, 원하지 않는 약물은 가까운 장소에 갖다 주세요 

 
(산타 아나) - OC 보건기관(HCA)는 커뮤니티 주민들이 기한이 넘었거나, 사용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는 
처방약을 "전국 수거의 날"인 4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수없이 많은 장소에 가져 놓도록 촉구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약품 보관 캐비닛을 깨끗하게 하는 엄청난 기회인 한편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HCA의 정신건강과 회복 서비스 소장 닥터 베로니카 켈리가 
말했습니다. "제약으로 조제된 약을 처방이나 의사의 감독 없이 먹는 것은 길에서 판매하는 약물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 마약의 위기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전국 수거의 날과 같은 행사 참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펼치는 행사는 생명관련 공공 안전과 공공 보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전국 수거의 날은 우리 
커뮤니티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저희들의 헌신을 지원하고 사람들이 약물의 오용과 진통제 중독을 
시작부터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집에 있는 불필요한 약품을 없애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HCA의 차석 보건 책임자이며 정신건강 및 회복 서비스의 의학 감독관인 패트리샤 디마르코 센테노, 
MD는 "질병 관리 예방 센터(CDC)에 의하면 매년 6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집에 있는 약물을 
우발적으로 과용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미 사용 혹은 기한이 지난 약품을 폐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접근 가능성 제거를 통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수거의 날 행사는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한 주의를 높이고,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수거물 접수 장소를 
찾으려면 약물집행국의 웹사이트인 www.DEATakeback.com에서 찾아보거나 1 (800) 882-9539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수거물 접수 서비스는 무료이며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약물 오용 예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거나 연중 운영하는 지역 내 안전 폐기 장소를 
찾아보려면 이곳에 방문하십시오: www.ochealthinfo.com/adept. 
 
모든 이의 안전 유지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수거물 접수 장소들은 지역 COVID-19 지침과 규정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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