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 5141: The Healthy  
Environment for All (“HEAL”) Act

Healthy Environment for All Act(HEAL, 모두를 위한 건강한 환경법)는 HEAL Act로 통칭되며, 
2021년에 통과 및 제정되었고 Revised Code of Washington(RCW, 워싱턴주 개정법) 70A.02로 
성문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10월 환경 정의 태스크 포스 보고서에 나온 권고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HEAL Act의 목표는 전략 계획, 지역사회 참여 계획 및 예산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비용 지출 및 혜택 부여 또는 혜택 보류를 비롯한 주정부 기관의 다양한 활동에 
Environmental Justice(EJ, 환경 정의)를 통합함으로써 워싱턴주 전역의 환경 및 건강 격차를 줄이고 
취약 계층과 부담이 과중된 지역사회에 우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워싱턴주에서는 
최초로 주정부 전반에 걸쳐 EJ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율하는 법안입니다.
 
환경 정의란 무엇인가요?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미국 환경 보호청)의 정의를 토대로 HEAL Act는 EJ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환경 정의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소득에 관계없이 환경 법률, 
규칙 및 정책의 개발, 구현 및 시행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공정한 대우와 의미 있는 참여로서, 
취약 계층과 부담이 과중된 지역사회에 대한 우선 고려, 자원과 혜택의 공평한 분배, 피해 근절을 
통해 환경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모든 법률, 규칙 및 정책에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불균형의 해소를 
포함한다..”1

HEAL Act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HEAL Act에 따르면, 7개 주정부 기관은 의무적으로 특정 EJ 요구 사항을 기관 활동에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Department of Agriculture(농무부), Department of Commerce(상무부), 
Department of Ecology(생태부), Department of Health(보건부),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천연자원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교통부) 및 Puget Sound Partnership(퓨젯 사운드 
파트너십)입니다. 기타 기관들은 HEAL Act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EAL Act에 따라  
EJ 협의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EJ 협의회 의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EJ를 기관 활동에 통합하는 데 
있어 해당 기관과 해당 법을 시행하기로 선택한 기관들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HEAL Act에 따르면 
Department of Health(보건부)는 Washington Environmental Health Disparities(EHD, 워싱턴주 환경 
건강 불균형) 도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HEAL Act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이 법은 기관에 실행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업무를 가속화하고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EJ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부처간 조율을 보장하기 위해 Department of Health가 EJ 부처간 실무진을 
소집합니다. HEAL Act를 시행하는 부처간 실무진 및 주정부 기관은 EJ 협의회와 반복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AGO, 법무 장관실)은 2021년 HEAL Act의 법안이 통과되었을 당시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AGO는 HEAL Act의 시행 일정에 따라 해당 요건을 제정할 것입니다. AGO는 
EJ 협의회 및 부처간 실무진에서 채택한 EJ 원칙과 관행을 기관 활동에 통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RCW 70A.02.010(8)

https://lawfilesext.leg.wa.gov/biennium/2021-22/Pdf/Bills/Senate%20Passed%20Legislature/5141-S2.PL.pdf?q=20211108154554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70A.02
https://healthequity.wa.gov/Portals/9/Doc/Publications/Reports/EJTF%20Report_FINAL(1).pdf
https://www.doh.wa.gov/CommunityandEnvironment/HealthEquity/EnvironmentalJustice/EnvironmentalJusticeCouncil
https://fortress.wa.gov/doh/wtn/WTNIBL/
https://fortress.wa.gov/doh/wtn/WTNIBL/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70A.02.010


HEAL Act 시행 일정
HEAL Act에 따르면, 위임 받은 주정부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2022년 7월 1일까지 의미 있는 참여와 취약 계층 및 부담이 과중된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참여 계획 개발

2. 2022년 9월 1일부터 EJ 협의회에 연례 보고서 제출

3. 2023년 1월 1일까지 EJ 실행 계획을 기관 전략 계획에 통합

4. EJ 평가가 필요한 중요한 기관 활동 목록을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2023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이후 주기적으로 Washington State Register에 통보

5. 중요한 기관 조치에 대해 EJ 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평가 결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6. 2023년 7월 1일부터 예산 책정, 자금 조달 및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EJ 원칙 
통합

7. 2024년 9월 1일부터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OFM, 재정 관리국) 웹사이트에 기관의 
3~6가지 시행 항목에 대한 연례 대시보드 보고서 게시

8. 2025년 7월 1일까지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중요한 조치 정의

9. 부족 정부와 협력하여 부족 협의 프레임워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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