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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는 주에서 가장 심각하고 빈번하게 환경 보건 위험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된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기제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협의회는 
환경 정의를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합니다. 

목적과 책임 

Environmental Justice Council(환경정의협의회)의 목적은 주 기관이 환경 정의를 기관 활동에 
통합하도록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임무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 정의 평가, 지역사회 참여 계획 및 전략 계획 등 환경적 정의 요건 구현에 대한 권고안 
제공 

• 과중한 부담을 받는 지역사회를 확인하고 환경 보건 불균형 지도를 사용하는 지침 개발 
• 워싱턴 전역에 보건 형평성을 증진하고 환경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진행 상황 추적 
• 탄소 세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그램 등 기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권고안 
제공 

• 환경 정의 문제 및 우선순위에 대한 포럼 마련 
• 환경 정의를 증진하는 조치에 대해 주지사와 입법부에 권고안 제공 

환경 정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워싱턴주 7개 기관은 Healthy 
Environment for All Act(HEAL Act, 모두를 위한 건강한 환경법)를 준수해야 합니다. 

• Department of Agriculture(농무부) 

https://waportal.org/partners/home/environmental-justice-council
https://waportal.org/partners/home/environmental-justice-council/announcements
https://waportal.org/partners/home/environmental-justice-council/meetings
https://waportal.org/partners/home/environmental-justice-council/members
https://waportal.org/partners/home/environmental-justice-council/job-board


• Department of Commerce(상무부) 
• Department of Ecology(생태부) 
• Department of Health(보건부)  
•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천연자원부)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교통부) 
• Puget Sound Partnership(퓨젯 사운드 파트너십) 

그 밖의 주정부 기관도 자발적으로 HEAL 법령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권한 

Revised Code of Washington(RCW, 워싱턴주 개정법률) 70A.02장(영어로만 제공)이 2021년 5월 
17일에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Department of Health(보건부)가 Environmental Justice 
Council을 소집하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법은 협의회의 위원 자격, 임무 및 입법부에 
대한 보고 요건을 대략적으로 명시합니다. 

  

위원 

협의회는 주지사가 임명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협의회 위원에는 지역사회 대표, 청소년 
지역사회 대표, 환경 정의 실천가, 부족, 노동계 및 기업을 위한 의석이 포함됩니다. 협의회 일원으로 
임명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지사 이사회 및 위원회 웹사이트(영어로만 제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해당 기관의 임원급 1명이 협의회에 투표권이 없는 연락책 역할을 합니다.  

  

관련 리소스 

환경 정의(영어로만 제공) 

환경 정의 태스크 포스(영어로만 제공) 

Climate Commitment Act(기후협약법) (영어로만 제공) 

환경 정의 자료: 

영어 자료(PDF) | 스페인어 자료(PDF) | 베트남어 자료(PDF) | 러시아어 자료(PDF) 

 

연락처 

Environmental Justice Council, 360-236-4238 

협의회에서 이메일 업데이트를 수신하시려면, “Subscribe(구독) – 한국어”라는 제목으로 
envjustice@ejc.w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70A.02
https://www.governor.wa.gov/boards-commissions/board-and-commissions/profile/Environmental%20Justice%20Council
https://www.doh.wa.gov/CommunityandEnvironment/HealthEquity/EnvironmentalJustice
https://healthequity.wa.gov/TheCouncilsWork/EnvironmentalJusticeTaskForceInformation
http://www.ecology.wa.gov/cca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Pubs/334-461.pdf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Pubs/334-461-SP.pdf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Pubs/334-461-VI.pdf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Pubs/334-461-RU.pdf
http://envjustice@doh.wa.gov/
mailto:envjustice@ejc.wa.gov


 

공지 
주지사, Environmental Justice Council 위원 임명 
Inslee 주지사는 Environmental Justice Council(환경정의협의회) 위원 16 명 중 14 명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임명된 위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위원이 임명된 후, 협의회는 첫 번째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Environmental Justice Council 회의 

Environmental Justice Council(환경정의협의회)는 2022년까지 총 6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일자, 의제, 자료, 참고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협의회 회의에는 환경 정의에 대한 관심사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envjustice@ejc.wa.gov로 이메일을 보내 회의에 의견을 제공하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envjustice@ejc.wa.gov로 의견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의 향후 회의 및 기타 업데이트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시려면, “Subscribe(구독) – 
한국어”라는 제목으로 envjustice@ejc.wa.gov에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는 데 언어 통역사 또는 기타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 
envjustice@ejc.wa.gov에 선호 언어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360-584-4398(전화 통역 
가능)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번역된 회의 자료가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거나, 협의회 
담당자와 연결을 원하시면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회의 날짜 회의 장소 회의 의제, 자료 및 참고사항 
2022년 3월 X일 온라인 – Zoom 회의  의제 

어떤 언어로든 envjustice@ejc.wa.gov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360-584-4398(전화 통역 
가능)로 전화하여 번역된 회의 자료 또는 
참고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날짜와 장소 곧 게시 예정  

2022년 6월 날짜와 장소 곧 게시 예정  

2022년 8월 날짜와 장소 곧 게시 예정  

mailto:envjustice@ejc.wa.gov
mailto:envjustice@ejc.wa.gov
mailto:envjustice@ejc.wa.gov
mailto:envjustice@ejc.wa.gov
file://dohfltum01.doh.wa.lcl/sites/default/files/documents/DOH-Digest/AGENDA-template.pdf
mailto:envjustice@ejc.wa.gov


2022년 10월 날짜와 장소 곧 게시 예정  

2022년 12월 날짜와 장소 곧 게시 예정  

 

 

Environmental Justice Council 위원 
웹 콘텐츠 곧 제공 예정! 

 

Environmental Justice Council 담당자 
웹 콘텐츠 곧 제공 예정! 

 

분기 업데이트 
웹 콘텐츠 곧 제공 예정! 

 

HEAL 채용 게시판 
웹 콘텐츠 곧 제공 예정! 

 

 


	목적과 책임
	권한
	위원
	관련 리소스
	연락처
	공지
	주지사, Environmental Justice Council 위원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