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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직후 등장한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은 미국 국내에서 주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야

기하였고 14개 주는 미국기후동맹을 결성하여 연방정부 기준보다 높은 환경규제 목표를 천명하였

다. 환경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정책에 도전하는 주 정부의 정책행위는 주의 경제경쟁을 중심으로 

한 기존 하향경쟁 논의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협력적 연방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협력적 연방

제 구조는 환경정책에서 주 정부의 정책유연성을 보장하였고, 환경 분야에서의 연방정부의 국제협

약 탈퇴에 대한 개별 주의 반대 행위는 협력적 연방제 내의 주 정책 자율성의 결과물임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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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6년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등장은 선거 기간 동안 다양한 정치 경제 

이슈를 동반하였고, 그 중 공통된 주장은 광범위한 부문의 규제 완화였다. 이 

중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은 특히 환경정책 분야에서 두드러졌고, 트럼프 대

통령의 취임 이후 선거 공약이었던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

이 등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n First 

Energy Plan)”을 내세운 환경 규제 완화와 함께 화석원료에 주력하는 에너지 

정책을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환경정책

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2018년 예산안 제안에서 미국연방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1 예산의 31%를 삭감할 것을 주장하여 

기존 미국연방환경청의 역할이 급속하게 축소될 가능성을 보였다.2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취임 직후 파리 기후협약(Paris Climate Accord)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주요 업적 중 하나였던 국제 기

후협약에서의 미국의 위치를 후퇴시켰다. 트럼프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선언

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심각한 비난여론을 환기키는 것과 동시에 국

내에서 주목할 만한 지방 정부의 활동을 자극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12개 주 주지사 및 푸에르토리코가 연합

하여 초당적 연합체(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를 형성하여 미국 정부

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반대하였고, 2017년 9월 현재 총 14개주로 늘어났

다. 이와 함께 미국 환경을 위한 시장 모임(US Climate Mayors) 및 다양한 

단체들의 연합인 “We Are Still In” 등의 연합체가 구성되어 미국 연방정부

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에 대해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에서의 반대를 표명하였

 1. 미국연방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이후 각주에서 사용할 경우 
EPA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2. 2018년 EPA 예산 삭감안은 환경관련 연구 예산의 대폭 삭감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 환경정책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심각한 축소를 우려하였으나 미국 의회는 5
월 EPA 예산의 1% 삭감 및 EPA 내 해고가 없도록 한 수정 예산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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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미국 연방정부의 환경 관련 국제조약의 탈퇴 결정에 대해 지방정부의 명

확한 반대 입장은 단순히 연방제 국가에서의 연방과 주 및 지방정부 간의 권

한의 이슈로 판단하기에는 복잡한 신호를 보인다. 미국의 환경정책은 1970년

대 이전 대부분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유물이었고, 연방정부의 역할이 미

비했던 영역이지만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정책이 수

립되면서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지방정부 간 환경정책의 권한 영역이 형성되

었다(Adler, 2006). 이 중 환경규제와 관련한 법안의 경우 의회의 최종 인준

을 받은 연방정부의 정책에서 연방정부가 최소 기준을 정하고 주 정부가 각

각의 상황에 맞도록 실행하는 협력적 연방제(Cooperative Federalism) 내에

서 설명할 수 있다. 협력적 연방제 하의 미국 환경정책은 주 정부의 이행권

한을 강화하여 주의 경제 및 환경 상황에 따라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환경 

규제 범위 중 최소 범위 내 규제를 실시하여 주의 경제발전에 환경 규제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 정부는 환경규제와 관련

하여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라는 견

해가 지배적인 반면 각 주의 환경규제 정책의 차이가 주의 경제적 이해관계

와 환경 규제 간 충돌에서 비롯된다는 견해가 지나치게 일반적임을 비판하는 

시각도 함께 존재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제의 특성상 주 정부가 주요 규

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은 규제에 대해 제한적인 영역 설정 이

상은 불가능하므로 주 정부는 환경규제 등 특정 영역에서 개별 주 간 경쟁을 

통하여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도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Adler, 2012).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에 반대하여 미국 연방 환

 3. 6월 8일까지 미국 기후동맹(US Climate Alliance)에 가입한 주는 12개 주 및 푸에르
토리코이며, 이 동맹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나 10개 주 및 District of 
Columbia가 파리 기후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개 주가 추가로 가입하여 
총 14개 주가 기후동맹 서명주가 되었다. 또한 274개 이상의 시가 Mayors National 
Climate Action Agenda에 서명하고 지방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밝
혔다. 동시에 전임 뉴욕 시장 마이크 블룸버그가 주도하는 We Are Still In의 경우 
125개 도시, 9개 주, 183개 대학, 그리고 902개 사업체가 서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고 밝혔다(national geographic), Map Shows Growing U. S. ‘Climate 
Rebellion’ Against Trump, http://news.nationalgeographic.com/2017/06/states-cities- 
usa-climate-policy-environment/(검색일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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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준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려는 주 정부의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공식적

으로 표방한 주들의 행위는 기존의 하향경쟁 논의로 이해하기 어렵다. 즉, 미

국 환경규제 정책과 관련한 개별 주의 최소규제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논의

였던 하향경쟁 논의는 2017년 등장한 특정 주의 기후협약 반대 활동을 설명

하는데 미흡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선언 이후 지방 정부 

단위에서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가 등장했지만 신속하게 연합체를 형성하여 

공식적으로 연방정부의 선언에 반대한 14개 주의 행동은 환경규제와 개별 

주의 경제관계 및 환경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개별 사례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미국 기후연맹에 가입한 14개 주들에 대한 사례 연구는 

기존의 하향경쟁 논의의 주요 논점이었던 주 간 경제 경쟁 및 규제 경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기후연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 가입 주인 14

개 주를 중심으로 하향경쟁 논의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기한 경제발전

과 환경규제와 관련한 주 별 하향경쟁 가능성, 경제구조 변화, 여론과 환경규

제와 관련한 주장들을 통해 14개 주가 연방정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기후연

맹에 가입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는 미국의 환경정책 분야에서 연방

과 주 정부 간 정책 긴장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미국 환경정책에 대한 연방과 주 정부 간 관계를 선행하여 고찰

하고 이후 하향경쟁 대 상항경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미국 국내 환경정책

에 대한 주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국 기후연맹 가입 

주인 14개 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정책에 관한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장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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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방제 내 미국의 정부 간 환경정책 접근 

1. 협력적 연방제

1970년 지구의 날 선언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대기오염, 수질 오염, 멸종

위기 동식물, 유독성 화학물질 등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규제 기준을 

수립하여 기존의 주 정부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환경 규제에 연방정부의 개입

을 본격화하였다. 주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환경정책이 연방정부의 관

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환경 문제가 개별 주 만의 문제가 아닌 주 경계를 벗

어나 전 국토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확산되었고, 개별 주 정부의 다양한 환

경규제 기준보다 연방정부의 규정이 환경보호에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확산

된 결과이다(Smith, 2007). 1970년대 이전까지 미국의 환경보호와 관련한 

정책은 주 법률이나 지방의 규약 등과 같은 지방 중심적인 개별 활동에 근거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 CAA(Clean Air Act)가 제정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연방환경청이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연방정부가 환경보

호 및 규제와 관련한 정책에 참여하였다. 연방정부가 제도적으로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기관을 설립하여 환경규제정책이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환경정책은 중앙의 규제 기준과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집행이

라는 분산 구조 속에서 운영된다. 미국 환경정책의 연방과 주 정부 간 관계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연방제(Cooperative Federalism)가 유용하다. 

미국 연방제에 대한 연구 중 정부 간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연방 및 주 정부 

간 역할의 중첩성과 연계성 그리고 분리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 특히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및 각종 규제 정책과 관련한 개별 주 정부

의 다양한 행태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연방제의 구조적 특징인 분권화가 

하위 정부들 간의 경쟁을 심화하여 주 정부가 각 지역민들에게 더 나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Brennan 

and Buchanan, 1980; Weingast, 1997; Tiebout,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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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제 논의는 이중 연방제(Dual Federalism)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관계를 분리된 정부 간의 기능으로 이해한다. 우

선 연방정부의 기본 기능은 국방, 외교, 통화, 신용, 외국과의 무역, 거래, 주

간의 통상(interstate commerce) 등을 배타적으로 관장하며 다른 국내 문제

들 특히 교육, 복지, 보건, 치안 등은 주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이중 연방제는 미국 건국 당시의 연방제에 대한 기본 이해(Federalist, 

Number 45)였다. 이중 연방제는 기본적인 상위 정부와 하위 정부의 뚜렷한 

행정적, 기능적 구분을 보여줌으로써 연방제에 서로 다른 수위의 정부가 존

재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연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주 정부의 

고유권한 분야를 침해하는 현상을 설명할 근거를 상실하였다. 

이중 연방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연방제 모델이 협력적 연

방제(Cooperative Federalism)이며 이 모델에서 특히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의 긴장관계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로드진(1966)은 협력적 연방제를 

“마블케익(Marble cake)”으로 묘사하면서 연방정책과 주의 정책이 상호 분

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하여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연

방정부의 기능과 주 정부의 기능은 상호 견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협력

적인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으며 각 정부는 특정한 기능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2. 환경정책에서의 협력적 연방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미국의 환경보호 토대는 협력적 

연방제 안에서 법안이 구성되었다. 1970년 미국 의회는 환경규제와 관련한 

협력적 연방제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당시 의회는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기

존 개별 주들이 대기 오염 방지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효과적인 환경보호에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실패가 개별 주들이 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자본을 유치하는 주 간 경제적 경쟁이 발생하

는 과정을 우려하였다. 즉, 의회는 주 간 경제경쟁 속에서 주 정부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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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려하는 강력한 환경규제를 억제하고 오히려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들을 자신의 주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노력(race to the bottom)이라고 

비판하였다(Glickman, 2006). 이러한 하향경쟁에 따른 개별 주의 폐해를 줄

이기 위하여 미국 의회는 협력적 연방제 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CAA를 통과

시켰고, 이후 연방과 주 정부 간 역할 분담이 환경규제 실행과정에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환경청 수장인 스콧 프루이트

(Pruitt)가 공식석상에서 향후 미국 환경정책 및 연방환경청의 역할이 협력적 

연방제 하에서 재조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이후 협력적 연방제에 대해 

재조명되기도 하였다.4 <표 1>은 협력적 연방제 내 환경정책에서의 연방정부

와 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협력적 연방제는 특히 미국 환경정책과 관련한 상위 및 하위 정부의 실행 

권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연방 환경규제의 본격화를 알린 Clean 

Air Act 및 Clean Water Act는 환경보호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보호에 대

한 역할을 인지하게 한 중요성 이외에도 이 법안들이 협력적 연방제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 규제와 관련한 협력적 연방

제 구조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환경규제 및 집행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것

으로 이 구조에서 주 정부는 자치적인 환경 규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

는 과정에서 반드시 연방정부와 환경규제와 관련한 집행 의무를 공유해야 한

다(Reisinger, Dougherty and Moster, 2010).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의 규제는 

전국 기준을 만들지만 개별 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규제를 집행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핵심 주체가 된다. 협력적 연방제 하에서 연방과 주 정

부 간 역할 분담의 예로 전국 오염물질 제거 시스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72년 Clean Water Act에 의해 만들어졌고, 미국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오염원을 규제하는 프로그램이다. Clean Water Act

에 의하여 EPA는 본 프로그램을 개별 주 및 미국 원주민 자치구역에 권한

을 부여하였다. EPA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권한을 부여한 개별 주에 대해 

 4. Washington Post “What does the EPA’s Cooperative Federalism Mean for 
States?”(September 27, 2017, 검색일 2017. 9. 30) http://www.insidesources.com/ 
what-does-epas-cooperative-federalism-mean-for-states/(검색일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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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연방정부

•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설정하는 보건 및 환
경에 대한 최소 국내기준 개발에 중요한 파
트너이며 최소 국내기준 정책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파트너

• 주 정부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
을 위한 개별 주 단위의 직접적 경험을 가지
고 있음

• 미국연방환경청은 최소 국내기준을 수립하고 채
택하여 보건 및 환경보호를 담당

•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위임한 전국환경규제 
프로그램의 주요 실행주체임

• 미국연방환경청은 개별 주 정부가 적절한 프로
그램 실행에 실패하거나, 연방 법안이 특별히 연
방환경청의 역할을 지정하였을 때 전국환경규제 
프로그램의 선두 실행자가 됨

• 주 정부는 프로그램이 최소 국내기준에 다다
르는 과정에서 개별 주의 지리적, 생태적, 시
회 경제 조건에 적합한 최적의 방법을 찾도
록 유연성을 가져야 함.

• 미국연방환경청은 개별 주 정부를 연방환경 및 
공중보건 정책개발의 파트너로 초기 단계부터 
끌어들여야 함. 

• 동시에 이들이 신규 혹은 수정 기준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 정부는 지방정부, 규제기관, 부족, 대중 
등과 함께 전국환경규제 프로그램, 정책 및 
기준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야 함

• 미국연방환경청은 미국원주민 부족에게 연방환
경보호 및 공중보건 프로그램, 정책 및 기준을 
진행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주 정부는 주에 위임된 연방프로그램의 주 
실행자이며 필요한 경우 연방 집행기관에 접
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

• 미국 연방환경청은 주 정부가 국가환경규제 프
로그램의 주 집행자임을 존중해야하며 개별 주 
정부의 집행결정에 대해 리뷰해서는 안됨

• 주 정부는 미국연방환경청 및 공중과 함께 
정부를 투명하게 수집, 유지, 공유해야하며, 
주 정부의 환경보호는 전국적으로 검증된 방
식을 사용하여 연방이 주 정부에 위임한 프
로그램을 수행해야함

• 미국연방환경청은 정기적으로 연방이 위임한 주 
정부의 최소 국내기준이 지켜지는지 감사를 실
시하여야 함. 감사 기준은 주와 연방환경청이 함
께 개발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 만약 주 정부가 연방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연방환경청은 주 정부가 적절하게 기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즉, 연방환경청은 주 정부가 충분한 개선을 이루
지 못한 경우 주도적 실행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

• 헌법원칙에 부합하여 주 정부는 연방의 요구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연방 기준보다 더 엄
격한 규제기준을 적용하거나 연방기준보다 
광범위한 범위를 책정할 역량을 갖추어야 함.

• 미국연방환경청은 주요한 주 간 오염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장(Convenor) 및 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을 하여 해결을 보조하거나 때
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함. 

• 주 정부는 미국연방환경청과 긴밀하게 협력
하여 프로그램 집행과 관련한 서비스 및 툴
킷의 개발에 참여해야 함

• 미국연방환경청은 최소 국내규제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과학연구 및 데이터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
행해야함. 

•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주 정부
는 연방정부로부터 적절한 예산을 지원받아
야 하며 동시에 프로그램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주 예산도 투입해야 함.

• 미국연방환경청은 연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개
별 주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자료: Environmental Council of the State. 2017. Cooperative Federalism 2.0: Achieving and 
Maintaining a Clean Environment and Protecting Public Health, Part I Principles of the 
Roles and Functions of States and U. S. EPA in Cooperative Federalism 

<표 1> 협력적 연방제 내 연방과 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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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 주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Clean 

Water Ac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EPA).5 이러한 시스템은 연방정부의 규제 

범위 및 개별 주의 실행 자율성 간 균형을 맞추는 협력적 연방제 구조의 전

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환경정책에 있어 협력적 연방제 구조는 개별 주의 환

경정책 규제와 관련한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규제수준을 상향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오히려 협력적 연방제가 주 간 경쟁적 경쟁관계 속에서 

주 정부가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3. 환경정책에서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과 상향경쟁 논의

미국 환경정책에서의 하향경쟁 논의는 주 정부 간 환경규제 기준이 경쟁

적으로 낮아짐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주 정부는 

환경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최소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개별 주의 정책 환경 상황에 맞추어 환경 규제 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 정부의 환경규제 기준과 관련한 논의는 하항경쟁(race 

to the bottom)이며 다른 하나는 이른바 캘리포니아 효과(California Effect)

로 불리는 상향경쟁(race to the top)이다. 

미국 환경규제와 경제 관계는 환경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

려이다. 전통적으로 환경규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저해하

고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경쟁력을 저하하여 국제시장 경제에서 밀린다는 견

해가 일반적이었다(McGuire, 1982; Pethig, 2005). 특히 오염 집중도가 높은 

산업구조일수록 환경규제와 경제발전 간 부정적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논의가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이며 1970년

 5.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2017년 현재 46개 주가 전국 오
염물질 제거 시스템(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의 
승인 및 허가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권한을 연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EPA 
NPDES State Program Status). https://www.epa.gov/npdes/npdes-state-program- 
information(검색일 201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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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 미국의 환경정치 연구에서 주요 관심사였다(Engel, 1997; Levinson, 

2003; List and Gerking, 2000; Woods, 2006). 

미국 환경정책을 이해하는 분석틀로서 하향경쟁 모델은 미국 연방제 내에

서 환경정책 집행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한다. 미국 환경규제 

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

간 미국의 연방제 특성, 미국 환경정책의 성립과정에서의 특성 및 환경정책

에 주는 영향력의 범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하향경쟁 이론은 

환경규제와 경제발전의 긴장 관계에 기인한 것인데, 높은 기준의 환경규제는 

인접 주들 간의 자본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기존 기업들이 환경 규

제가 약한 주로 이동이 용이하게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Oates and Schwab 

1988). 

주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기제로 하향경쟁 이론은 일반

적으로 미국의 주 정부 환경규제정책이 주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향경쟁 이론에 따르면 주 정부 간 기업 유치 

등을 둘러싼 첨예한 경제적 경쟁관계가 주 정부로 하여금 자유로운 기업 활

동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환경 규제의 기준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WTO, 1999). 특히 유동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은 

대단히 전략적(strategic motivation)이며, 이러한 주 정부의 전략적 노력은 

특정 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행위가 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별 

주 정부의 경쟁적인 자본 유치 노력은 환경 규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경쟁 체제(Race to the Bottom)에 돌입하게 된다(Levinson, 2003; Konisky, 

2007). 

환경규제에 대한 하향경쟁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우선 

하향경쟁논의는 환경보호의 질을 향상하는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

다. 1970년대 이전 미국의 환경정책은 주 정부의 자율적 환경 보호 및 규제

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연방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1970년 

CAA 발효 이후 환경보호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

소경쟁 논의가 있다. 개별 주에 환경규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맡기면 주 간 

경제발전을 둘러싼 경쟁으로 인하여 경쟁 주들 간 환경규제 수준이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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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고, 그 결과 국내 환경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주 

정부 간 자본을 둘러싼 무한경쟁(cut-throat competition)은 연방정부가 개입

하여 “주들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ACIR, 1981). 따라서 하향경쟁 논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가 지켜야 

할 최소 수준의 환경규제를 수립함으로써 개별 주 간의 환경규제에 대한 하

향경쟁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연방정부의 역할향상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된다. 

하향경쟁 논의는 미국의 협력적 연방제 특징을 설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

다. 협력적 연방제는 미국 연방 환경보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CAA의 목

표는 국가의 대기 질을 향상하고 보호하여 공공보건 및 복지를 촉진하는 것

이다. CAA가 명시한 연방과 주의 역할은 개별 주가 이 법안의 실행주체이

고, 연방정부는 주의 실행역량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방정

부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개별 주 기관들이 실행계획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연

방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CAA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

고, 연방기관인 연방환경청이 주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프로그램 실행을 모니

터링 할 의무를 가졌다. 협력적 연방제 구조에서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승인

한 프로그램에 대해 실질적인 시행을 하는 주체가 되었는데 비록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 정부 

및 주 기관이 실행에 대해 광범위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사기능도 사실상 제한적이다. 따라서 개별 주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에 의해 개별 주가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환경

보호라는 공공선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였던 연방정부의 환경

규제 및 환경정책 담당 기관의 수립은 협력적 연방제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주의 프로그램 시행 권한 및 연방정부의 제한적 감사기능으로 인하여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Reisinger Dougherty and Moser, 2000: 7). 

여전히 많은 주들은 하향경쟁을 통하여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을 끌어들

여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주장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환경규제가 주의 경제

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하향경쟁 논의의 주장은 경험적 증거가 많지 않

다는 비판을 받았고 특히 환경규제가 수출, 무역의 흐름, 공장설립위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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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Jaffe et., 

1995). 또한 개별 주가 환경보존을 오염원 회사의 투자보다 높은 가치로 평

가하는 경우 환경규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오염 회사의 투자를 거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Madsen, 2009; Murphy, 2004). 

주 정부의 환경규제 기준이 오히려 향상되는 현상은 또한 보겔(Vogel, 

1995)이 지칭한 캘리포니아 효과(California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캘리

포니아 효과는 환경규제 기준이 더 높은 기준으로 상향되는 효과로 무역이나 

환경규제 분야에서 기업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때 지방의 환경 혹은 무역규제가 이들의 진입을 결정하는 장벽이 된다. 보

겔은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 주목하여 캘리포니아 효과를 주장하였는데 캘리

포니아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기업투자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 진입하기 위하서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환

경규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하여 캘리포니아와 경쟁하는 주들 또한 

더 많은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환경규제 기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Klepetar, 2012). 

그렇다면 연방정부의 국제환경규제협약 탈퇴에 반대하는 주 정부의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III. 주 정부의 환경규제 자율성 

1.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협약 탈퇴 선언과 미국 기후동맹

2015년 12월 12일 195개 국가가 온실가수 배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파리 

기후협약에 동의하였고 이 협정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협약 중 전 세계

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한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특히 오바마 행정부

의 중요한 업적이 되었다. 파리기후협정은 협정 참여국 모두 “국가가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개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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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정이었다. 파리기후협약은 특히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COP21) 본회의에서 버

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체결된 협약이라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협정의 내용은 참여국이 산업화 이

전 수준 대비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본 협정은 참여국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참여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메커니즘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6 즉 참여국 모두 개발 국가가 자발적

으로 감축 목표 및 기간을 정하되, 개별 감축 목표는 기존 목표보다 상향으

로 잡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UNFCCC).7

2017년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공약을 지킨다는 선

언으로 파리 협약 탈퇴를 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훼손하

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국제협약에서 탈퇴함으로써” 미국 석탄 

산업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New York Times, 2017/06/ 

01).8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약 탈퇴 선언은 특히 미국 국내정치에서 개별 

주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연방 정부의 탈퇴선언과 동시에 14개 

주 주지사들은 미국 기후동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을 결성하여 

파리 협약의 준수를 선언하였다(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9 기후동맹

에 참여한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

츠, 버몬트, 오리건, 하와이, 버지니아, 미네소타, 델라웨어, 콜로라도, 노스캐

 6. Article 4. no. 3. “Each Party’s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the Party’s then curren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reflect its highest possible ambition, reflecting it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http://unfccc.int/files/essential_background/convention/ 
application/pdf/english_paris_agreement.pdf

 7. United Nations. 2015. Paris Agreement

 8. Shear, Michael D. (June 1, 2017) “Trump Will withdraw U. S. From Paris 
Climate Agreement, New York Times(검색일 2017. 9. 10).

 9. 미국 기후동맹이 결성되기 전 5월에 12명의 민주당 주지사들은 파리협약 준수를 청
원하는 서명을 연방정부에 제출하였고,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도 유사한 서명을 연방
정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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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목표 

설정년도 기준 법안(행정명령) 온실가스 감축 목표

캘리포니아 2005 

Executive Order 
S-3-05

•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감축
•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2050년까지 배출량 80%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AB 32.

•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상한선 
규정(미국 최초로 개별 주 프로그램이 경제 전반에 걸
친 배출가스 상한선을 규정하고 위반 시 페널티 부과)

Executive Order 
B-30-15 • 2030년까지 배출량 40%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SB 32 •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40% 감축하기로 한 행
정명령을 의무화

콜로라도 2017 Executive Order D 
2017-015 • 2025년까지 배출량의 25%를 2005년 수준으로 감축

코네티컷 2008 Law HB 5600 • 2020년까지 배출량의 10%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2050년까지 배출량의 80%를 2005년 수준으로 감축

델라웨어 2017

"Climate Framework 
for Delaware - 

Summary of 
Recommendations 
(prepared under 

Executive Order 41)

• 2030년까지 배출량의 30%를 2008년 수준으로 감축
(pledge)

하와이 2007
Act 234(Global 

Warning Solutions Act 
of 2007)

•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기준을 70%로 규정

매사추세츠 2008 Global Warning 
Solutions Act

• 2020년까지 배출량의 10~15%를 1990년 수준으로 감
축

• 2050년까지 배출량의 80%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미네소타 2007 Next Generation 
Energy Act

• 2015년까지 배출량의 15%를 2005년 수준으로 감축
• 2025년까지 배출량의 30%를 2005년 수준으로 감축
• 2050년까지 배출량의 80%를 2005년 수준으로 감축

뉴욕 2009 Executive order No 24 • 2050년까지 배출량의 80%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2030년까지 배출량의 40%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노스캐롤라
이나

C.C.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REPS)

• 2021년까지 전기시설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12.5%까
지 재생에너지를 사용(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목표를 규정하지는 않음)

오리건 2007 House Bill 3543 • 2020년까지 배출량의 10%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2050년까지 배출량의 75%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로드아일랜
드 2016 Executive Order(Lead 

by Example)

• 2020년까지 배출량의 10%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2035년까지 배출량의 45%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2050년까지 배출량의 80%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버몬트 2006 S. 259
• 2012년까지 배출량의 25%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2028년까지 배출량의 50%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2050년까지 배출량의 75%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버지니아 2017 Executive Directive 11 • 2025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감축

워싱턴 2007 SB 6001
•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2035년까지 배출량의 25%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2050년까지 배출량의 50%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

자료: U. S. Climate Alliance 2017 Annual Report.

<표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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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이다.10 미국 기후동맹에 참여한 주들은 미국 인구의 

약 33퍼센트를 점유하고, 미국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중 22%를 배출한다

(2014년).11 기후동맹에 참여한 주들은 1) 2025년까지 적어도 배출량의 

26-28%를 2005년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파리협약 목표보다 상향 감축목표

를 시행하고, 2) 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환경 보고서 및 적절한 

시행방식을 정하여 실시하고, 3) 이산화탄소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를 촉진하

기 위한 연방 및 주 차원의 정책들을 개발한다(US Climate Alliance).12 <표 

2>는 기후동맹 참여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개별 주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대부분 주들이 2050년을 최종 목표 년도로 규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 기준 년도 및 배출량 감축 또한 개별 주의 상황에 따라 다

양하다. 또한 개별 주들은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주 법률이나 행정명령을 통

해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천명하였다.13 따라서 참여 주들은 모

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별 주의 상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고 

법안 또는 행정명령으로 공식화하였다. 

2. 경제 이슈

미국 개별 주의 다양한 환경규제 범위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환경규제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 하향경쟁 논의로 인한 경제발전과 환

경규제 간의 상반된 시각과는 달리 상향경쟁 논의에서는 환경규제 기준의 향

상이 기업의 경주 경계 내의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제기하였다

(Jaffe et al., 1995; Madsen, 2009; Wheeler, 2001). 그렇다면 기후동맹에 

10. 본 연구에서는 미국 대륙 내의 주 활동에 주목하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1. State Carbon Dioxide Emission.

12. U. S. Climate Alliance. 2017. Alliance States: Take the Lead, 2017 Annual 
Report.

13. 기후동맹에 참여한 주 중 노스캐롤라이나 주만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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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주의 경제활동이 파리 협약 준수를 천명하는 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환경규제와 주의 경제활동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의 신경제 지표(State New Economy Index)에 나타난 지표들

을 활용하였다. 신경제 지표는 1999년부터 미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및 변화

를 추적하는 지표로 개별 주의 경제구조 변화를 세계화 과정으로의 편입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 신경제 지표는 지식 관련 직업, 세계화, 경제역동성, 

디지털 경제, 혁신역량 등 5가지 주요 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여타 

경제지표와 달리 세계화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개별 주의 경제구조가 어떻

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용한 지표이다. 이를 통하여 개별 주가 국

제 경제에의 편입이 환경규제의 하향경쟁에 주는 함의를 추적할 수 있다. 이

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향경쟁 논의에 대한 사례연구가 될 수 있

으며 동시에 서비스업과 환경규제와의 관계 또한 추론할 수 있다. 이 중 서

비스업 특히 고소득 및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산업 비율이 높을수록 환

경규제에 대한 기준이 높을 수 있다. 2017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더 엄격한 환경규제법안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

율은 64%(4년제 대학 졸업자 응답자 중)이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응답

자도 해당 그룹 응답자 중 75%로 나타났고,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그룹

의 51%가 찬성한다는 응답보다 높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환경보호와 

관련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또한 가족 소득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Pew Research Center 2017).14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의 경우에도 기후동맹 참여 주들이 “이산화탄소를 오염물질로 규제해야 한

다”는 응답이 전국 평균인 77% 찬성을 상회하였다(Yale Program on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2016).

주의 신경제 지표에 의하면 현재 미국 기후동맹에 가입한 14개 주 중 상

당수가 신경제 지표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거나 상위권으로 순위가 오르는 중

이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신경제 지표가 측정된 1999년 이후 

14. Per Research Center 2017. 7.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personal environmentalism, http://www.people-press.org/2017/10/05/7-global-warming- 
and-environmental-regulation-personal-environmentalism/(검색일 2017. 10. 3).



 협력적 연방제와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 논의   141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의 경우 2014년 2위에 올랐는데 특히 

델라웨어의 경우 50개 주 중에서도 국내-외 기업들에 대해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여 가장 국제화된 주로 평가되었다. 또한 3위에 랭크된 캘리포니아 주

의 경우 실리콘 밸리와 남 캘리포니아 지역의 하이테크 산업지역 및 미국의 

벤처 투자의 55%를 수용할 만큼 벤처캐피탈이 집중되어 있다. 워싱턴 주(5

위), 콜로라도(6위), 버지니아(7위), 코네티컷(8위) 등 상위 10위 주에 미국 

기후동맹 가입 주 중 7개 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상위 랭크된 주들의 특징은 

제조업이 아닌 첨단 서비스업, 특히 IT 등 인터넷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신

경제 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표 4> 참조). 

그러나 기후동맹에 참여하는 모든 주가 신경제 지표에서 상위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와이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신경제 지표상 평균 30위 권에 머물러 있으며, 이 순위는 시간이 지나도 크

게 향상되지 않았고, 오리건 주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 2007 2008 2010 2012 2014

캘리포니아 3 5 8 7 4 3

콜로라도 4 9 10 9 7 6

코네티컷 7 6 6 5 9 8

델라웨어 9 7 4 6 2 2

하와이 35 41 35 40 36 43

매사추세츠 1 1 1 1 1 1

미네소타 13 11 14 13 13 13

뉴욕 10 10 9 10 11 12

노스캐롤라이나 26 26 24 24 25 23

오리건 11 17 15 14 14 15

로드아일랜드 21 15 11 16 23 19

버몬트 28 20 19 23 15 14

버지니아 8 8 7 8 6 7

워싱턴 2 4 2 2 3 4

자료: 2014 State New Economy Index.

<표 3> 신경제 지표 순위: 2002~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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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경제 지표 중 섹터별 순위15

 
IT관련 
직업

관리자, 
전문가, 
기술직

제조업
고소득 
무역 

서비스

FDI 
관련 

고속 
성장 
기업

하이테
크 직업

친환경 
에너지 
경제로
의 전환

벤처 
캐피
털

상위 
15위권에 
속하는 
섹터수

캘리포니아 11 7 21 7 26 2 5 24 2 6개

콜로라도 5 6 25 12 30 9 3 34 5 6개

코네티컷 12 12 10 3 4 6 14 13 17 8개

델라웨어 3 9 7 1 1 8 13 33 32 7개

하와이 44 43 50 42 23 32 41 37 47

매사추세츠 4 1 17 8 7 1 1 45 1 7개

미네소타 8 12 18 4 29 19 11 23 10 5개

뉴욕 15 11 35 2 13 15 28 10 6 7개

노스캐롤라이나 14 29 14 22 11 21 12 14 22 5개

오리건 26 15 3 20 42 22 15 1 16 4개

로드아일랜드 19 20 41 18 6 25 17 31 7 2개

버몬트 35 8 44 45 28 34 16 7 35 2개

버지니아 1 3 4 5 20 3 2 17 19 6개

워싱턴 2 5 12 29 32 7 7 2 4 7개

자료: 2014 State New Economy Index.

로드아일랜드 주의 경우도 2002년 이후 순위는 21위부터 11위까지 상당 수

준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가장 최근 지표는 여전히 상위가 아닌 19위에 머물

러 있다. 이와 함께 신경제 지표의 주요 섹터에서 많은 부분에서 상위를 기

록한 주의 경우에도 복합적인 신호를 보인다. 코네티컷 주가 8개, 매사추세

츠, 델라웨어, 뉴욕, 워싱턴 주가 7개 섹터에서 15위권 내를 유지하였고, 캘

리포니아, 콜로라도, 버지니아 주가 각각 6개의 섹터에서 상위 15위권을 보

였다. 14개 중 가장 엄격한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6개 주 중 로드아일랜

드 및 버몬트 주가 각각 2개 섹터에서만 상위 15위권을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엄격한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6개 주(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미네소타,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의 주요 산업은 어떠한가? <표 5>는 

각 주의 주요 5개 산업이 주의 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6개 

15. the 2014 State New Economy Index, p.7-9



 협력적 연방제와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 논의   143

<표 5> 상위 5개 주요산업(as percent of total GDP 2016)16

 정보
소매
업 및 
무역

제조업
(nondu
rable)

제조업 
(Dura-

ble)

금융,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및 

비즈니
스 

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
지 

서비스

예술, 
연예, 
레크
리에
이션

정부
관련 
서비
스

기타

재생
에너
지비
율

GDP 
순위

캘리포니아 8    22 13 7  12 37 24.38 1

콜로라도 6    20 15 7  12 40 3.11 19

코네티컷    8 28 12 10  10 32 13.02 23

델라웨어     45.8 10.6     100 41

하와이     22 9 8 10 21 30 100 38

매사추세츠    6 24 17 12  10 30 42.72 11

미네소타    9 19 13 10  10 38 66.47 17

뉴욕 8    32 13 9  11 27 44.79 3

노스캐롤라이나   11 8 19 12   13 36 25.73 10

오리건    19 18 11 9  12 32 99.8 27

로드아일랜드     24.6 0.58   13.5  100 44

버몬트  8   20 10 13  15 34 32.11 50

버지니아  5   20 19 7  19 31 10.54 12

워싱턴 10   10 18 11   14 38 92.25 14

전국 5 6 5 6 21 13 9 4 12 41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y State/U. 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tate 
energy data 2015.

주 모두 금융, 부동산, 임대업이 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으로 나타났다(로드아일

랜드 제외). 금융, 부동산, 임대업 등 서비스업의 경우 기존 환경규제와 경제

발전 관계에서 주목한 제조업 등 환경오염배출 산업이 아닌 일반적으로 고소

득, 높은 교육 거주민이 주요 행위자인 산업이다. 따라서 적어도 금융, 부동

산, 임대업 등의 산업이 주요 경제 산업인 주의 환경규제는 제조업과 달리 

직접 규제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엄격한 환경기준에 대한 반

16.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y State, U. 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tate Energy Data 2015: Production, p. 8(Table P5B. Primary Energy Production 
Estimates, Renewable and Total Energy, in Trillion Btu, Ranked by Stat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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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고소득 및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산업

이 주 산업인 경우 환경보호 및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재생에너지 비율과 환경규제 기준과의 관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

통적 화석연료를 이용한 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환경오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

업의 비율은 엄격한 환경규제와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표 5>에서 나타난 재생에너지 비율과 엄격한 환경규제 목표를 천명한 6

개 주 간의 관계는 여전히 복합적이다. 14개 주 중 가장 엄격하고 활발할 환

경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24%에 불과하

다는 것은 기존 재생에너지 산업과 환경규제에 대한 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신경제 지표에서 9개 주요 산업 섹터 중 2개에

서만 상위 15위권을 기록한 로드아일랜드 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100%라는 점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환경규제 기준과의 관계가 

단선적일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

3. 주 환경규제 강화에 미치는 요인들

1) 제조업 vs. 서비스업 

앞서 살펴 본 주 경제구조와 환경규제 기준 간의 관계는 적어도 기후동맹

에 참여 중인 14개 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14개 주는 경제발전과 

환경규제 기준과 관련하여 일관된 특징이 아닌 협력적 연방제 구조에서의 주 

자율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제합의인 파리협약을 준수한다는 기본 입장에

서 개별 주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주 간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

이 환경규제의 완화를 촉진한다는 하향경쟁 논의가 적어도 기후동맹 참여 주

들에서는 설득력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미국 환경규제 기준과 

관련한 하향경쟁 논의는 산업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별 주

의 환경규제 정책과 경제구조 간 관계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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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주의 경제구조에서 14개 참여 주 모두에 적

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상위 5대 주요 산업 중 금융 및 임대업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엄격한 환경규제 목표를 천명한 

6개 주 모두 금융 및 임대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기후동맹에 참여하

는 14개 주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들로 제조업을 중

심으로 한 하향경쟁 논의로 주의 환경규제 강화 논의를 설명하기 어렵다. 특

히 신경제 지표는 주 경제의 세계화 과정으로의 진입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지만, 기업 및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와 주의 환경규제 기준 강화와

는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2) 캘리포니아 효과

그렇다면 상향경쟁과 관련한 캘리포니아 주 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해 기후

동맹 참여 주가 얼마나 호응하는가? 캘리포니아 주가 주도하는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

는 Section 177을 통하여 연방 배출규제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 배기가스 규

제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는 배기가스 0(zero-emission vehicle)자동차의 판매

를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13개 주(코네

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가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환경규

제 기준을 따르는 것에 동참하였다. 특히 13개 주 중 9개 주는 이른바 ZEV 

관련 항목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

저지,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9개 주는 

2015년 미국 전역에서 신규 차량등록의 약 28%를 담당하는 만큼 환경규제

를 통한 각 주의 노력이 미국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었다(Greencar 

Report).17 캘리포니아 주의 강화된 대기오염 기준인 Section 177에 동참하

는 13개 주 중 기후동맹에 참여하는 주는 7개 주 이며, ZEV 관련 분야에 참

여하는 주도 6개이다. 비록 14개 참여 주 모두가 캘리포니아 주가 주도하는 

17. http://www.greencarreports.com/news/1109217_which-states-follow-californias-emission- 
and-zero-emission-vehicle-rules(검색일 201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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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관련 프로젝트인 Section 177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가장 엄격한 

환경규제 목표를 천명했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4개 주(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가 본 프로그램 및 ZEV 관련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기후동맹 

참여 주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규제 상향 경향에 동참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존 환경규제 관련 협정 참여

14개 기후동맹 참여 주는 초당적 협의체로 대부분 12개 주가 민주당 주지

사를 배출하였고 2개 주가 공화당 주지사가 당선되었다. 따라서 기후동맹의 

정당 성향은 민주당 주도의 환경 리더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시에 각 주

의 주지사들이 환경보호와 관련한 의지에 대한 사례로 미래 에너지를 위한 

주지사 협정(Governor’s Accord for a New Energy Future 2016)에 사인한 

주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4개 기후동맹 참여 주 중 콜로라도 및 노스캐

롤라이나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주가 위 협정에 사인하였는데 미래 에

너지를 위한 주지사 협정은 초당적 협의체로 참여 주들이 친환경 에너지 산

업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18으로 배출가스 규제와 같은 직접 환경보호 협정은 

아니지만 친환경 에너지 촉진을 통한 환경관련 분야에 주목하는 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기후동맹에 적극 참여한 14개 주의 경우 직, 간접

적 환경 분야 이슈에 대해 주 차원의 관심이 지속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부 지역의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연합체(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19에 가입한 기후동맹 참여 주 또한 6개로 나타

났다(코네티컷,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18. http://www.governorsnewenergyfuture.org/(검색일 2017. 10. 3).

19. 지역별 온실가스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시장 중심 의무 프로그램으로 
동부 지역 주들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cap-and-trade system을 운영한다. http:// 
www.rggi.org/(검색일 201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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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는 미국연방환경청 수장으로 

선임된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회의적 시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 환경규제 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인 미국 환경청의 수

장으로 주류 기후과학 및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이슈에 대해 부정적 시각

을 견지하는 인물을 선임하였다는 의미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규제 완

화의 속도 및 범위가 큰 폭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프루이트

가 향후 미국 환경청을 협력적 연방제 구조 안에서 운영할 것을 시사함으로

써 주의 환경 분야에서의 정책적 자율성이 재조명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여 결성한 기후동맹 참

여 주들의 환경기준 강화 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국 연방제 내의 주 자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미국 주 정부의 다양한 환경정책 기준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하

향경쟁(race to the bottom) 논의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협력적 연방제 

구조 속에서 본 미국 환경정책은 하향경쟁 논의보다 협력적 연방제 내 주 정

부가 보유한 정책집행 권한 범위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연방정부의 국제협약 탈퇴에 반발하여 적극적인 환경규제 활

동을 천명한 개별 주의 행위가 기존 미국 주의 환경정책 결정요인으로 제기

한 경제적 요인 이외에 협력적 연방제 구조에서 보장되는 주의 정책적 자율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향경쟁 논의에서 제시한 주 

간 경제경쟁이 환경규제의 완화를 촉진한다는 견해와 달리 개별 주의 환경규

제 기준이 주의 투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낮아지지 않는다는 논의 또한 존재

한다. 즉, 동일한 주에서 환경규제를 통하여 규제에 민감한 기업과 함께 환경

문제에 민감한 고소득 전문직 중심의 기업을 동시에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현

상이 빈번하다.20 특히 기후동맹 참여 14개 주의 경우 주의 총생산에서 금융 

20. 버지니아 주의 경우 환경규제 완화를 통하여 식품회사(Smithfield Foods) 등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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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대업 등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들 주의 환경규

제 목표가 더욱 엄격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위주

의 주 경제구조가 환경규제 기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표 4>의 경우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기업 및 투자유

치에 성공하고 있는 주들이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소득 및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직업군이 

많은 기후동맹 참여 주들의 경우 환경규제 강화에 대해 주민들의 합의가 일

정수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후동맹에 참여하는 

주들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천명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규제 

기준에 적극 동참하는 주이며, 기존 지역별 환경보호 협정에 서명한 주들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력적 연방제 구조의 주의 정책 자율성은 기후동맹 참여 주들 간 다양한 

감축목표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주들은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외하고 각 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가 2030년까지 배출량의 40%를 1990년 수준으로, 

버몬트 주가 2028년까지 배출량의 50%를 감축하는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

용하였다. 다음으로 델라웨어(2030년까지 30%), 미네소타(2025년까지 30%), 

로드아일랜드(2035년까지 45%) 등으로 배출량 감축을 천명하였다. 이는 기

존 미국 환경규제 정책에서 나타난 협력적 연방제 구조에서 주의 정책적 자

율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 분야에

서의 연방정부의 국제협약 탈퇴에 대한 개별 주의 반대 행위는 협력적 연방

제 내의 주 정책 자율성의 결과물이며, 향후 후속 연구 과제로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와 환경정책 간 관계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투고일자: 2017-11-03 심사일자: 2017-11-11 게재확정: 2017-12-10

하는 동시에 AOL 등 IT 기업 유치에도 관심을 둔다. 특히 IT 관련 기업 종사자들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 높은 교육수준을 보유하고 이들은 환경보호 및 환경의 질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졌다(Adler 201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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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Federalism and race to the bottom: 
U. S. Climate Alliance case

Hyeyoung Cha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Ang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14 states that participated the 
U. S. Climate Alliance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withdrawal of the Paris 
Climate Accord. There is little explanatory power in “race to the bottom” approach 
on states’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in particular the challenge toward the 
federal government decision. Rather, the policy action of the state in challenging the 
policy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field of environment can be understood as a 
cooperative federalism structure. The challenge of individual states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withdrawal from the international treaty is the result of state 
policy autonomy within the cooperative federalism structure.

Keywords: Paris Climate Accord, U. S. Environmental Policy, race to the bottom, 
Cooperative Federalism, U. S. Climat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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