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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title IX, §920(b), Feb.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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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주)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SEC. 1. 제1조
(a)
① 또는 제1항
(1)
1. 또는 제1호
(A)
가. 또는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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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1(b), Feb. 9, 2018, 132
Stat. 126 ; Pub. L. 115–141, div.
U, title I, §107(a), Mar. 23,
2018, 132 Stat. 1171 ; Pub. L.
115–334, title XII, §12606, Dec.
20, 2018, 132 Stat. 5006 ; Pub.
L. 116–37, title IV, §401(b), Aug.
2, 2019, 133 Stat. 1058 ; Pub. L.
116–164, §3(b), Oct. 10, 2020,
134 Stat. 758 ; Pub. L. 117–2,
title IX, §9912(b), Mar. 11,
2021, 135 Stat. 238 ; Pub. L.
117–58, div. H, title III,
§80301(b), Nov. 15, 2021, 135
Stat. 1330 , provided that:

2018.2.9., 법령집번호 제132-126호;
공법 제115-141호 제U권제1편 제107
조제1항, 2018.3.23., 법령집번호 제
132-1171호; 공법 제115-334호 제12
편 제12606조, 2018.12.20., 법령집번호
제132-5006호; 공법 제116-37호 제4
편 제401조제2항, 2019.8.2., 법령집번
호 제133-1058호; 공법 제116-164호
제3조제2항, 2020.10.10., 법령집번호
제134-758호; 공법 제117-2호 제9편
제9912조제2항, 2021.3.11., 법령집번호
제135-238호; 공법 제117-58호 제H
권제3편 제80301조제2항, 2021.11.15.,
법령집번호 제135-1330호 등으로 개정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SECTION 1. SHORT TITLE.
"(a) Short Title.-This Act may
be cited as the 'United States–
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제1조 약칭
"① 약칭.-이 법의 명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으로 한다.

"(b) Table of Contents.[Omitted.]

"② 목차.-[삭제]

"SEC. 2. PURPOSES.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제2조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o approve and implement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entered into under the
authority of section 2103(b)

"1. 「2002 무역촉진권한법」
제2103조제2항(미국법전 제19
편 제3803조제2항)의 권한에
따라 미국과 한국 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승인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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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19 U.S.C. 3803(b));
"(2) to secure the benefits of
the agreement entered into
pursuant to an exchange of
letter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Korea on February 10, 2011;

"2. 2011년 2월 10일에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서한 교환에
따라 체결한 협정 혜택의 확보

"(3) to strengthen and develop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for their mutual benefit;

"3. 미국과 한국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양국 간 경제 관계 강
화 및 발전

"(4) to establish free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rough the reduction
and elimination of barriers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to investment; and

"4.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투자
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제거하
여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
창설

"(5) to lay the foundation for
further cooperation to expand
and enhance the benefits of
the Agreement.

"5. 협정 혜택의 확대와 개선을
위한 추가 협력의 토대 마련

"SEC. 3. DEFINITIONS.
"In this Act: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정.-'협정'이란 제101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의회가 승인

"(1) Agreement.-The term
'Agreement' means the United

3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approved by
Congress under section
101(a)(1).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2) Commission.-The term
'Commission' means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 위원회.-'위원회'란 미국국제
무역위원회를 말한다.

"(3) HTS.-The term 'HTS'
means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3. HTS.-'HTS'란 미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한다.

"(4) Korea.-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4. 한국.-'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한다.

"(5) Textile or apparel good.The term 'textile or apparel
good' means a good listed in
the Annex to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referred to in section
101(d)(4)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19
U.S.C. 3511(d)(4)).

"5. 섬유 또는 의류 상품.-'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란 「우루과
이라운드협정법」 제101조제4
항제4호(미국법전 제19편 제
3511조제4항제4호)에서 인용
하는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에서 열거하는
상품을 말한다.

"TITLE I-APPROVAL OF, AND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AGREEMENT

"제1편 협정의 승인 및 총칙

"SEC. 101. APPROVAL AND

"제101조 협정의 승인과 시행

4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 Approval of Agreement and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Pursuant to section
2105 of the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19 U.S.C. 3805) and
section 151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191),
Congress approves-

"① 협정의 승인과 행정조치계
획.-「2002 무역촉진권한법」
제2105조(미국법전 제19편 제
3805조) 및 「무역법 1974」
제151조(미국법전 제19편 제
2191조)에 따라, 의회는 다음
각 호를 승인한다.

"(1)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on June 30, 2007,
with the Government of
Korea, and submitted to
Congress on October 3, 2011;
and

"1. 한국 정부와 2007년 6월 30
일에 체결하여, 2011년 10월 3
일에 의회로 제출한 「대한민
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2)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proposed
to implement the Agreement
that was submitted to
Congress on October 3, 2011.

"2. 2011년 10월 3일에 의회로
제출한, 협정의 시행을 제안하
는 행정조치계획

"(b) Conditions for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At
such time as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Korea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comply with thos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that are to take

"② 협정의 발효 조건.-한국이
협정의 발효일[2012.3.15.]에 시
행될 예정인 협정 조항의 준수
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대
통령이 판단하는 때에, 대통령은
협정을 미국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발효함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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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Mar. 15, 2012], the President
is authorized to exchange notes
with the Government of Korea
providing for the entry into
force, on or after January 1,
2012,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문서를 한국 정부와 교환할 권
한을 가진다.

"SEC. 102. RELATIONSHIP OF
THE AGREEMENT TO UNITED
STATES AND STATE LAW.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제102조 협정의 미국법 및 주법
과의 관계
"① 협정의 미국법과의 관계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1. 충돌 시 미국법 우선.-미국
의 법률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협정의 조항 또는 특정인이나
상황에 대한 해당 조항의 적용
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Construction.-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2. 해석.-이 법에서 명시하여
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법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가. 미국법을 개정하거나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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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나. 미국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제한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

"② 협정의 주법과의 관계

"(1) Legal challenge.-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

"1. 법적 이의제기.-주법(州法)
또는 그 적용은, 해당 조항이
나 적용이 협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이나
상황에 대하여 무효인 것으로
선언할 수 없으나, 다만 해당
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목적으로 미국이 제기하는 소
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Definition of state law.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 includes-

"2. 주법의 정의.-이 항의 목적
상, '주법'은 다음 각 목을 모두
포함한다.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and

"가. 주의 하위 행정구역의
법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나. 보험업을 규제하거나 과
세하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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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③ 협정의 사적 구제에 대한 효
력-미국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
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1. 협정에 따라 또는 그에 대한
의회의 승인에 의거하여 소송
또는 항변의 권리를 가짐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2. 미국·주·주 하위 행정구역 소
속의 부처나 기관 또는 그 밖
의 조직의 조치나 부작위가 협
정에 합치하지 아니함을 이유
로 들어, 해당 조치나 부작위
에 대하여, 법률 조항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SEC. 103. IMPLEMENTING
ACTIONS IN ANTICIPATION OF
ENTRY INTO FORCE AND
INITIAL REGULATIONS.
"(a) Implementing Actions.-

"제103조 발효를 예상하여 내리는
시행 조치 및 최초의 규정

"(1) Proclamation authority.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Oct.

"1. 포고 권한.-이 법의 제정일
[2011.10.21.] 후에, 이 법의
조항 또는 이 법으로 개정된

"① 시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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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1]-

조항으로서 협정의 발효일
[2012.03.15.]에 시행하는 조
항을 해당일에 적절하게 시행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가. 대통령이 조치를 포고할
수 있으며,
나. 그 밖에 미국 정부의 담
당관이 규정을 발표할 수
있으나,

"(A) the President may
proclaim such actions, and
"(B) other appropriat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y
issue such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any provision of
this Act, or amendment made
by this Act, that takes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Mar. 15, 2012] is
appropriately implemented on
such date, but no such
proclamation or regulation
may have an effective date
earlier than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이러한 포고나 규정은 협정의
발표일보다 이른 날을 시행일
로 할 수 없다.

"(2) Effective date of certain
proclaimed actions.-Any
action proclaimed by the
President under the authority
of this Act that is not subject
to the consultation and layover
provisions under section 104
may not take effect before the

"2. 특정 포고 조치의 시행일.이 법의 권한에 따라 포고하는
대통령 조치로서 제104조에 따
른 협의와 경유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조치는 포고문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15일이
되기 전에는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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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text of the
proclamation i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3) Waiver of 15-day
restriction.-The 15-day
restriction contained in
paragraph (2) on the taking
effect of proclaimed actions is
waived 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of such restriction
would prevent the taking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of any action proclaimed
under this section.

"3. 15일 제한의 면제.- 포고하
는 조치의 시행일에 대한 제2
호의 15일 제한은, 그 제한의
적용이 이 조에 따라 포고하는
조치를 협정 발효일에 시행하
는 것을 막는 때로 한정하여
면제한다.

"(b) Initial Regulations.-Initial
regulations necessary or
appropriate to carry out the
actions required by or
authorized under this Act or
proposed in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submitted
under section 101(a)(2) to
implement the Agreement shall,
to the maximum extent feasible,
be issued within 1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Mar. 15, 2012]. In the case of
any implementing action that

"② 최초의 규정.-이 법에서 요
구하거나 허하는 조치의 이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최초의 규정
또는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
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
는 행정조치계획에서 제안하는
최초의 규정은, 가능한 한 최대
로, 협정의 발효일[2012.03.15.]
부터 1년 이내에 발하여야 한다.

협정의 발효일 후에 시행하는
시행 조치의 경우, 해당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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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s effect on a date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initial
regulations to carry out that
action shall, to the maximum
extent feasible, be issued within
1 year after such effective date.

이행을 위한 최초의 규정은, 가
능한 한 최대로, 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발하여야 한다.

"SEC. 104. CONSULTATION
"제104조 포고 조치의 협의와 경
AND LAYOVER PROVISIONS
유 조항 및 시행일
FOR, AND EFFECTIVE DATE
OF, PROCLAIMED ACTIONS.
"If a provision of this Act
"이 법의 조항이 포고로써 하는
provides that the
대통령 조치의 시행을 이 조의
implementation of an action by
협의와 경유 요건의 적용 대상
the President by proclamation is
으로 규정하는 때에, 해당 조치
subject to the consultation and
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layover requirements of this
때에만 포고할 수 있다.
section, such action may be
proclaimed only if"(1) the President has obtained
advice regarding the proposed
action from-

"1. 제안하는 조치에 대하여 대
통령이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자문을 구할 것

"(A) the appropriate
advisory committees
established under section
135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155);
and

"가. 「무역법 1974」 제135
조(미국법전 제19편 제
2155조)에 따라 설치하는
관계 자문위원회

"(B) the Commission;

"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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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resident ha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 report that
sets forth-

"2. 대통령이 다음 각 목을 모두
명시한 보고서를 상원의 재무
위원회와 하원의 세입위원회에
제출할 것

"(A) the action proposed to
be proclaimed and the
reasons therefor; and

"가. 포고할 것으로 제안하는
조치와 그 사유

"(B) the advice obtained
under paragraph (1);

"나. 제1호에 따라 자문을 구
한 사항

"(3) a period of 60 calendar
days, beginning on the first
day on which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paragraphs (1)
and (2) have been met, has
expired; and

"3. 제1호와 제2호에서 명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첫 번째 날에
기산하는, 60역일(曆日)의 기
간이 경과할 것

"(4) the President has
consulted with the commit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regarding the proposed action
during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3).

"4. 대통령이 제3호에서 말하는
기간에 제안 조치에 대하여 제
2호에서 말하는 위원회와 협의
할 것

"SEC. 105. ADMINISTRATION
OF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제105조 분쟁해결절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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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ablishment or
Designation of Office.-The
President is authorized to
establish or designate within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 office that sha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administrative assistance to
panels established under
chapter 22 of the Agreement.
The office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agency for
purposes of section 552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① 부서의 신설 또는 지정.-대
통령은 협정 제22장에 따라 설
치하는 패널의 운영 지원을 전
담할 부서를 상무부에 신설하거
나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b)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for each fiscal year after fiscal
year 2011 to the Department of
Commerce up to $750,000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the office
established or designated under
subsection (a) and for the
payment of the United States
[sic] share of the expenses of
panels established under
chapter 22 of the Agreement.

"② 예산 책정.-제1항에 따라
신설하거나 지정하는 조직의 설
치와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협
정 제22장에 따라 설치하는 패
널의 비용 중 미국 [원문 그대
로] 부담분 지급을 위하여 2011
년 후의 매 회계연도에 대하여
상무부에 750,000 달러를 세출
예산으로 허한다.

"SEC. 106. ARBITRATION OF
CLAIMS.
"The United States is

이 부서는 미국법전 제5편 제
552조의 목적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6조 청구의 중재
"미국은 협정 제11.16조제1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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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목다)† 또는 제11.16조제1항
나호1목다)†에 해당하는 미국을
상대로 한 청구를, 협정 제11장
제2절에서 정하는 투자자와 국
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
결할 권한을 가진다.

authorized to resolve any claim
against the United States
covered by article
11.16.1(a)(i)(C) or article
11.16.1(b)(i)(C) of the
Agreement, pursuant to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et forth
in section B of chapter 11 of
the Agreement.
"SEC. 107. EFFECTIVE DATES;
EFFECT OF TERMINATION.
"(a) Effective Dates.-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this Act and the amendments
made by this Act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Mar. 15, 2012].

†

"제107조 시행일, 종료의 효력
"① 시행일.-제2항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법 그리고 이
법에 따른 개정사항은 협정의
발효일[2012.03.15.]에 시행한
다.

"(b) Exceptions.-

"② 예외.-

"(1) In general.-Sections 1
through 3, section 207(g),
this title, and title V take
effect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Oct.
21, 2011].

"1. 통칙.-제1조 내지 제3조, 제
207조제7항, 이 편 및 제5편은
이 법의 제정일[2011.10.21.]
에 시행한다.

"(2) Certain amendatory
provisions.-The amendments

"2. 특정 개정 조항.-이 법 제
203조, 제204조, 제206조 및

(역자주) 이 법의 조항호목 체계가 아닌, 협정 국문본의 체계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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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by sections 203, 204,
206, and 401 of this Act take
effect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apply with respect to Korea
on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Mar. 15, 2012].

제401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법의 제정일부터 시행하며 한
국에 대하여는 협정의 발효일
[2012.03.15.]부터 적용한다.

"(c) Termination of the
Agreement.-On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terminates, this Act (other than
this subsection and title V) and
the amendments made by this
Act (other than the
amendments made by title V)
shall cease to have effect.

"③ 협정의 종료.-협정의 종료
일에, 이 법(이 항 및 제5편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개정사항(제5편에 따른 개정사
항은 제외한다)은 그 시행을 중
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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