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무역법」
(공법 제107-210호, 2002.8.6., 제정)

원문

번역문

An Act To extend the Andean
Trade Preference Act, to grant
additional trade benefits under
that Act,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이
법은
안데스무역특혜법
(Andean Trade Preference Act)
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무역 혜택
을 주며,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이다.
미합중국의 상원과 하원이 의회에
서 제정하였다.

SEC.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Trade Act of 2002".

제1조. 소제목
이 법은 “2002 무역법”으로 인
용될 수 있다.

SEC. 2. ORGANIZATION OF
ACT INTO DIVISIONS; TABLE
OF CONTENTS.

제2조. 이 법의 부(部)에 따른 구
성; 목차

DIVISION 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부 - 무역조정지원

Sec. 101. SHORT TITLE.
This division may be cited as the

제101조. 소제목
이 부(部)는 “2002년 무역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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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Adjustment Assistance
Reform Act of 2002".

지원개혁법”으로 인용될 수 있
다.

TITLE I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제I편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Subtitle 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Workers

부제A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Sec. 111. REAUTHORIZATION
제111조.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OF TRADE ADJUSTMENT
의 재승인
ASSISTANCE PROGRAM.
(a) Assistance for Workers.-(a) 근로자를 위한 지원.-Section 245 of the Trade Act
1974
무역법
제245조(19
of 1974 (19 U.S.C. 2317) is
U.S.C. 2317)는 "1998년 10월
amended by striking "October
1일, 그리고 2001년 9월 30일
1, 1998, and ending
종료"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September 30, 2001," each
“2001년 10월 1일, 그리고
place it appears and inserting
2007년 9월 30일 종료"를 삽입
"October 1, 2001, and ending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September 30, 2007,".
(b) Assistance for Firms.-(b) 기업에 대한 지원.--1974
Section 256(b) of the Trade
무역법
제256조
제(b)항(19
Act of 1974 (19 U.S.C.
U.S.C. 2346(b))은 "1998년 10
2346(b)) is amended by
월 1일, 그리고 2001년 9월 30
striking "October 1, 1998, and
일 종료"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ending September 30, 2001"
"2001년 10월 1일, 그리고
and inserting "October 1,
2007년 9월 30일 종료"를 삽입
2001, and ending September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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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ermination.--Section 285
of the Trade Act of 1974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
"Sec. 285. TERMINATION.
"(a) Assistance for Workers."(1)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trade adjustment
assistance, vouchers,
allowances, and other
payments or benefits may
not be provided under
chapter 2 after September
30, 2007.
"(2) Exception.-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worker shall
continue to rece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benefits and other benefits
under chapter 2 for any
week for which the worker
meet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that
chapter, if on or before
September 30, 2007, the
worker is-"(A) certified as eligible
for trade adjustment
assistance benefits under
chapter 2 of this title; and

(c) 종결.--1974 무역법 제
28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 종결
"(a) 근로자에 대한 지원.-"(1) 총칙.--제(2)호의 규정
을 제외한 무역조정지원,
교환 증명서, 수당 및 기타
지급금 또는 혜택은 2007
년 9월 30일 이후 이 법
제2장에 따라 제공되지 아
니한다.

"(2) 예외.--제(1)호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제2장의 자
격요건을 충족시킨 주(週)
에 대하여 근로자는 제2장
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지
원 혜택 및 기타 혜택을 계
속해서 받는다. 단, 2007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
족한 근로자에게 해당한다
--

"(A) 제I편 제2장에 따른 무
역조정지원 혜택에 대한 자
격을 증명한 근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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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therwise eligible to
rece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benefits under
chapter 2.
"(b) Other Assistance.-"(1) Assistance for firms.- Technical assistance
may not be provided under
chapter 3 after September
30, 2007.
"(2) Assistance for
farmers.-"(A)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adjustment assistance,
vouchers, allowances, and
other payments or benefits
may not be provided under
chapter 6 after September
30, 2007.
"(B) Exception.-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as defined in
section 291(2)) shall
continue to receive
adjustment assistance
benefits and other benefits
under chapter 6, for any
week for which the

"(B) 제2장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근로자
"(b) 기타 지원 "(1) 회사에 대한 지원.-2007년 9월 30일 이후 제
3장에 따른 기술 지원은 제
공하지 아니한다.
"(2) 농부에 대한 지원.-"(A) 총칙.--제(B)목의 규
정을 제외한 무역조정지원,
교환 증명서, 수당 및 기타
지급금 또는 혜택은 2007
년 9월 30일 이후 이 법
제6장에 따라 제공되지 아
니한다.

"(B) 예외.--제(A)목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제6장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주
(週)에 대하여 (제291조 제
(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자는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무역 조정 지
원 혜택 및 기타 혜택을 계
속해서 받는다. 단, 2007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과 같
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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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meet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chapter 6, if on or before
September 30, 2007,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r is-"(i) certified as eligible for
adjustment assistance
benefits under chapter 6;
and
"(ii) is otherwise eligible
to receive adjustment
assistance benefits under
such chapter 6.".

한 농산물 생산자에게 해당
한다--

"(i) 제6장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 혜택에 대한 자격을
증명한 농산물 생산자; 또는
"(ii) 제6장에 따른 무역조
정 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
을 갖춘 농산물 생산자

Sec. 112. FILING OF PETITIONS 제112조. 청원서 제출 및 신속한
AND PROVISION OF RAPID
대응 지원 제공; 청원에 대한 노
RESPONSE ASSISTANCE;
동부 장관의 신속한 처리 검토.
EXPEDITED REVIEW OF
PETITIONS BY SECRETARY OF
LABOR.
(a) Filing of Petitions and
(a) 청원서 제출 및 신속한 대응
Provision of Rapid Response
지원 제공.-- 1974 무역법
Assistance.--Section 221(a)
제221조 제(a)항(19 U.S.C.
of the Trade Act of 1974 (19
2271(a))은 다음과 같이 개
U.S.C. 2271(a)) is amended
정한다:
to read as follows:
"(a)(1) A petition for
"(a)(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to
자는 이 장에 따른 근로자 집단
apply for adjustment
을 위한 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assistance for a group of
있는 자격 증명에 관한 청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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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under this chapter
may be filed simultaneously
with the Secretary and with
the Governor of the State in
which such workers' firm or
subdivision is located by any
of the following:
"(A) The group of workers
(including workers in an
agricultural firm or
subdivision of any
agricultural firm).
"(B) The certified or
recognized union or othe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such
workers.
"(C) Employers of such
workers, one-stop
operators or one-stop
partners (as defined in
section 101 of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29 U.S.C.
2801)), including State
employment security
agencies, or the State
dislocated worker unit
established under title I of
such Act, on behalf of such
workers.
"(2) Upon receipt of a petition

노동부 장관과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또는 회사의 지
점이 위치한 주(州)의 주지사에
게 제출한다:

"(A) (농업회사 또는 농업회
사 지점의 근로자를 포함
한) 근로자 집단.

"(B)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나 기타 적법하
게 권한을 받은 근로자 대
표.
"(C) 근로자를 대신하는 주
(州) 직업안정기관 또는
1998 인력투자법 제I편에
따라 설립된 주(州) 실직자
단체를 포함하여, (1998 인
력투자법 제101조에서 정
의하고 있는) 당해 근로자
의 고용주, 원스톱 오퍼레
이터 또는 원스톱 파트너.

"(2) 제(1)호에 따라 제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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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paragraph (1), the
Governor shall--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A) 청원서를 제출한 근로
자가 신속한 대응 지원과
기타
연방법상
허가된
(1998 인력투자법 제134조
(29 U.S.C. 2864)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핵심적 집중
서비스를 연방법에서 허가
하는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A) ensure that rapid
response assistance, and
appropriate core and
intensive services (as
described in section 134 of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29 U.S.C.
2864)) authorized under
other Federal laws are
made available to the
workers covered by the
petition to the extent
authorized under such
laws; and
"(B) assist the Secretary in
the review of the petition
by verifying such
information and providing
such other assistance as
the Secretary may request.
"(3) Upon receipt of the
petition, the Secretary shall
promptly publish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that the
Secretary has received the
petition and initiated an
investigation.".
(b) Expedited Review of
Petitions by Secretary of

"(B) 노동부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 확인 및 기
타 추가적 사 지원 등을 제
공함으로써 장관의 청원 검
토를 지원한다.
"(3)
관은
수한
보에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장
청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
사실을 지체 없이 연방관
게재하여 통지한다."

(b) 청원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신속한 처리 검토.-- 1974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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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Section 223(a) of
such Act (19 U.S.C. 2273(a))
is amended in the first
sentence by striking "60
days" and inserting "40 days".

역법
제223조
제(a)항(19
U.S.C. 2273(a))은 첫 문장의
“60일”을 삭제하고 “40일”을 삽
입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Sec. 113. GROUP ELIGIBILITY
제113조. 집단 자격요건
REQUIREMENTS.
(a) Trade Adjustment
(a)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Assistance Program.-(1) 총칙.--1974 무역법 제
(1) In general.-- Section
222조(19 U.S.C. 2272)는
222 of the Trade Act of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974 (19 U.S.C. 2272) is
amended-(A) 제(a)항을 다음과 같이
(A) by amending subsection
개정한다:
(a) to read as follows:
"(a) 총칙.--장관이 다음과 같
"(a) In General.--A group of
이 결정하는 경우, 제221조에
workers (including workers in
따라 제출된 청원서에 관하여
any agricultural firm or
장관은 이 장에 따른 (농업회사
subdivision of an agricultural
또는 농업회사 지점의 근로자를
firm) shall be certified by the
포함한) 근로자 집단의 조정 지
Secretary as eligible to apply
원 신청 자격을 증명한다.
for adjustment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pursuant to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221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1) 회사나 회사 지점의 근
"(1) a significant number or
로자 상당수가 전체적 또는
proportion of the workers
부분적으로
실직하였거나
in such workers' firm, or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실직
an appropriate subdivision
위협에 처해있다; 그리고
of the firm, have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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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ly or partially
separated, or are
threatened to become
totally or partially
separated; and
"(2)(A) (i) the sales or
production, or both, of
such firm or subdivision
have decreased absolutely;
"(ii) imports of articl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with articles produced by
such firm or subdivision
have increased; and
"(iii) the increase in imports
described in clause (ii)
contributed importantly to
such workers' separation
or threat of separation and
to the decline in the sales
or production of such firm
or subdivision; or
"(B)(i) there has been a
shift in production by such
workers' firm or
subdivision to a foreign
country of articl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with
articles which are
produced by such firm or
subdivision; and
"(ii)(I) the country to which

"(2)(A)(i) 회사 또는 회사
지점의 매출이나 생산이 절
대적으로 감소했다;
"(ii) 회사 또는 회사의 지점
이 생산하는 물품과 같거나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의 수입이 증가했다;
그리고
"(iii) (ii)항 규정의 수입 증
가가 근로자의 실직 또는
실직 위협과 회사나 회사
지점의 매출 또는 생산 감
소의 주요 원인이다; 또는

"(B)(i) 회사 또는 회사의 지
점이 생산하는 물품과 같거
나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
는 물품으로 인해 회사 또
는 회사의 지점이 외국으로
생산 이전을 했다; 그리고

"(ii)(I) 물품 생산을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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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ers' firm has
shifted production of the
articles is a party to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I) the country to which
the workers' firm has
shifted production of the
articles is a beneficiary
country under the Andean
Trade Preference Act,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or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or
"(III) there has been or is
likely to be an increase in
imports of articles that ar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with articles which are or
were produced by such
firm or subdivision.";
(B) by redesignating
subsection (b) as
subsection (c); and
(C) by inserting after
subsection (a) the
following:
"(b) Adversely affected
secondary workers.--A
group of workers (including
workers in any agricultural

국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
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II) 물품 생산을 이전한
가가 안데스무역특혜법,
프리카성장기회법 또는
리브해지역경제부흥법의
혜국이다; 또는

국
아
카
수

"(III) 회사 또는 회사의 지점
이 생산했거나 생산하는 물
품과 같거나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의 수입이
증가했거나 증가할 가능성
이 있다. ";
(B) 제(b)항을
명시함으로써
리고
(C) 제(a)항에
삽입함으로써

제(c)항으로
개정한다; 그
이어 다음을
개정한다:

"(b) 부정적 영향을 받는 종속적
근로자.--장관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이 장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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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or subdivision of an
agricultural firm) shall be
certified by the Secretary as
eligible to apply for trade
adjustment assistance
benefits under this chapter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1) a significant number or
proportion of the workers
in the workers' firm or an
appropriate subdivision of
the firm have become
totally or partially
separated, or are
threatened to become
totally or partially
separated;
"(2) the workers' firm (or
subdivision) is a supplier
or downstream producer to
a firm (or subdivision) that
employed a group of
workers who received a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under subsection (a), and
such supply or production
is related to the article
that was the basis for such
certification (as defined in
subsection (c) (3) and
(4)); and

은 (농업회사 또는 농업회사
지점의 근로자를 포함한) 근
로자 집단의 무역조정지원 혜
택 신청 자격을 증명한다--

"(1) 회사나 회사 지점의 근
로자 상당수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실직하였거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실직
위협에 처해있다;

"(2) 회사(또는 회사의 지점)
가 제(a)항에 따른 자격 증
명을 받은 근로자 집단을
고용한 회사(또는 지점)의
공급업체이거나 하청 생산
업체이고, 공급 또는 생산
이 (제(c)항 제(3)호 및 제
(4)호에 규정되어 있는) 증
명에 대한 근거가 된 물품
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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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ither-"(A) the workers' firm is a
supplier and the
component parts it
supplied to the firm (or
subdivision) described in
paragraph (2) accounted
for at least 20 percent of
the production or sales of
the workers' firm; or
"(B) a loss of business by
the workers' firm with the
firm (or subdivision)
described in paragraph (2)
contributed importantly to
the workers' separation or
threat of separation
determined under
paragraph (1).".
(b) Definitions.--Section
222(c) of such Act, as
redesignated by paragraph
(1)(A), is amended-(1) in the matter preceding
paragraph (1), by striking
"subsection (a)(3)" and
inserting "this section";
and
(2)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3) Downstream
producer.-- The term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
"(A) 회사가 공급업체이고,
그 업체가 제(2)호에서 명
시하고 있는 회사(또는 회
사의 지점)에 공급하는 구
성 부품이 당해 근로자 회
사의 생산 또는 매출에서
적어도 20%를 차지한다;
또는
"(B)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회사(또는 회사의 지
점)와 근로자의 회사에 의
한 사업 손실이 제(1)호 규
정에서의 근로자 실직 또는
실직 위협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b) 정의.--제(1)호(A)에서 명
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22
조(c)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호에 앞서는 내용
과 관련하여, "제(a)항 제
(3)호"를 삭제하고 "본조"
를 삽입한다; 그리고
(2)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한다:
"(3) 하청 생산업체.-- ‘하
청 생산업체’란 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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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tream producer'
means a firm that performs
additional, value-added
production processes for a
firm or subdivision,
including a firm that
performs final assembly or
finishing, directly for
another firm (or
subdivision), for articles
that were the basis for a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under subsection (a) of a
group of workers
employed by such other
firm, if the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under subsection
(a) is based on an increase
in imports from, or a shift
in production to, Canada or
Mexico.
"(4) Supplier.-- The term
'supplier' means a firm that
produces and supplies
directly to another firm (or
subdivision) component
parts for articles that were
the basis for a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under
subsection (a) of a group
of workers employed by
such other firm.".

회사의 지점을 위하여 추가
적, 부가 가치적 생산 공정
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
다. 그리고 제(a)항에 따른
자격에 대한 증명이 캐나다
나 멕시코로부터 수입의 증
가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로
의 생산 이전에 근거를 두
는 경우, 다른 회사(또는
회사의 지점)가 고용한 근
로자 집단의 제(a)항에 따
른 자격 증명을 위하여 근
거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그 다른 회사(또는 지점)를
위해 직접 최종 조립 또는
마감 작업을 수행하는 회사
를 포함한다.

"(4) 공급업체.--‘공급업체’
란 다른 회사(또는 회사의
지점)가 고용한 근로자 집
단의 제(a)항에 따른 자격
증명을 위하여 근거가 되는
물품의 구성 부품을 그 다
른 회사(또는 지점)에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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