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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pparel Market Access: Political Climate, 2010 Trade Issues
KOFOTI, Seoul
Tuesday, December 8, 2009
David M. Spooner
Squire, Sanders & Dempsey
Washington, D.C.

1

2009-12-21

President’s China Trade TV Ads
• President Obama "Mills" Campaign Ad

• President Obama "Sold Us Out" Campaign
Ad

“Mills” Ad Text
I’m Barack Obama and I approved this
message. Carolina Mills. Forced to shut
down 17 plants. 2,600 lose their jobs.
Workers once proud to make the thread for
American flags have their futures
outsourced to Asia. Washington sold them
out with the help of politicians like John
McCain. He supported trade deals and tax
breaks for companies that ship jobs
overseas. McCain even said all Buy
America provisions were “disgraceful.”
North Carolina just can’t afford more of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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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 Us Out” Ad Text
I’m Barack Obama and I approved this
message. Corning shut down its plant in
Pennsylvania. Hundreds lose their jobs.
Then the workers are rehired to
disassemble the plant and ship the
equipment to China. Washington sold
them out with the help of people like
John McCain
McCain. He supported tax breaks
for companies that ship jobs overseas
and voted against cracking down on
China for unfair trade practices. We
can’t afford more of the same.

The Worst s#@* (Bad Stuff) That
Could Happen
• 421 China Safeguard Cases,
Anti-Dumping
Dumping Cases,
• Anti
• Countervailing Duty Cases,
• Monitoring/self-ini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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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21 Safeguard
y Until the end of 2013, WTO members can
impose limits on imports from China when
such goods “are being imported …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market disruption.”
y The Chinese imports must be a “significant
cause of material injury.”
y Safeguard can only remain in place only as
long as is necessary to remedy the market
disruption.

The 421 Safeguard: Process
• Approximately 5 months from petition to final
decision.
decision
• Two steps: 1.) ITC determination of market
disruption, 2.) White House determination of
national economic interest.
• Process both judicial and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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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ping Defined
• Price Discrimination: Selling in U.S. at below
cost of production or at below price in the
home market.
• Must show price discrimination and injury.
• Remedy is a tariff.
• Cases take approximately a year and often
involve multiple countries.
• Order can remain in place for decades.

Countervailing Duties Defined
• Foreign Government Subsidies: Government
provision of a benefit to a specific sector or
company.
• Must show subsidy and injury.
• Remedy is a tariff (though usually a lower
tariff than in dumping cases).
• Process takes approximately a year.
• Often combined with a dumping case,
particularly when target is China.
• Order in place for as long as subsidy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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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 Government can self-initiate a trade remedy
or safeguard case
case.
• In 2007-08, the U.S. monitored imports of
Vietnam apparel [explain why], but didn’t
initiate a case [explain Commerce’s screen
and why the government didn’t administer a
case].

Can a safeguard or trade remedy case
be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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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ill happen?
• NCTO and Workers Unite want to file a case.
• During campaign, NCTO asked Obama if he
was willing to invoke 421 safeguard. Obama
responded he was, “if the facts warranted.”
• NCTO recently called on Obama to fulfill his
campaign promise to monitor Chinese
apparel imports.
• Though petition could come at any time
[NCTO has law firm and retailers are hiring a
firm], a safeguard petition or monitoring will
be increasingly likely as mid-term elections
approach [May to October].

Tires vs. Cotton Trousers
China Import Share:

Tires

Cotton Trousers (347/348)

2004

13%

2%

2005

17%

11%

2006

21%

10%

2007

30%

12%

2008

33%

13%

YTD (through July) ‘08

32%

12%

YTD (through July) ‘09

3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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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es vs. Cotton Trousers
Percent Growth of Imports, 2004-2008:

Cotton Trousers
Tires
215%

970%

Tires vs. Cotton Trousers
Percent Change in Volume of Imports:

Cotton Trousers
Tires
2005

43%

741%

2006

30%

- 8%

2007

54%

30%

2008

11%

8%

YTD (through July) ‘09

- 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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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es vs. Cotton Trousers
Domestic Production, 2004-2008:

Cotton Trousers
Tires
- 25%

- 75%

Tires vs. Cotton Trousers
Domestic Employment, 2004-2008:

Tires (from 421 Petition)

All Apparel (from NAICS; trouser
specific data unavailable at this time)

- 1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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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es vs. Cotton Trousers
• Average unit value of tires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of the tires case, while average unit value of
cotton trousers from China has declined.
• Above does not compare other key indicia of
injury, such as capacity, capacity utilization,
profits, sales, inventory, etc., which are
difficult to obtain.

Prospects for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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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ng FTAs, Possible Negotiations
• Korea.
• Colombia, Panama.
• Trans-Pacific Partnership.
• Extension of Preference Programs.
• Reform of Preference Programs.
• WTO DF/QF.
• Short Supply Provision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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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국 섬유시장 진출 설명회 Q&A
Q1. 미국에 진출시 덤핑을 피하기 위한 대책과, Joint Company(가치
사슬이 여러 개 국가로 나뉘어 분포)의 경우 어떻게 덤핑 산정을 하는지?

A1. 미국은 현재 17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는데, 섬유·의류 품목에는
가장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협정별로도 원산지 규정이
상이함. 17개 협정 원산지 규정 내 공통분모를 굳이 따지자면,

Yarn Forward(onward) 방식인데, 이는 역내(협정 당사국)에서
실이 생산되어, 직물 등이 생산될 경우로만 관세 혜택 요건을 제
한하는 방식임.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35% 부가가치 기준 충족시 관세 혜택 부여

Q2. USTR에서 지난 9월 한미 FTA와 관련해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
하였는데, 이것이 통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인가? 특별
한 경우라면, 무슨 이유에서인가?

A2. 미국 법에 따르면, FTA를 체결하고 난 후 USTR은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USITC로부터 협정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음. 이미 한미 FTA가 체결된 2년 전에 동 과정은 이뤄진
바, 금번에 다시 USTR이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Q3. 신종 플루 발병이후, 미국 내 항균 섬유 코팅제와 같은 제품에 수요
현황과 진출 경로는 어떠한지?

A3.
☞ 인치훈 사장 : Costco, Fila 등에 여러번 동류의 제품을 소개해
봤으나,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높은 가격 때문인 것
같기도 함. 대신 스쿠버 다이빙이나 등산용 보온 제품에 대한 관
심을 나타냄.

☞ 이영선 지사장 : 공장용 작업복, 위생복 등을 취급하는 유니폼
혹은 스포츠 관련 용품 바이어를 찾아야 함.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저렴한 홈쇼핑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
특이 제품을 취급하는 바이어를 통해 인지도를 쌓고, 입소문을
통해 점차적으로 대중 시장으로 진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일반적인 의류업체(양말, 속옷 등)에는 어필하기가 어려울 것임.

Q4. 바이어들이 “Lean & Fresh” 전략의 일환으로 벤더에게 재고관리
책임까지 떠맡기려는 등 날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
렇게까지 바이어 요청(재고 관리)에 맞춰줘야 하는지 아니면, R&D 나

ODM에 투자하여 블루오션을 찾아 회사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나
은지 연사분들의 개인적인 소견 부탁
※린(Lean)은 '재고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이고 프레시(Fresh)는 '재고를 지금
당장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신선한 제품으로 최대한 채운다'는 뜻

A4.
☞ 이영선 지사장 : 신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자생력을 충분히
키워놓는 게 급선무임. 자사의 장점을 충분히 파악(따라서 이에
기반한 고객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다른 영역으로의 진출확대를
구상하는 게 순서. 일례로 지금의 애플 성공에는 매킨토시 때부
터 축적해온 디자인 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재고관리까지 떠맡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전체 비즈니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기능을 추가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
한편, R&D 고려시 현재 확보한 고객이 R&D 이후 높아진 ‘가치’
를 높이 평가하여, 비용 증가까지 감수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다른 고객 베이
스를 발굴할 필요

☞ 인치훈 사장 : 우선순위의 문제로 봄. 가장 먼저는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주력해오던 분야에 집
중하면서 신규로 가치창출(바이어가 원하는 Something New

and Different) 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조금씩 준비할 필요

※ 참고 사항 : 이영선 지사장 추가 발표자료
□ 원단업체에겐 지금이 기회!
○ Fast Fashion 시스템에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스타일 대신
상대적으로 교체가 용이한 원단에 신경을 쓰는 바이어들이 증가

○ 섬유 분야는 중국에 비해 국내 기업이 노하우면이나 납기 단축(‘빨리
빨리’ 정신), 품질관리 측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바, 충분히 승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