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위조지폐 및 화폐, 음란물, 합법적 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국가문장(Kenyan Coat of Arms), 마약류, 위험한 폐기물, 수은이 함유된 비누
및 화장품, 모든 모조품 등은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수입제한 품목도 존재하는데, 식물류의 수입 시는 Ministry of Agro Industry and Food Security에서, 공공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
식-의약품-화학제품의 수입은 Ministry of Health and Quality of Life에서 pre-market approval permit, food and drugs permit 등
을 사전 취득해야 한다.

그 외에도 무기 및 포탄류는 모리셔스 경찰청에서, 통신장비류는 모리셔스 정보통신기술청에서, 어류나 부산물의 경우는 해양경제부
(Ministry of Ocean Economy)산하 Fisheries Division에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IPO)는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법을 2002년 발효했으며 2003년부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증제도
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ㅇ 특허 등록
- 신청자는 발명품의 상세기술, 관련 도안 또는 디자인, 기술 요약 등을 포함하여 Industrial Property Office에 신청(신청비용은
5250루피 소요=미화 153달러)
- 동일한 발명품이 해외 또는 동일지역에 등록된 경우는 등록원본을 등록 신청 시 또는 신청 후 3개월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 신청자가 해외에 주재하는 경우는 모리셔스 내 법률가나 에이젼트를 지명할 수 있으며, 특허신청시 또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위임
장을 제출해야 한다.

ㅇ 산업디자인 등록
- 해당 설계도면, 사진 또는 그래픽의 모든 면에 대해 4개의 사본을 10cm X 20cm 이내로 A4크기의 하드보드(cardboard)에 흑색 잉
크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등록비용은 2100루피 소요=미화 61달러).
- 동일한 발명품이 해외 또는 동일 지역에 등록된 경우는 등록원본을 신청 시 또는 신청 후 3개월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 신청자가 해외에 주재하는 경우는 모리셔스 내 법률가나 에이전트를 지명할 수 있으며, 특허 신청 시 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위임
장을 제출해야 한다.

ㅇ 상표 등록
- 현재 등록 진행 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인지 확인한다.
- ‘Representation of the mark’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한다(2개 상표까지는 3150루피=약 미화 92달러, 1개 추가 시 1575루

피=46달러 비용 추가)
- 신청자가 해외에 주재하는 경우는 모리셔스 내 법률가나 에이전트를 지명할 수 있으며, 특허 신청 시 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위임
장을 제출해야 한다.

TBT
없음.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ㅇ VAT를 제외한 수입품의 거래가격에 관세가 부과된다.
ㅇ 재수출 상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ㅇ 수입품에 화물 및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물품 가격에 포함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ㅇ 관세율 범위는 0~30%이다.
ㅇ 관세 밴드는 0%, 15%, 10%, 15%, 30% 5개이다.
ㅇ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의 관세부과표를 참조: http://www.mra.mu/index.php/import-export-others/tariff-information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