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ㅇ 개요
수입상품의 통관절차는 수입신고와 수입심사로 시작해 물품검사, 세금(관세)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모로코
정부는 투명한 통관행정 정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전자통관 온라인 플랫폼 도입을 통해 통관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모
로코 관세청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사이트(www.portnet.ma)를 통해 120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품신고,
관세 시뮬레이션 및 온라인 납부 등이 포함된다.

ㅇ 수입 신고
모로코와 제3국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교역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통관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ENGAGEMENT)와 함께 수출입화물 도착통지서(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 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LIST), 세금감면 대상 화물(어망 등 어획장비, 선박용 엔진, 건설용 기계 등 자본재)인 경우 증빙서류,
수출용 원자재는 관세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면장은 수량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입상품에 한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은 상공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에 명시되고
있다.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는 수입면장은 6부의 사본이 구비돼야 하며, 수입 약정서는 수입면장 대상이 아닌 상품 수입 시 요구되며, 사
본 5통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상공부 장관에게 사전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사전신고서(DPI)는 국내생산에 손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위험이 있는 제품을 수입할 때 요구되고, 이는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며 6통을 준비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총 8부로 구성된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
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일은 수입 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고,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며, 수입 사전신고
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수입 면장과 수입사전 신고의 최초 조건을 수정(Amend)할 경우에는 다시 수입자격을 요구하는 대상이 된다. 수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수입업자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무역업자 색인표(Fichier Central des Importateurs)에 등록돼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
책적 노력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해지고 있으며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다.

ㅇ 물품 검사
물품 검사 시에는 화물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수량, 품목, 규격 등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수량이
다수면 견본을 지정해 검사하기도 한다. 물품 검사는 통상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기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보세구역에서 실시한
다.
기타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요청을 검토해 세관원이 현장으로 파견돼 검사한다. 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등을 이유로 수입품을 타 세관 관할구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 전체 수입가격 상당액의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
한 후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 전에 이동시킬 수 있다. 아직 송장 상품거래서 가격조작(Invoice under value)이 광범위하게 통
용되고 있으나,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ㅇ 관세 납부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 증빙을 발부하게 돼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
관절차는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 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 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
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돼,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 운송에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통관 시 유의사항
ㅇ 화물 반송(SHIP BACK)
모로코에서는 컨테이너의 반송(SHIP BACK) 시 사유를 불문하고 CONSIGNEE의 인수확인증(ACCEPTANCE LETTER)이 필요하므로, 바
이어가 인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화물 반송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반송 결정까지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 컨테이너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ㅇ 수입통관증서(ATA까르네)
2017년부터 모로코 주요 공항에서 기존 X-Ray 통과 등의 형식적인 세관 검색에 비해 관세 책정 예상품목에 대한 문질 등이 추가된 검색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샘플, 전시회 물품, 테스트기기를 모로코 입국 시 지참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공식 통관 간소화 및 관세면제
관련 문서 제시가 요구된다.
해당 서류 중 국내 발급 ATA까르네는 출국 전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행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국내에서 ATA까
르네 발급을 받지 못해 모로코 입국 시 임시 ATA까르네 발급을 희망할 경우, 제품 가격이 미 달러로 표시된 영문 혹은 불문 산업송장 및
해당 물품이 테스트 혹은 전시회 등 ATA까르네 신청에 어긋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해당 제품 반출 기업명
의 공식 영문 혹은 불문 레터를 출국 시 지참해야 한다.

ㅇ운송 및 통관절차가 어려워짐
코로나 여파로 인한 물동량 감소, 해운대란 등으로 인해 최근 컨테이너로 한국에서 모로코로 물건을 보내는 선박 편이 감소하여 일정을 잡
는 것이 과거대비 많이 어려워지고 운임또한 크게 인상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의 경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무역 적자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추가서류 요구, 통관시간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주의를 요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Carre - SMTR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PLATEFORME LOGISTIQUE ONCF MITA, BD MOULAY ISMAIL, CASABLANCA, MAROC
+212 522 40 84 58/61
contact@carre.ma
http://www.carre.ma

ㅇ DB SCHENKER MAROC
주소
전화번호

Bd Moulay Slimane, parc Oukacha 2, Ain Sebaa, 20250, Casablanca, Maroc
+212 664 71 64 48

이메일

schenker.maroc@dbschenker.com

홈페이지

http://www.dbschenker.com/ma

비고

2017년 "AEO Safety and Security" customs label 획득. 이는 모로코 내 세관의 편리와 안전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받은 최초 사례임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