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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VoC 프로그램 
TÜV 라인란드는 2020년 2월1일부터 시행되는 모로코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의 공인 

검사기관으로서 모로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모로코 MICEVN (Ministry of Industry, Trade, Green and Digital 

Economy)은 위험하고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로코 국가 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통한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성 검증 (VOC, Verification of Conformity) 

프로그램을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새로운 모로코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은 원활한 통관을 위해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모로코로 수입되는 모든 규제 대상 제품 (위탁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합니다.

TÜV 라인란드는 모로코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의 공인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TÜV 라인란드는  모로코로 수출되는 규제 대상 제품이 MICEVN 규정을 

준수하고, VoC 인증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VoC 인증은 모로코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하고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며, 부적합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 CoC 대상 품목 (선적 전 검사 후 CoC 발행)

REGULATED PRODUCTS CATEGORIES SUBJECT TO DESTINATION INSPECTION:

Automotive
Spare Parts

Wooden
panels

Gas
Appliances

Rugs, Carpets
and Upholstery Fabrics

Clothing

Baby
diapers

Electrical
products

Wire rod and concrete 
reinforcing iron

Construction
materials

REGULATED PRODUCT CATEGORIES UNDER THE MOROCCAN VOC PROGRAM:

Electrical 
products

Construction
materials 

Children Toys

Leather, 
Textiles & Clothing

Chemical
products 

Plastic
products 

Products in
contact with foo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Home
Appliances 

Automotive
spare parts 

Oil & Gas
app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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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the QR code to view the full list of the regulated 
products under the Moroccan VOC program 

https://www.tuv.com/korea/ko/lp/government-inspec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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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ÜV 라인란드 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8길 25 세미콜론 문래 N타워 2층

Tel: 02-860-9860   

Fax: 02-860-9862

E-mail: info@kor.tuv.com

모로코 국가 사양

1. 플러그 타입 : C 및 E

2. 정격 전압 : 240V

3. 주파수 : 50Hz

4. 제품 마킹 및 라벨 : 아랍어 마킹 및 라벨링 필수

5.  CeMim 마크 : 장난감, 전기·전자제품      

 EMC 제품은 필수

제출 서류

 · TÜV 라인란드 신청서

 · Product Test Report

 · Invoice

 · Packing list

TÜV 라인란드 서비스

 · Document Review

 · Testing (if required)

 · Pre-shipment inspection

 · Certificate of Conformity (CoC) 발행

 · CoC Validation

Route Details to routes

A
매 선적 건 Document Review 및 

선적전 검사

B Product Registration

C Licensing

인증 절차

TÜV 라인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TÜV 라인란드는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각 국가의 규제 조건 

및 관련 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하며, TÜV 라인란드의 국제 승인, 제품 

인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적합성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COC 

 · 알제리: COC

 · 보츠와나: COC

 · 이집트: COI

 · 이라크: COC, COI                                   

TÜV 라인란드의 검사 서비스

 · 쿠웨이트: TER, TIR

 · 리비아: COI  

 · 우간다: COC

 · 에티오피아: COC

 · Commercial Inspection

TÜV 라인란드는 독립된 제 3 자인증기관으로서 각 국가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며, 수입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및 적합성 

판정 (PVoC)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COI (Certificate of Inspection), TIR (Technical Inspection Report)

PVoC 신청

Document Review 최종 선적 서류 제출

선적전 검사 CoC 발급

2. 도착지 검사 대상 품목 (도착 후 CoC 발행): 도착지 검사는 수입자 쪽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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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the QR code to view the full list of 
the regulated products HS Code subject to 
Destination Insp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