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Update on Sea Cargo Manifest & Transhipment Regulation for India
고객 제위,
좀 더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간접세 및 세관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서는 인도에서 입출항 및 지나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해상운송 세관 신고 규정을 몇 가지
변경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는 일자는 선적 서류 제출 기준으로 2020 년 2 월 16 일이 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세관의 공지 No.14/2020 에 따르면, 해당 규정의 강제 시행일이 2020 년 8 월 1 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45 일의 유예기간을 2020 년 5 월 15 일부터 2020 년 8 월 1 일까지를 통해서 모든 당사자가
자체적인 시스템 및 절차의 변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머스크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적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첨부된 내역은 세관에서 나온 시행일자 변경에 대한 공식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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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드리겠으며, 당 건에 대한 문의나 기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머스크 고객서비스팀 이메일 KR.Export@maersk.com 또는 전화 02-2054-4000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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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on Sea Cargo Manifest & Transhipment Regulation for India
Dear Customer,
As a step forward towards increasing ease of business, the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has made some changes in the regulation for filing Sea Cargo Manifest for all
cargo arriving on the vessel calling India and departing on a vessel from India.
The go-live date for this implementation was 16th February 2020; however as per the
recent Customs Notification No.14/2020 it shall come into force with effect from 1st August
2020.
Also, please note that Customs have proposed a transition period of 45 days from 15th
May till 1st August 2020 to enable all stakeholders to make necessary changes in their
systems/processes.
Kindly refer the below circular received from customs communicating the change
in implement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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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hank you for your support. We will keep you informed of any further development.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or require any assistance regarding this new regul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your local Maersk representative.
Your Customer Service Team
Maer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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