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에 관한 법」

□ 개 요

모로코는 인광석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이며 이 밖에도 철, 납, 아연,

구리 등 다양한 광물을 생산한다(KOTRA 홈페이지 참조). 이 법은

제1-15-76호 왕령에 의해 2015년 7월 1일에 제정된 법률 제33-

13호로, 모로코에 산재한 광산에 대한 개발허가 및 탐사권, 광산사업

권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법은 광산폐기물의 재활용을 위

한 광미 및 광재 더미의 개발허가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행위에 따른 처벌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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