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른쪽 QR코드로 앱을 다운로드 
또는 WEB페이지에 접속한 후, 안
내에 따라 입력하면 「휴대품・별송
품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QR가 작성됩니다.

※ 얼굴 인증을 위해 촬영된 사진은 게이트 통과 후 바로 삭제됩니다.

※ 세관 직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이나 별송품의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 직원이 있는 검사대로 안내됩니다.

필요한 것은 전자여권와 QR
일본 공항의 세관검사장에 설치된 전자신고 
단말기에 전자여권와 작 성 한  QR를스캔
하면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제출
이 완료됩니다. 이 때 게이트 통과 시에 필
요한 얼굴 인증용 사진을 촬영합니다.

게이트는 얼굴 인증으로 통과
전자신고 단말기에서 수속이 끝나면, 그대로 
게이트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공항 내 세관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세관 이미지 캐릭터 'Custom-kun'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신고

세관검사장에서! 게이트를 신속하게 통과

일본 7개 공항에서전자
신고 게이트를 운용.

나리타 국제 공항、하네다 공항、간사이 국제 공항、
중부 국제 공항、후쿠오카 공항、신치토세 공항、나하 공항

일본 7개 공항에서전자
신고 게이트를 운용.

나리타 국제 공항、하네다 공항、간사이 국제 공항、
중부 국제 공항、후쿠오카 공항、신치토세 공항、나하 공항



전자신고 게이트에는 국제관광여객세의 세금수입 중 일부가 충당됩니다.

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 jp/

전자신고 단말기에서 신고 수속 시, 게이트 통과 시에

얼굴 인증을 위한 촬영을 하오니, 얼굴을 가리는 것은 

벗어 주십시오. 

전자신고 단말기 조작 중에 단말기의 

카메라로 얼굴 촬영을 합니다.

수하물 수취 전 대기 시간을 

이용하여 수속하실 것을 권장!

한 분씩 수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100cm 미만의 어린이에 한함.

어린 아이*는 가족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이트에서 얼굴 인증이 되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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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와 함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휠체어를
타신 채 통과할 수 있습니다.

OK!!OK!!

얼굴 촬영 시의주의사항

전자신고 게이트 이용 방법　～세관신고 앱의 경우～

세관신고 앱을 미리 다운로드해 
놓으면 원활한 수속이 가능합니다.

앱의 안내에 따라 필요 사항을
차례로 등록하면 QR이 생성됩
니다.

QR과 전자여권을 준비하고 공
항의 세관검사장에 설치된 전
자신고 단말기로 갑니다.

전자신고 단말기에 QR과 전자여
권의 얼굴 사진면을 인식시키만  
하면 됩니다.

짐을 찾았으면 전자신고 게이트로 
이동합니다.

Google Play및 Google Play로고는 GoogleLLC의상표입니다.
Apple, Apple의 로고, iphone、iPad는 미국 또는기타 국가, 지역에 있어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pp Store는 Apple Inc.의 서비스마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