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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재무성 세관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적정하고 공평한 

관세 등 징수’, ‘무역 원활화 추진’이라는 3 대 사명 아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과 동시에 엄격한 밀수 단속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금 밀수입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고액의 수입소비세 

탈세가 발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을 둘러싼 강도 사건 등이 발생하여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3 대 사명을 달성하고자 날마다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세관으로서는 이러한 사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금 밀수에 관련한 세관 최전선에서 법 집행을 

적극적이고 엄격히 추진하고자 <‘STOP 금괴 밀수’ 긴급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책 1 ‘검사강화’, 대책 2 ‘처벌강화’, 대책 3 ‘충실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마련이며, 그 밖에도 홍보 충실과 체제 강화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들 시책을 통해 금괴 밀수에 대해 긴급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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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서는 금 밀수의 심각한 현황을 재차 인식하시어 세관 검사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하시는 것과 동시에, 밀수 정보 제공 

등 세관 행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11 월 7 일 

  재무성 관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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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현황 분석과 대책의 필요성 

1-1 세관을 둘러싼 현황 

 일본 세관은 사회와 경제의 글로벌화나 공급 사슬 국제화 및 고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사명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적정하고 

공평한 관세 등 징수’, ‘무역원활화 추진’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유입되는 여행객, 화물, 우편물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방일 외국인 여행자는 2016 년에 약 2,404 만 명에 달하는 등 최근 

수년간 대폭 증가했습니다. 크루즈선 기항 횟수도 2016 년에는 2,017 회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도 앞으로 방일 외국인을 2020 년까지 4,000 만 명, 2030 년에는 

6,000 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시리아, 튀니지, 방글라데시 등에서 일본인들이 테러의 희생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ISIL(이슬람 국가) 등이 일본을 테러의 

표적으로 지명하는 등 테러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본에서는 2019 년에 G20, TICAD(일본의 아프리카 개발회의), 럭비 

월드컵, 2020 년에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등 각국 요인을 비롯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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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일본에 모이는 여러 행사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테러 대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성제 등 불법약물의 밀수 적발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금지도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긴급 종합 대책 대상인 

금지금(金地金)  밀수 적발도 급증하고 있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밀수에 대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과 동시에 엄격한 밀수 단속 실시는 

세관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본문 중에서는 ‘금’을 ‘금지금’으로 표기하며, 금괴와 함께 일부 가공된 금 

제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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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긴급 종합 대책 배경 

<금 밀수의 구조> (그림 3 참조) 

금 밀수는 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금을 국내의 

금 매입업자(금 매입소)에게 매각하여 소비세액 상당금액을 이익으로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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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본체 가격 500 만 엔/kg 의 금 5kg(2,500 만 엔)을 수입하는 경우, 

본래라면 수입 시에 세관에 200 만 엔(2,500 만 엔×8%)의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밀수를 꾀하는 자는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금을 국내로 

반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밀수한 금을 시중금 매입업자가 소비세(200 만 엔) 

포함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서 밀수를 꾀한 자는 소비세 상당 금액을 

이익으로 취하게 됩니다. 

금을 밀수하여 얻은 이익은 국외로 반출되어 새로운 금 구입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 밀수는 대부분은조직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금 매입업자가 매입한 금은 이후에는 정규 유통 경로를 통해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양은 수출되어 국제 금 시장으로 환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금밀수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밀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범죄 조직 자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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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금 밀수 구조(예) 

 

 

 

<금밀수 적발 상황 등> 

최근에 세관에서는 금 밀수 사건 적발이 빈발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 년에는 금 밀수 적발 건수가 811 건이며, 압수량은 약 2.8 톤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금밀수 적발은 증가 일로이며, 2017 년 1 월부터 

9 월까지금밀수 적발 건수는 976 건, 압수량은 약 4.5 톤이며, 2016 년 1 년간 

적발 건수나 압수량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국제 금시장 

 

애각 

5kg 2,700 안 엔 

(소비세 200 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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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관에서는 밀수를 적발한 후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세관장이 통고 

처분이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2016 사무년도 2 에 전국세관이 

처분한 관세 등 탈세 사건 561 건 중 467 건은 금 밀수 사건이었습니다. 

467 건이라는 처분 건수는 전년도 대비 1.6 배로 탈세액은 총액 약 

8.7 억엔(전년도 대비 1.4 배)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림 4) 금 밀수 사건 처분 건수와 탈세액 추이(2012~2016 사무년도) 

 

  

 

                                            

2 세관 사무년도란 7 월부터 이듬해 6 월 말까지의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2016 사무년도는 2016 년 7 월부터 2017 년 6 월까지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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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배경과 상황> 

 이처럼 금 밀수 적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금 밀수는 상당수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요인으로서는, 원래 금이 작고 은닉하기 쉬운 

고가 물품이라는 점 3 , 밀수를 꾀하는 자가 밀수에 대한 벌칙을 가벼이 

여기는 점, 국내에 있는 금 매입업자에서의 환금이 비교적 쉽다는 점, 금 

국제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예견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최근 들어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은닉 수법을 보면, 적발 대부분은 신변에 금을 은닉하거나 휴대품에 

숨기거나 하는 등 단순한 은닉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항공기나 선박 내에 

은닉하거나 금을 장식품이나 부품으로 가공하여 은닉하거나 하는 등 더욱 

교묘한 수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수 형태별 적발 상황을 살펴보면, 예전부터 항공기 여행객에 

의한 금 밀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크루즈선 

여행객에 의한 밀수나 상업 화물에 의한 밀수가 증가하고 있고, 항공기나 

크루즈선 승무원이나 여행사 직원에 의한 밀수, 혹은 해상에서 거래하는 

수법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 금 가격은 1kg 당 약 500 만 엔으로 고가이지만, 크기는 10cm×5cm×1cm 

정도로 작아 쉽게 은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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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규모를 살펴보면 거액 밀수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던 중에 금 밀수가 개인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조직적 

및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지금이 조직적으로 밀수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된 금은 금 매입업자에게 흘러들어가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금괴 강탈 사건이나 금 거래와 관련된 현금 강탈 사건, 그리고 

현금 무허가 수출 사건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로 보는 금수출입> 

금이 어느 정도로 밀수되고 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역 

통계의 금수출입량4을 보면, 수출량은 2014년 114 톤, 2015 년 137 톤, 2016년 

197 톤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량은 2014 년 16 톤, 2015 년 9 톤, 

2016 년 5 톤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량과 수입량의 차이인 수출초과량은 

2014 년 98 톤, 2015 년 128 톤, 2016 년 192 톤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귀금속 유통 통계에 의하면 2016 년금 국내 생산량5은 96 톤, 국내 

소비량6은 58 톤입니다. 

                                            

4 수출입량은 관세정률법 별표 제 71.08 항에 나오는 금입니다. 

5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량은 생산자가 국내 광물, 해외 광물, 스크랩 등으로 

해당 사업자가 생산한 금 양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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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의 밀수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유추해 볼 때 금지금 밀수입의 세관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는 상당한 이익이 밀수를 꾀하는 범죄 조직 등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6 여기에서 말하는 소비량은 전기통신기 및 기계용 부품, 치과 및 의료용, 

보석 및 귀금속 제품용 등에 소비된 금 양을 가리킵니다. 



14 

 

(그림 5) 금거래 가격7 추이 

 

출처: 도쿄 상품거래소 ‘통계 월보’ 

 

1-3 대책 방침 

 이처럼 금 밀수는 대부분의 경우 조직적으로 행해지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밀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세관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 밀수와 관련된 검사강화나 처벌 

강화등 종합적인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7 도쿄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직근 한월 거래) 월 평균 약정 가격으로부터 

연 평균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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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시책은 제 2 장부터 설명하겠지만, 우선 첫째로 여행객이나 

화물을 보다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단속 방법을 총점검한 후  

최전선인 공항에서의 철저한 검사 실시입니다. 여행객이나 화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검사 기기를 도입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적발된 금 밀수 사건은 조직성이나 반복성에 근거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철저한 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악질적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함으로서 징역형이나 몰수 등을 

포함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상 금 밀수는 

벌금 상한액은 1,000 만 엔8이지만, 금 밀수는 보다 강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벌금 상한액 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금 밀수를 저지하기 위해 승객 예약 기록(PNR: Passenger Name 

Record) 등 세관이 입수한 정보 분석력 강화와 동시에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충실한 홍보에 더해 이들 대책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8 소비세법상 탈세액이 1,000 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탈세한 소비세액을 상한으로 한 벌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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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금 밀수 박멸을 목표로 이들 대책을 조속히 착수하고자 합니다. 

 

제 2 장 대책 1: 검사 강화 

2-1 여행객의 검사강화 

세관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금 밀수 위험이 높은 

여행객을 사전에 선정하는 것과 동시에, 여행객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하물을 검사합니다. 하지만 여행객의 금 밀수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밀수 우려가 있는 여행객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항공기나 크루즈선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여행객과 승무원 등이 ‘운반책’으로서 금 밀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대담한 방법으로 엄격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여행객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모든 여행객에 대해 금 소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사를 강화하며, 신고하지 않은 

금지금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히 대처합니다. 

검사 강화의 예로서는 문형금속탐지기나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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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장치등 검사 기기 설치, 신변 검사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2 문형금속탐지기의 신규 도입 

세관에서는 입국  세관 검사에서 이미 휴대형 금속탐지기를 활용하여 

여행객을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여행객 검사나 효율적인 신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세관 검사장 내에 

문형금속탐지기를 새롭게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시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전국 설치를 목표로 하되 우선 입국 여행객 수가 

많은 공항 등에 중점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흐름을 멈추지 않고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지금까지보다  엄격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2-3 X-RAY 검사 장치 설치 확충 

세관에서는 여행용 캐리어 등을 가공하여 은닉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도 X-RAY 검사 장치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 밀수를 엄격히 검사하려면 전체적인 X-RAY 검사가 가능한 X-RAY 검사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X-RAY 검사 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늘려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림 6 문형 금속탐지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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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금 반출(Cash courier) 대책 

금을 매각하여 획득한 현금을 밀수출한 후 그 현금을 밑천으로 또 다른 

금 밀수입을 반복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지금까지도 고액 현금 등 휴대 수출입(Cash courier) 대책에 힘써 왔지만, 

앞으로도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출국 단속 체제를 강화하고 

고액 현금 등을 휴대품에 은닉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엄격히 단속합니다. 이러한 고액 현금 등에 관한 수출 단속 강화를 통해 금 

밀수입 대책효과를 높입니다. 

 

2-5 상업 화물 및 국제 우편물 등 검사 강화 

금 밀수는 현재 항공기 여행객이 신변에 은닉하거나 또한 휴대품에 

숨기거나 하는 은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업 화물에 은닉하는 

사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업 화물(항공 화물이나 해상 화물) 

이외에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항공 화물은 국제 특송 화물이나 국제 택배 등으로 불리는, 발송인의 

집에서 수취인의 집까지 배달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를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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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화물(이른바 SP(Small Package) 화물)수출입이 증가 경향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변화에 대응하면서 과거에 적발된 사례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동시에 수송 형태차이에 관계없이 

화물 중량확인이나 X-RAY 검사 장치 등을 활용한 엄중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서 금 밀수 방지에 힘쓸 계획입니다. 

 

2-6 개인용 제트기를 포함한 항공기 기내 검사 강화 

금 등을 항공기 내에 은닉한 밀수입 적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 회사와 협력하면서 항공기 내 검사를 강화하며 기내 은닉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곳을 파악한 후 검사 기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엄격한 기내 

검사를 실시합니다. 

 

2-7 감시정을 활용하여 해상 거래 등에 대응 

각성제 등의 해상 거래나 낙도에서의 밀수 단속에 종사하는 세관 

감시정을 금지금 해상 거래 등의 감시 활동에도 투입, 해상보안청 등과 

연계하면서 해상이나 낙도에서의 단속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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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책 2: 처벌 강화 

3-1 엄정한 통고 처분 실시 

세관이 적발한 금 밀수에 대해서는 범칙 혐의자 등에게 출두를 요구하여 

그들에게 질문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수색 및 

압수 등을 실시하거나 하는 등 필요한 범칙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를 

마치면 세관장은 행정상 제재로서 통고 처분(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에 

납부해야 함을 통고)을 내리는데, 사범 정황이 징역형에 해당 될 때는 

검찰관에게 형사 소추를 요구하기 위해 고발합니다. 

 통고 처분인 경우에도 금 밀수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며 억제 효과를 더욱 높이는 관점에서, ‘운반책’처분에만 그치지 않고 

철저한 범칙 조사를 통해 배후에 있는 관련자를 포함한 전모를 해명하여 

엄정한 통고 처분을 내립니다. 

 

3-2 고발건수 확대 

금 밀수를 근절하려면 철저한 범칙 조사를 통해 사안의 전모를 밝혀 형사 

재판으로 엄정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관에게 고발을 목표로 각지방 경찰, 검찰청, 해상보안청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관계 기관과 연계한 범칙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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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등 자유형도 

선고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더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신병 

구속을 포함한 철저한 공동 조사 및 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발건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 밀수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로부터, 밀수를 꾀하는 자의 활동 

범위가 광역화되며 밀수한 금 회수담당, 매각담당, 매각 후 현금 국외 

반출담당 등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광역화 및 분업화에 대응하고자, 세관을 거쳐간 금 밀수 

사범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부문(가칭: 특별조사팀)을 도쿄 세관, 오사카 

세관 및 모지 세관에 편성할 것입니다. 

 

3-3 밀수된 금지금 몰수 

금 밀수는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되며, 밀수한 금 자체도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 조성물로서 몰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발 항공기를 이용한 

복수의 여행객이 65kg 의 금지금을 밀수한 사안을 비롯하여, 홍콩발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객이 1kg 의 금지금을 밀수한 사안에서도 징역형의 

부가형벌로 금지금 자체가 몰수되는 등 밀수량에 관계없이 몰수 처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관은 보다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금 밀수를 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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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제기함으로서 형사 재판에 의해 금 자체의 몰수가 적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4 벌칙 강화 

금 밀수에 대해서는 소비세법 위반(소비세 탈세), 지방세법 

위반(지방소비세 탈세), 관세법 위반(무허가 수출입죄) 세 가지 범죄가 

성립됩니다. 현행 법정형은 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10 년 

이하의 징역 및 1,000 만 엔 이하의 벌금(탈세액이 1,000 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탈세액까지),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 및 500 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 밀수자에게 더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며 금밀수에 대한 억제 

효과를 한층 높이는 관점에서 벌칙 강화를 위한 검토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 4 장 대책 3: 충실한 정보 수집 및 분석 

4-1 정보 수집 및 연계 강화 

밀수 경로가 광범위에 걸쳐 있는 만큼 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정보 

수집이나 국내외 관계 단속 기관(해외 각국 세관 당국, 국세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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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청, 입국관리국)과의 정보 교환을 한층 촉진하여 금 밀수적발을 

늘리고 조직적인 밀수를 파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 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정보 수집 

재무성 세관에서는 예전부터 관계자나 국민 여러분이 제공하는 밀수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세관 밀수 정보 창구 ‘밀수 다이얼’(0120-461-961)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 밀수 적발에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도 관계자 등이 

제공하는 정보 수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금 밀수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세관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자의 

비밀은 철저히 지켜지며 제공받은 정보는 세관이 밀수 방지에 활용합니다. 

 

◇ 해외 각국 세관 당국 

재무성 관세국에서는 해외 각국세관 당국과 정보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세관 당국 간의 국제적인 협력 체제인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체결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금 밀수 방지를 목표로, 앞으로도 

세관상호지원협정 등을 활용하여 해외 각국 세관 당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나가며, 관련된 국제 회의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해외 각국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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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정보 입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 

재무성 관세국 세관은 금에 관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국세청과 상호 협력하면서 과세상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교환합니다. 

 

◇ 경찰 및 해상보안청 

금지금 밀수 사범을 더 많이 적발하고 조직적인 밀수를 파헤치려면 

금지금의 밀수를 둘러싼 정세나 밀수를 꾀하는 자에 관한 정보 교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여 금지금 밀수 사범을 둘러싼 정세 등을 공유함과 동시에 개별 

사범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정보 수집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입국관리국 

재무성 관세국 세관은 금 밀수 사범을 최전선에서 확실히 저지하기 위해 

입국관리국과 정보를 교환하며, 최전선에서 실시하는 입국 여행객의 심사 및 

검사에 대해 계속해서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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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보 분석력 강화 

일본의 세관 공항만으로 입항하는 외국 무역기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입항 수속의 일환으로서 세관에 승객 예약 기록(PNR)과 사전 여행객 

정보(API: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를 보고해야 됩니다. 세관에서는 

이들 사전 정보를 활용하여 입국하는 항공 여행객에 대해 금 밀수 관점에서 

적절한 분석과 사전 선정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한편, 선박 여행객에 대해서도 향후 집중적으로 사전 선정을 실시하고 선정 

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서 분석력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나 단속을 통해 얻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조직적인 밀수를 색출하고 금 밀수 적발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4-3 국내 유통의 컴플라이언스 확보 

금 밀수에 의한 소비세 탈세를 근절하고 밀수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국내 금괴 강탈 사건이나 현금 강탈 사건을 방지하려면, 세관에 의한 

최전선에서의 단속 이외에도 밀수된 금이 국내에서 쉽게 매각되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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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 유통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9에 근거하여 매입 

시 본인 확인, 거래 기록 보존, 관계기관에 의심거래의 신고 등 특정 

사업자로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밀수된 

금 환금에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금 매입 시에는 한층 

엄격하게 그 출처를 확인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10  확보를 위해 자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바랍니다. 

또한 금 밀수입 방지에 대처하려면 밀수입된 금의 국내 유통 경로를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은 밀수 실태 파악을 위해 수출입 신고를 기점으로 한 금유통에 

주목하여, 상사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금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경제산업성11과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9 범죄에 의한 수익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2007 년 법률 제 22 호) 

10 관세법에서 밀수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일 등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11 현재 금 국내 유통에 관해서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이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근거한 감독 행정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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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타 

5-1 홍보 충실 

금전 등을 목적으로 한 금 밀수 ‘운반책’으로서 국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일본에 주소가 없는 해외 거주자를 포함한 다양한 여행객이 가담하는 

사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밀수는 범죄이고 엄격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언어로 환기시키는 등 충실한 홍보를 통해 국내 

거주자든 해외 거주자든 일반인이 ‘운반책’이 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5-2 체제 강화 

제 2 장 이후에서 설명한 금밀수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세관 체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밀수에 대한 

최전선에서의 단속 강화나 처벌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체제를 정비 

및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각 세관에 금밀수 단속 대책 그룹을 설치하여 각종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며, 또한 재무성 관세국 내에 금 밀수 대책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태스크 포스를 신설하여 각 세관에 지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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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제 3 장 3-2 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광역화 및 분업화되는 

밀수전모를 해명하고자, 세관을 거쳐간 금 밀수 사범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부서(가칭: 특별조사팀)를 새롭게 편성합니다. 

 아울러 2018 년도에는 공항 등에서 여행객을 검사하는 직원, 화물 심사와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 범칙 사건을 조사하는 직원 등 증원, 그리고 

예산에서는 문형금속탐지기나 X-RAY 검사 장치 등 검사 기기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요청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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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금괴 밀수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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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단 조직원들이 관여한 대규모 조직 범행 

 

2015 년 12 월 마카오에서 출발하여 나하 공항에 입국한 개인용 제트기 

화물실 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여행용 캐리어 4 개에 은닉된 금지금 약 

112kg 을 발견 및 적발한 사례. 조사 후, 소비세 약 3,800 만 엔을 

회피하려던 폭력단 관계자를 포함한 일본인 남성 7 명을 관세법 등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사안은 여러 명의 폭력단 관계자와 개인용 제트기 운항 회사가 

공모하여 벌인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행이었다. 

그 수법은 외국에서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한 개인용 제트기 화물실에 

여행용 캐리어 4 개에 은닉된 금지금을 적재한 채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같은 항공기를 국내선 항공기로서 다른 공항으로 출발시키는 형태로 

밀수입한 후 도착 공항에서 짐을 내려 공항 밖으로 반출하려던 것이었다. 

판결에서 주범자인 폭력단 간부 A 는 징역 2 년 6 월과 벌금 500 만 엔의 

실형, 그 밖의 공범자도 징역형 및 벌금형, 그리고 이들이 밀수입하려던 

금지금의 몰수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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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밀수 조직은 동일한 수법으로 민간 항공기 여행객 수하물을 통해 

총 40 회 이상에 걸쳐 금지금을 밀수입, 적어도 약 3,000kg(약 140 억 엔 

상당)의 금지금을 국내에서 매각했다고 밝혀졌다.  

 

 

 

 

 

 

 

 

 

【판결】 
주범자 폭력단 간부 A: 징역 2 년 6 월, 벌금 500 만 엔, 금지금 112 점 몰수 (항소) 
운반역 폭력단 조직원 B: 징역 2 년(집행유예 4 년) [확정] 
운반역 폭력단 주변인 C: 징역 1 년 6 월 (항소) 
개인용 제트기 운항 회사 대표이사 D: 징역 1 년 6 월, 벌금 200 만 엔 (항소) 
동사 종업원 E: 징역 1 년 6 월(집행유예 3 년) [확정] 
개인용 제트기 기장 F: 징역 1 년, 벌금 100 만 엔(집행유예 3 년) [확정] 
동기 부기장 G: 징역 8 월(집행유예 3 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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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거래에 의한 대규모 조직 범행  

 

 2017 년 5 월 해상 거래 후, 사가현 내 어항에 양륙된 어선에서 금지금 약 

206kg 을 발견 및 적발한 사례. 조사 후, 소비세 약 7,400 만 엔을 

회피하려던 일본인 남성 7 명과 중국인 남성 3 명을 관세법 등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사안은 국내외 관계자가 공모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수행된 대규모 

조직 범행이었다. 

그 수법은 동중국해(동지나해)의 공해상에서 A 를 비롯한 4 명이 금지금 약 

206kg을 국적 등 미상 선박에서 A가 소유한 어선으로 환적하고, 사가 현 내 

어항에서 국내 운반용 차량을 준비하여 기다리던 3 명(F~H)과 함께 이를 

양륙하여 밀수입하려던 것이었다. 

 그 후 관계 기관과 연계한 철저한 범칙 조사를 통해 실행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주범자인 I 와 J 도 검거, 총 10 명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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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환적 

이키섬 

승선 

A 소유 어선 

A~E 

양륙 

A~E 

동중국해 공해상 

F~H 

사가현 내 어항 

접

촉  

국적 등 미상 선박 

http://www.google.co.jp/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oxMKO6urWAhWJTbwKHfkNDFcQjRwIBw&url=http://www.publicdomainpictures.net/view-image.php?image%3D79569%26picture%3Dmotorboat-silhouette&psig=AOvVaw0fPTctxCXGjuShsBJ_K8y4&ust=1507888887607360
https://www.google.co.jp/imgres?imgurl=https://free-icon.org/highresolution/057-free-vehicle.png&imgrefurl=https://free-icon.org/06-illustration/057-download-image.html&docid=Uk8o3eam_KZhkM&tbnid=MckV96F8Q_HHsM:&vet=10ahUKEwji3qXA6urWAhWIUrwKHZoqAzcQMwiJAShaMFo..i&w=640&h=640&hl=ja&bih=537&biw=837&q=%E8%88%B9%E3%80%80%E3%83%95%E3%83%AA%E3%83%BC%E7%B4%A0%E6%9D%90&ved=0ahUKEwji3qXA6urWAhWIUrwKHZoqAzcQMwiJAShaMFo&iact=mrc&uact=8
https://www.google.co.jp/imgres?imgurl=https://free-icon.org/highresolution/057-free-vehicle.png&imgrefurl=https://free-icon.org/06-illustration/057-download-image.html&docid=Uk8o3eam_KZhkM&tbnid=MckV96F8Q_HHsM:&vet=10ahUKEwji3qXA6urWAhWIUrwKHZoqAzcQMwiJAShaMFo..i&w=640&h=640&hl=ja&bih=537&biw=837&q=%E8%88%B9%E3%80%80%E3%83%95%E3%83%AA%E3%83%BC%E7%B4%A0%E6%9D%90&ved=0ahUKEwji3qXA6urWAhWIUrwKHZoqAzcQMwiJAShaMFo&iact=mrc&uact=8
https://www.google.co.jp/imgres?imgurl=https://free-icon.org/highresolution/057-free-vehicle.png&imgrefurl=https://free-icon.org/06-illustration/057-download-image.html&docid=Uk8o3eam_KZhkM&tbnid=MckV96F8Q_HHsM:&vet=10ahUKEwji3qXA6urWAhWIUrwKHZoqAzcQMwiJAShaMFo..i&w=640&h=640&hl=ja&bih=537&biw=837&q=%E8%88%B9%E3%80%80%E3%83%95%E3%83%AA%E3%83%BC%E7%B4%A0%E6%9D%90&ved=0ahUKEwji3qXA6urWAhWIUrwKHZoqAzcQMwiJAShaMFo&iact=mrc&uac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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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에 의한 안이한 용돈벌이 범행 

 

 2016 년 12 월 한국에서 출발하여 주부 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여성 

1 명, 한국인 여성 4 명에 대한 입국  세관 검사에서 이들 중 3 명의 속옷 

안에 은닉된 금지금 약 30kg 을 발견 및 적발한 사례. 조사 후,  소비세 약 

1,000 만 엔을 회피하려던 이 여성들을 관세법 등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사안은 아는 사이였던 일본 거주 여성 그룹이 벌인 용돈벌이 감각의 

안이한 범행이었다. 

그 수법은 A 가 한국에 거주하는 관련자 X 와 범행에 관한 연락 조정을 

취하면서 용돈벌이 명목으로 아는 사이였던 다른 4 명을 운반책으로 모집, 

한국으로 도항하고, 각자 현지에서 X 로부터 수령한 금지금을 공작된 속옷 

안쪽에 은닉한 후 이를 몸에 착용하여 밀수입하려던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수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밀수입을 반복하여 보수를 챙기곤 

했다’는 진술했고, 이를 통해 상습적인 범행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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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한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행  

 

 2015 년 9 월 한국에서 출발하여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남녀 

4 쌍 8 명의 입국  세관 검사에서 면세 봉투에 넣은 김치 용기 내 등에 

은닉된 금괴 약 33kg 를 발견 및 적발한 사례. 조사 후,  소비세 약 1,200 만 

엔을 회피하려던 이들 및 일본인 남녀 10 명, 총 18 명과 법인 회사 1 곳을 

관세법 등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사안은 밀수 그룹 안팎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여 치밀한 역할 분담 

하에서 벌인 조직적인 범행이었다. 

 그 수법은 주범자인 A 가 밀수 경로나 밀수 방법 등의 지시담당이 되고, 

금지금의 매수자금 조달담당, 매수담당, ‘운반책’ 조달담당, 밀수 후 회수담당, 

매수처 및 매각처 알선담당, 매각담당 등 밀수 그룹 안팎에서의 역할을 

상세히 분담한 후 ‘공짜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보수도 

나온다’는 SNS 나 친구 입소문을 듣고 참가한 일본인 남녀 8 명에게 

밀수입을 실행시키려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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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귀금속 매입업자의 매각 실적에서 이 그룹은 과거에 적어도 약 25 억 

엔 상당 금괴을 매각했다는 사실이 판명되면서 밀수입된 금괴 매각에 의해 

약 2 억 엔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명확히 드러났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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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현금 부정 수출과의 관련도 의심되는 범행  

 

 2017 년 4 월 후쿠오카 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려던 한국인 남성 4 명이 

휴대용 가방 안에 은닉한 고액 현금을 세관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하려던 정황이 적발되었다. 조사 후, 1 주일 전에 같은 공항에서 적발된 

금지금 약 6kg 의 밀수입 사건에도 이들이 관여되었다고 판명되어, 양쪽 

사실에 대해 관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고 금지금의 밀수 실행범인 한국인 

남성 1 명을 함께 고발한 사례. 

 

 이 범칙자들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부정하게 

수출하려던 고액 현금 출처에 관해서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고 금괴 

밀수입에 대한 관여도 부인하고 있어 두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출입국 상황, 이메일, 귀금속 매입업자에게 매각한 실적 등 

증거 관계로 이들이 금지금의 밀수입, 밀수 후 금지금의 매각, 매각 후 현금 

국외 반출과 같은 일련의 행위를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벌여 

왔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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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허가 
소비세 탈세 

무허가 

지시 및 감시 

홍콩 한국 

일본 

https://www.google.co.jp/imgres?img
https://www.google.co.jp/imgres?imgurl=https://pictogram-illustration.com/material/157-pictogram-illustration.jpg&imgrefurl=https://pictogram-illustration.com/02-interest-hobby/157-interest-image.html&docid=p8SvI-WtPefRrM&tbnid=cDb0z5iiClYXDM:&vet=1&w=640&h=480&hl=ja&bih=537&biw=837&ved=0ahUKEwjS0tbsnOvWAhWDv7wKHWRICeY4yAEQMwggKB4wHg&iact=c&ictx=1
https://www.google.co.jp/imgres?imgurl=https://pictogram-illustration.com/material/157-pictogram-illustration.jpg&imgrefurl=https://pictogram-illustration.com/02-interest-hobby/157-interest-image.html&docid=p8SvI-WtPefRrM&tbnid=cDb0z5iiClYXDM:&vet=1&w=640&h=480&hl=ja&bih=537&biw=837&ved=0ahUKEwjS0tbsnOvWAhWDv7wKHWRICeY4yAEQMwggKB4wHg&iact=c&ict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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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 정신이 결여된 공무원의 경솔한 범행  

 

 2017 년 3 월 한국에서 출발하여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남성의 

입국  세관 검사에서 양쪽 발바닥과 사타구니에 테이프로 감아 은닉한 

금지금 약 3kg 을 발견 및 적발한 사례. 조사 후, 소비세 약 100 만 엔을 

회피하려던 이 남성을 관세법 등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범칙자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으로, 보수 욕심에 

안이하게 ‘운반책’을 떠맡은 준법 정신이 결여된 경솔한 범행이었다. 

 

 

 

 

 

 

 

【판결】 

징역 1 년(집행유예 3 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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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 의식이 보이지 않는 누범자에 의한 악질적인 범행  

 

 2015 년 1 월 홍콩을 출발하여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남성의 

입국  세관 검사에서 휴대용 가방 내에 은닉한 금지금 약 1kg 을 발견 및 

적발한 사례. 조사 후, 소비세 약 40 만 엔을 회피하려던 이 남성을 관세법 

등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사안의 범칙자는 종류가 다른 범죄로 인한 여러 전과가 있는 자로, 본 

건은 수입신고 절차가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형무소 출소 후 약 3 년만에   

벌인 규범 의식이 보이지 않는 악질적인 범행이었으므로, 징역 8 월의 

실형에 더해 이 남성이 밀수입하려던 금지금의 몰수가 선고되었다. 

 

【판결】 

징역 8 월, 금지금 1 개 몰수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