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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

이 경우의 납부액은

합계 …………………

외국에 살고 있는(외국 거주자) 성인 1명이, ●위스키(760ml) 3병 ●브랜디(700ml) 1병 ●궐련 600개비 ●향수 1온스
●의류 1벌 5만 엔 ●손목시계 1개 15만 엔 ●핸드백 1개 8만 엔 ●반지 1개 12만 엔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예

면세 범위를 초과한 주류 1병이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액이 적은 브랜디가 과세됩니다.
■ 세액 계산 예
800엔/l(세액)×0.7l(용량)=560엔
※ 세액 별 계산 금액에서 100엔 미만은 생략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500엔입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궐련 
400개비가 과세됩니다.
■ 세액 계산 예
15엔/개비(세액)×400개비(수량)=6,000엔

※2021 년 9 월 30 일까지,  담배세·담배 특별세  … 
  2,800 엔, 합계 … 16,700엔

향수는 면세 범위내입니다.

■ 세액 계산 예
50,000엔(해외 시가)×0.6=30,000엔
30,000엔(과세 가격)×15%(세율)
                               =4,500엔(관세)

손목시계는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10%가 
과세됩니다.
(참고)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율은 10%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가격

소비세

지방
소비세

(해외 시가)             (과세 가격)
150,000엔×0.6=90,000엔

   (과세 가격)    (세율)       (소비세)
90,000엔×7.8%=7,000엔

  (소비세액)     (세율)     (지방소비세)
7,000엔×22/78=1,900엔

다른 물품과 비교해서 세액이 높은 경우,
우선적으로 면세됩니다.
(아래의 예는 핸드백과 반지입니다)

(참고) 과세할 경우의 관세(관세율 15%)
■ 세액 계산 예(핸드백)
80,000엔(해외 시가)×0.6=48,000엔(과세 가격)
48,000엔(과세 가격)×15%(세율)
                                                   =7,200엔(관세)
■ 세액 계산 예(반지)
120,000엔(해외 시가)×0.6=72,000엔(과세 가격)
72,000엔(과세 가격)×15%(세율)
                                                 =10,800엔(관세)

주세액 500엔

담배세 · 담배 특별세액 6,000엔
※2021 년 9 월 30 일까지,14엔/개비(세액)×
　200개비(수량)=2,800엔

8,900엔

19,900엔신고서를 제출하신 분이 직필로 서명해 주십시오.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지참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A면의 질문 사항은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관세 ………………………………… 4,500엔

담배세·담배 특별세 ……………… 6,000엔

주세 …………………………………… 500엔

※

병 ＊세관 기입란

개비

갑

개비

그램

온스

담      배

궐 련 600

가 격

50,000

150,000

120,000

(Ｂ면)

엽궐련

기 타

주          류 4

핸드백

전 자

의류

손목시계

향          수 1

기타 품명 수 량

입국시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을 다음 표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면１및 에서 모두 「없음」을
선택한 분은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기타품명」란에는 신고하는 입국자 본인 동반 가족 포함

의 개인적 사용 물품에 한하여 １품목당 해외 시가 합계

액이 １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송품도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２．일일본본으으로로 반반입입이이 제제한한되되어어 있있는는 대대표표적적인인 물물품품

 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아편 필로폰,ＭＤＭＡ,지정 약물 등
 ② 권총 등의 총포 총포탄 권총부품
 ③ 폭발물 화약류 화학 병기의 원재료 탄저균 등의 병원체 등
 ④ 지폐 화폐 유가증권 신용카드 등의 위조품
 ⑤ 음란잡지 음란ＤＶＤ, 아동포르노 등
 ⑥ 가짜명품 해적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① 엽총 공기총 및 도검류
 ② 워싱턴 조약에 따라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제품（악어 · 뱀 · 땅거북 · 상아 · 사향 · 선인장 등）
 ③ 사전에 검역 확인이 필요한 살아있는 동식물 육가공품
   （소시지 햄 ·말린 쇠고기를 포함）, 채소 과일 쌀 등
  ＊ 동식물검역카운터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１．일일본본으으로로 반반입입이이 금금지지되되어어 있있는는 대대표표적적인인 물물품품

＊세관 기입란

　　　　　　　　　　　　　　　　　　　　　　　　　　　　　엔

1

1

1

1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기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으로 입국

귀국 하는 모든 분들은 법률에 따라 이 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

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관검사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주류 ３ 병 (１ 병당 약 ７６０ml)
 ・궐련 개비 외국제・일본제의 구별없음
　 (2021 년 월 일까지 개비
   ＊ 단 세 미만인 경우 주류와 담배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해외 시가의 합계액이 ２０만 엔을 넘지 않는 물품

입국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에 한함
＊ 「해외 시가」는　해외에서　구입한　가격을　말합니다．
＊한개에  ２０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본인이 사용할 것 이외의 물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３．면면세세범범위위（（11인인당당,,  승승무무원원은은  제제외외함함））

80,000

반지

면세품의 구입 등

　면세로 구입 물품은 수출을 위해 구입한 
물건입니다. 
일본에서 면세품을 양도하거나 소비하지 
마십시오
　출국 시에 공항 또는 항구에서, 
세관에 여권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관에서 필요에 따라 면세 물품의 소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출국 시에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 세금을 지불해 야합니다.

　아래 물품은 법률에 따라 일본 국내로 반입을
제한합니다.

반입이 제한된 물품

반입이 금지된 물품

　아래 물품은 법률에 따라 일본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동식물 검역
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내복약: 기본적으로 2개월분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1개월분)
외용약: 품목당 24개 이내
화장품: 품목당 24개 이내
단,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이 있습니다.
엽총, 공기총, 도검(칼날의 길이 15cm 이상) 등은 
소지허가를 받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류, 대마, 아편 흡연구
(吸煙具), 메스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든 
의약품도 포함), 향정신성 의약품류 (의료 등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제외)
권총 등 총포 및 총포용 탄알과 권총 부분품
다이너마이트 등의 폭발물, 화약, 폭약 등
생물 테러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병원체 등
화학병기의 원재료가 되는 물질
통화 또는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이나 위조 
신용카드
공안 또는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도화, 조각물, 
기타 물품(음란 잡지, 음란 비디오테이프 등)
아동포르노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의 기입 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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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금지 또는 규제되는 물품

　다음 물품은 법으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품은 법으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식물(과일,야채,쌀 등을 포함)이나 동물(조류,
생고기,말린고기,햄 등을 포함)은 종류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총포 나 초고성능컴퓨터 등은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 수출이 규제되고 있으며 이런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에서 절차를 
행하여 세관에서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각성제,대마초,향정신약,마약,아편,MDMA등 불법약물
아동포르노
가짜브랜드,해적판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a

b

c

일본국세관

세관 양식 C 제 5360-C호

명 명 명

（ 개 ）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아래 및 뒷면의 사항을 기입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동시에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1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발 지탑승기편명（선박명）

20 세 이상 6 세 ～ 20 세 미만

년 월 일

    성 (Surname)                   이름 (Given Name)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1-1

전화 번호 (

　　세　관 　　　　　타　로　우

월

)

국 적 직   업

일

여 권 번 호

동 반 가 족

생 년 월 일 년

２.100만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１kg 초과하는 귀금속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음 없음

＊상기 항목에서 「있음」을 선택한 분은 입국시에

※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１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음 없음

＊「있음」을 선택한 분은 입국시에 가지고 온 물품을 면에
기입한 후 이 신고서를 ２장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후 개월이내에 수입할
물품에 한함
별송품 통관시 세관에서 확인을 받은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해외 또는 일본 출국시 및 입국시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운반하는 물품 등 일본으로 반입하려고 하는 휴대품・별송품에 대해
서는 법률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에 신
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여 반입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음 없음

＊「있음」을 선택한 분은 별도로「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할 때 휴대하지 않고 우편물등의 방법을 이용
하여 별도로 보낸 짐 이삿짐을 포함 등이 있습니까？

３ .별송품

6 세 미만

입 국 일 자

성 명
（ 영 문 ）

현 주 소

（일본국내

체류지）

이 신고서 기재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서  명 　　세 관　 타 로 우

① 마약 총포 폭발물 등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B면 참조）

②  

③ 금지금 또는 금제품
④ 면세 범위 （Ｂ면 참조）를 초과하는 구입품

⑤ 상용 물품 · 상품 견본 샘플

⑥ 타인이 맡긴 물품 여행 가방 등의 운반 도구와

육가공품 채소 과일 동식물 등 일본으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B면 참조）

산 물품 선물 기증품등

가지고 온 물품을 면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불분명하게 건네진 것을 포함

세  관
( 税關相談官（세관상담관）)

函館税關 (하코다태세관)

東京税關 (도쿄세관)

羽田税關支署 (하네다세관지서)

成田税關支署 (나리타세관지서)

橫浜税關 (요코하마세관)

名古屋税關 (나고야세관)

中部空港税關支署 (중부공항세관지서)

大阪税關 (오사카세관)

關西空港税關支署 (간사이공항세관지서)

神戶税關 (고베세관)

門司税關 (모지세관)

福岡空港税關支暑 (후쿠오카공항세관지서)

長崎税關 (나가사키세관)

沖縄地區税關 (오키나와지구세관)

0138-40-4261

03-3529-0700

050-5533-6962

0476-34-2128~9

045-212-6000

052-654-4100

0569-38-7600

06-6576-3001

072-455-1600

078-333-3100

050-3530-8372

092-477-0101

095-828-8619

098-863-0099

세관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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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신고 （ ”휴대폼·별송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사대 선택

면세범위 별송품

현금 등의  반출입

1

　일본에 도착한 모든 분들께서는 입국과 출국 
시에 세관절차를 올바르게 거쳐야 합니다.
　이 팸플릿에서는 해외에서 일본에 도착한
분들께 세관 절차 및 제한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은 어느 정도까지
면세되는가?”,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일본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반입이 제한된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팸플릿이 신속한 세관검사를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상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하기의 표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입국(귀국)하는 모든 
분들께 반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의 유무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통관을 위해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 1매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신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별송품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2매
제출해 주십시오.

　세관에는 녹색과 적색의 검사대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아래의 세관 검사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녹색검사대: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적색검사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했는지 모르는 경우
　관세는 세관검사장에 있는 은행(은행이
없을 때는 세관 공무원)등에 납부하십시오.

※ 단, 과세가격이 30 만 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무역화물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풍·별송품 
신고서' 를 세관에 2매 제출해 주십시오. 2매 중1
매는 세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은 후 돌려 
드립니다.
　별송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별송품을 반입 신고할 때에 
세관의 확인 도장을 받은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세범위 
및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아 반입할 수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수하물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송품의 
외장(外裝)에 `별송품(Unaccompanied 
Baggage)' 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일반 우편물로 
취급되어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 등을 일본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한은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국 또는 출국 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휴대한 현금, 수표(여행자 수표를 포함),
　약속어음, 유가증권이 100만 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외국 통화 및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 휴대한 금지금(순도 90%이상)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화물

　일본에 1년 이상 체류한 후 이사하는 자
본인 또는 가족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세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사화물에는 이사하는 본인 또는 가족들이
사용했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일본
입국 전에(선박 및 항공기는 일본 입국 전 1년
이상)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면, 위와 같은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또는 이사 이외의 목적으로 일본에 일단 반입
했다가 1년 이내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동차
등도 면세됩니다.

(주의):
●  상품이나 상업용 샘플(상업용 샘플은 과세가격 합계금액이 5천 엔 이하의 물품은 제외합니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입니다.
●  쌀에 대해 면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방농정사무소에 제출한 `미곡 수입에 관한 신고서(세관제출용)'을 세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2021 년 9 월 30 일까지, 궐련: 400개비, 전자:20갑, 엽궐련:100개비, 기타 담배:500g. 단, 2종류 이상의 담배가 있는 경우는 총 수량이 500g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면세됩니다.

※2021 년 9 월 30 일까지, 1개비 당 14엔 (200개비는 2,800엔)

주류
담배 ※

향수
기타물품

3병
200개비
10갑
50개비
250g
2온스

전량

20만 엔

궐련
전자
엽궐련
기타 담배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 금액이 1만 엔 
이하의 물품

기타경우

1병 760ml
단, 2종류 이상의 담배가 있는 경우는 총 수량이 250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면세됩니다.

1온스는28ml

아래 면세범위 금액 20 만 엔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됩니다.

(성인1명당)

품명 수량 또는 가격 비고

세율의 적용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상
초과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담배

품명 세율
 주류

기타 물품

위스키,브랜디

럼주,진,보드카

리큐어

소주 등

기타(와인, 맥주 등)

1리터 당

800엔

500엔

400엔

300엔

200엔

15%

1개비 당 15엔
(200개비는 3,000엔)

여행자

휴대품은 어느

정도까지

면세되는가?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때
어떤 절차가
펄요한가?

세
관

검
사를 받는데 도움

이
되
시
기

를
바
랍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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