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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第二節 申告納税方式による関
税の確定

제2절 신고납세방식에 따른 관
세의 확정

第七条 （申告）
제7조 (신고)
申告納税方式が適用される貨
①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物を輸入しようとする者は、
화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
税関長に対し、当該貨物に係
장에게 해당 화물과 관련된
る関税の納付に関する申告を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하여야 한다.
２ 前項の申告は、政令で定め
② 제1항의 신고는 정령으로
るところにより、第六十七条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수
（輸出又は輸入の許可）の規
출 또는 수입의 허가)에 따른
定に基づく輸入申告書に、同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
条の規定により記載すべきこ
는 해당 화물과 관련된 과세
ととされている当該貨物に係
표준, 그 밖의 사항 외에 그
る課税標準その他の事項のほ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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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その税額その他必要な事
項を記載して、これを税関長
に提出することによつて行な
うものとする。
３ 税関は、納税義務者その他
の関係者から第一項の申告に
ついて必要な輸入貨物に係る
関税定率法別表（関税率表）
の適用上の所属、税率、課税
標準等の教示を求められたと
きは、その適切な教示に努め
るものとする。

기재하여 세관장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세관은 납세의무자, 그 밖
의 관계자가 제1항의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수입화물과 관
련된 ⌜관세정률법⌟ 별표(관
세율표)의 적용상 소속, 세율,
과세표준 등의 안내를 요구한
때에는 그 적절한 안내를 위
하여 노력한다.

第七条の二 （申告の特例）
제7조의2 (신고의 특례)
貨物を輸入しようとする者で
① 화물을 수입하려는 자로서
あつて、あらかじめいずれか
사전에 어느 하나의 세관장의
の税関長の承認を受けた者
승인을 받은 자(이하 “특례수
（以下「特例輸入者」とい
입자”라 한다) 또는 해당 화
う。）又は当該貨物の輸入に係
물의 수입과 관련된 통관절차
る通関手続（通関業法（昭和
[「통관업법」(소화
四十二年法律第百二十二号）
42<1967>년 법률 제122호)
第二条第一号イ（１）（定義）
제2조제1호의 가(1)(정의)에
に規定する通関手続をいう。
따른 통관절차를 말한다. 이
以下同じ。）を認定通関業者
하 같다]를 인정통관업자[제
（第七十九条の二（規則等に
79조의2 (규칙 등에 관한 개
関する改善措置）に規定する
선조치)에 따른 인정통관업자
認定通関業者をいう。第六十
를 말한다. 제63조의2 제1항,
三条の二第一項、第六十三条
제63조의7 제1항제3호의 가
の七第一項第三号イ及び第六
및 제67조의3 제1항제2호에
十七条の三第一項第二号にお
서 같다]에 위탁한 자(이하
いて同じ。）に委託した者（以
“특례위탁수입자”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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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特例委託輸入者」とい
う。）は、申告納税方式が適用
される貨物について、前条第
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
該貨物に係る課税標準、税額
その他必要な事項を記載した
申告書（以下「特例申告書」
という。）を税関長に提出する
ことによつて、同条第一項の
申告を行うことができる。
２ 特例申告（特例申告書の提
出によつて行う前条第一項の
申告をいう。以下同じ。
）を行
う場合は、特例申告に係る貨
物（以下「特例申告貨物」と
いう。
）で輸入の許可を受けた
ものについて、特例申告書を
作成し、当該許可の日の属す
る月の翌月末日までに当該許
可をした税関長に提出しなけ
ればならない。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화
물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물과 관련된
과세표준, 세액,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
하 “특례신고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
로 같은 조 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특례신고(특례신고서를 제
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제7조
제1항의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특례
신고와 관련된 화물(이하 “특
례신고화물”이라 한다)로서
수입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
여 특례신고서를 작성하고 해
당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 말일까지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특
례신고서는 기한내 특례신고
서라 한다.
④ 제1항은 ⌜관세잠정조치법
⌟(소화35<1960>년 법률
제36호) 별표 제1의6에 해당
하는 물품,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３ 前項の規定により提出する
特例申告書は、期限内特例申
告書という。
４ 第一項の規定は、関税暫定
措置法（昭和三十五年法律第
三十六号）別表第一の六に掲
げる物品その他政令で定める
貨物については、適用しな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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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第一項の承認を受けようと
する者は、その住所又は居所
及び氏名又は名称その他必要
な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を税
関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
い。
６ 特例申告書の記載事項その
他前各項の規定の適用に関し
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
る。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례신고서의 기재사항,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
지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第七条の三 （特例申告を選択
제7조의3 (특례신고를 선택한
したものとみなす場合）
것으로 보는 경우)
輸入申告に併せて第七条第二
수입신고와 아울러 제7조제2
項（申告）の規定による申告
항(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を行つていない特例輸入者又
아니한 특례수입자 또는 특례
は特例委託輸入者は、当該輸
위탁수입자는 해당 수입신고
入申告に係る貨物（前条第四
와 관련된 화물(제7조의2 제
項に規定する貨物を除く。）に
4항에 따른 화물을 제외한다)
ついては、特例申告を行うこ
에 대하여는 특례신고를 선택
とを選択したものとみなす。
한 것으로 본다.
第七条の四 （期限後特例申
告）
期限内特例申告書を提出すべ
きであつた者（特例輸入者又
は特例委託輸入者でその特例
申告に係る特例申告書をその
提出期限までに提出していな
い者をいい、その者の相続人
又はその者が法人であつて合

제7조의4 (기한 후 특례신고)
① 기한내 특례신고서를 제출
했어야 하는 자(특례수입자
또는 특례위탁수입자로서 그
특례신고와 관련된 특례신고
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그 자의
상속인 또는 그 자가 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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併により消滅した場合におい
ては合併後存続する法人若し
く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
人を含む。）は、その提出期限
後においても、第七条の十六
第二項（決定）の規定による
決定があるまでは、その期限
内特例申告書に記載すべきも
のとされている事項を記載し
た特例申告書を第七条の二第
二項（申告の特例）の税関長
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前項の規定により提出する
特例申告書は、期限後特例申
告書という。

로서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제출기한 후
라도 제7조의16 제2항(결정)
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는 그 기한내 특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
한 특례신고서를 제7조의2
제2항(신고의 특례)의 세관장
에게 제출할 수 있다.

第七条の五 （承認の要件）
税関長は、第七条の二第五項
（申告の特例）の規定による
申請書の提出があつた場合に
お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
に該当するときは、同条第一
項の承認をしないことができ
る。
一 承認を受けようとする者
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
とき。
イ この法律その他の国税に
関する法律の規定に違反し
て刑に処せられ、又はこの
法律（他の関税に関する法

제7조의5 (승인의 요건)
세관장은 제7조의2 제5항(신
고의 특례)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이 있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승인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특
례신고서는 기한 후 특례신고
서라 한다.

1.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
가. 이 법, 그 밖의 국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형
을 선고받거나 이 법(관세
에 관한 다른 법률에서 준
5

律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
含む。
）若しくは国税通則
法の規定により通告処分を
受け、それぞれ、その刑の
執行を終わり、若しくは執
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
た日又はその通告の旨を履
行した日から三年を経過し
ていない者であるとき。
ロ イに規定する法律以外の
法令の規定に違反して禁錮
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
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
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
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てい
ない者であるとき。
ハ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
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平成三年法律第七十七
号）の規定（同法第三十二
条の三第七項（都道府県暴
力追放運動推進センター）
及び第三十二条の十一第一
項（報告及び立入り）の規
定を除く。以下同じ。）に
違反し、又は刑法（明治四
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二
百四条（傷害）、第二百六
条（現場助勢）、第二百八
条（暴行）、第二百八条の
二第一項（凶器準備集合及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나 ⌜국세통칙법⌟에 따
라 통고처분을 받아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그 통고의 내
용을 이행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때
나. 가에 따른 법률 이외의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인 때
다.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
률⌟(평성3<1991>년 법
률 제77호)[같은 법 제32
조의3 제7항(광역자치단체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및
제32조의11 제1항(보고
및 출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위반하거나 ⌜형
법⌟(명치40<1907>년 법
률 제45호) 제204조(상
해), 제206조(선동), 제
208조(폭행), 제208조의2
제1항(흉기준비집합 및 결
집), 제222조(협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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び結集）、第二百二十二条
（脅迫）若しくは第二百四
十七条（背任）の罪若しく
は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
法律（大正十五年法律第六
十号）の罪を犯し、罰金の
刑に処せられ、その刑の執
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
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
ら二年を経過していない者
であるとき。
ニ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
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第
二条第六号（定義）に規定
する暴力団員（以下この号
において「暴力団員」とい
う。）又は暴力団員でなく
なつ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
ていない者（以下「暴力団
員等」という。）であると
き。
ホ その業務についてイから
ニまでに該当する者を役員
とする法人であるとき、又
はその者を代理人、使用人
その他の従業者として使用
する者であるとき。
ヘ 暴力団員等によりその事
業活動を支配されている者

제247조(배임)의 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대정15<1926>
년 법률 제60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때

라.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정의)에
따른 폭력단원(이하 이 호
에서 “폭력단원”이라 한다)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하 “폭력단원
등”이라 한다) 인 때
마. 그 업무에 대하여 가2부
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자
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인
때 또는 그 자를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로
서 사용하는 자인 때
바. 폭력단원 등이 그 사업
활동을 지배 중인 자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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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조문의 체계는 “편-장-절-관-목/조-항-호”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법조문 체계의 “목”
에 해당하는 부분은 “~호의 가, 나, 다… 또는 가, 나, 다…”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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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あるとき。
ト 承認の申請の日前三年間
において関税又は輸入貨物
に係る消費税若しくは地方
消費税について、第十二条
の四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
（重加算税）又は国税通則
法第六十八条第一項若しく
は第二項（重加算税）の規
定による重加算税を課され
たことがある者であると
き。
チ 承認の申請の日前三年間
において関税又は輸入貨物
に係る内国消費税（輸入品
に対する内国消費税の徴収
等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
年法律第三十七号）第二条
第一号（定義）に規定する
内国消費税をいう。以下同
じ。）若しくは地方消費税
を滞納したことがある者で
あるとき。
リ 第七条の十二第一項第一
号ハ、ニ若しくはヘ又は第
二号（承認の取消し）の規
定により第七条の二第一項
の承認を取り消された日か
ら三年を経過していない者
であるとき。
二 承認を受けようとする者

사. 승인 신청일 전 3년 동
안 관세 또는 수입화물과
관련된 소비세나 지방소비
세에 대하여 제12조의4 제
1항이나 제2항(중가산세)
또는 ⌜국세통칙법⌟ 제68
조제1항이나 제2항(중가산
세)에 따른 중가산세가 부
과된 사실이 있는 자인 때

아. 승인 신청일 전 3년 동
안 관세 또는 수입화물과
관련된 내국소비세[⌜수입
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소
화30<1955>년 법률 제37
호) 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내국소비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소비세
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인 때
자. 제7조의12 제1항제1호
의 다, 라나 마 또는 제2
호(승인의 취소)에 따라
제7조의2 제1항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인 때
2.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8

が、特例申告を電子情報処
理組織（電子情報処理組織
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
処理等に関する法律（昭和
五十二年法律第五十四号）
第二条第一号（定義）に規
定する電子情報処理組織を
いう。以下同じ。）を使用し
て行うことその他特例申告
貨物の輸入に関する業務を
適正かつ確実に遂行するこ
とができる能力を有してい
ないとき。
三 承認を受けようとする者
が、特例申告貨物の輸入に
関する業務について、その
者（その者が法人である場
合においては、その役員を
含む。
）又はその代理人、支
配人その他の従業者がこの
法律その他の法令の規定を
遵守するための事項として
財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規
定した規則を定めていない
とき。

특례신고 시 전자정보처리
조직[⌜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
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소화52<1977>년 법률
제54호) 제2조제1호(정의)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
용, 그 밖에 특례신고화물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
고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때

第七条の六 （規則等に関する
改善措置）
税関長は、特例輸入者がこの
法律の規定に従つて特例申告
を行わなかつたことその他の

제7조의6 (규칙 등에 관한 개
선조치)
세관장은 특례수입자가 이 법
에 따라 특례신고를 하지 아
니한 사실, 그 밖의 사유로

3.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특례신고화물의 수입에 관
한 업무에 대하여 그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근
로자가 이 법, 그 밖의 법령
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규정한 규칙을 정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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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由により、この法律の実施
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
認めるときは、前条第三号に
規定する規則若しくは当該規
則に定められた事項に係る業
務の遂行の改善に必要な措置
を講ずること又は同号に規定
する規則を新たに定めること
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七条の七 削除

이 법의 확실한 실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7조의5 제3호에 따른 규칙
이나 해당 규칙에 정해진 사
항과 관련된 업무 수행 개선
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또는 같은 호에 따른 규칙을
새로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제7조의7 삭제

第七条の八 （担保の提供）
제7조의8 (담보의 제공)
税関長は、関税、内国消費税
① 세관장은 관세, 내국소비
及び地方消費税（以下この項
세 및 지방소비세(이하 이 항
及び第七条の十一第二項にお
및 제7조의11 제2항에서 “관
いて「関税等」という。
）の保
세 등”이라 한다)의 보전을
全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
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ろにより、特例輸入者又は特
따라 특례수입자 또는 특례위
例委託輸入者に対し、金額及
탁수입자에게 금액 및 기간을
び期間を指定して、関税等に
지정하여 관세 등에 대하여
つき担保の提供を命ずること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
ができる。
다.
２ 税関長は、必要があると認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めるときは、前項の金額又は
한 때에는 제1항의 금액 또는
期間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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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条の九 （帳簿の備付け
제7조의9 (장부의 비치 등)
等）
特例輸入者は、政令で定める
① 특별수입자는 정령으로 정
ところにより、特例申告貨物
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고화물
の品名、数量及び価格その他
의 품명, 수량 및 가격, 그 밖
の必要な事項を記載した帳簿
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장
を備え付け、かつ、当該帳簿
부를 비치하는 동시에 해당
及び当該特例申告貨物に係る
장부 및 해당 특례신고화물과
取引に関して作成し又は受領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작성하
した書類その他の書類で政令
거나 수령한 서류, 그 밖의
で定めるもの（第七条の十一
서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第二項及び第七条の十二第一
(제7조의11 제2항 및 제7조
項第二号において「帳簿書
의12 제1항제2호에서 “장부
類」という。
）を保存しなけれ
서류”라 한다)을 보존하여야
ばならない。
한다.
２ 電子計算機を使用して作成
②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
する国税関係帳簿書類の保存
는 「국세관계장부서류의 보
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존 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
（平成十年法律第二十五号。
률」(평성10<1998>년 법률
以下「電子帳簿保存法」とい
제25호. 이하 “「전자장부보
う。）第四条（国税関係帳簿書
존법」”이라 한다) 제4조(국
類の電磁的記録による保存
세관계장부서류의 전자적 기
等）、第五条（国税関係帳簿書
록에 의한 보존 등), 제5조
類の電子計算機出力マイクロ
(국세관계장부서류의 컴퓨터
フィルムによる保存等）
、第六
출력 마이크로 필름에 의한
条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電
보존 등), 제6조제1항부터 제
磁的記録による保存等の承認
5항까지(전자적 기록에 의한
の申請等）、第七条第一項及び
보존 등의 승인 신청 등), 제
第二項（電磁的記録による保
7조제1항 및 제2항(전자적
存等の承認に係る変更）
、第八
기록에 의한 보존 등의 승인
条から第十条まで（電磁的記
과 관련된 변경), 제8조부터
11

録による保存等の承認の取消
し・電子計算機出力マイクロ
フィルムによる保存等の承認
に対する準用・民間事業者等
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
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
る法律の適用除外・電子取引
の取引情報に係る電磁的記録
の保存）並びに第十一条（第
三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を
除く。
）（他の国税に関する法
律の規定の適用）の規定は、
特例輸入者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
第四条第一項中「国税関係帳
簿の全部又は一部」とあるの
は「関税法第七条の九第一項
（帳簿の備付け等）の規定に
より備付け及び保存をしなけ
ればならないこととされてい
る帳簿（以下「関税関係帳
簿」という。
）」と、
「納税地等
の所轄税務署長（財務省令で
定める場合にあっては、納税
地等の所轄税関長。以下「所
轄税務署長等」という。
）」と
あるのは「同法第七条の二第
一項（申告の特例）の承認を
した税関長（以下「承認税関
長」という。
）」と、同条第二
項中「国税関係書類の全部」

제10조까지(전자적 기록에
의한 보존 등의 승인 취소·컴
퓨터 출력 마이크로 필름에
의한 보존 등의 승인에 대한
준용·「민간사업자 등의 서면
의 보존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
외·전자 거래의 거래 정보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보존),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
호까지를 제외한다) (국세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는 특
례수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제1
항 중 “국세관계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는 “「관세법」 제
7조의9 제1항(장부의 비치
등)에 따라 비치 및 보존하여
야 하는 장부(이하 “관세관계
장부”라 한다)”, “납세지 등을
소관하는 세무서장(재무성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등을 소관하는 세관장. 이하
“소관세무서장 등”이라 한다)”
는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신고의 특례)의 승인을 한
세관장(이하 “승인세관장”이
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관계서류의 전부”는
“「관세법」 제7조의9 제1항
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
12

とあるのは「関税法第七条の
九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存を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さ
れている書類（以下「関税関
係書類」という。）の全部」
と、同法第五条第一項中「国
税関係帳簿の全部又は一部」
とあるのは「関税関係帳簿」
と、同条第三項中「国税関係
帳簿書類の」とあるのは「関
税関係帳簿書類（関税関係帳
簿又は関税関係書類をいう。
以下同じ。）の」と、同法第六
条第一項中「国税関係帳簿の
備付けを開始する日（当該国
税関係帳簿が二以上ある場合
において、その備付けを開始
する日が異なるときは、最初
に到来する備付けを開始する
日。第五項第一号において同
じ。
）」とあるのは「関税関係
帳簿の備付けを開始する日」
と、「国税関係帳簿の種類、当
該国税関係帳簿」とあるのは
「関税関係帳簿」と、「国税関
係帳簿の全部又は一部」とあ
るのは「関税関係帳簿」と、
同法第九条中「代える日（当
該国税関係帳簿が二以上ある
場合において、その代える日
が異なるときは、最初に到来

류(이하 “관세관계서류”라 한
다)의 전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국세관계장부의 전
부 또는 일부”는 “관세관계장
부”,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
관계장부서류의”는 “관세관계
장부서류(관세관계장부 또는
관세관계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같은 법 제6조제1
항 중 “국세관계장부를 비치
하기 시작한 날(해당 국세관
계장부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비치하기 시작한 날이 서
로 다른 때에는 최초로 도래
하는 비치하기 시작한 날. 제
5항제1호에서 같다)”는 “관세
관계장부를 비치하기 시작한
날”, “국세관계장부의 종류,
해당 국세관계장부”는 “관세
관계장부”는 “관세관계장부”,
“국세관계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는 “관세관계장부”, 같은
법 제9조 중 “대신하는 날(해
당 국세관계장부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대신하는 날이 서
로 다른 때에는 최초로 도래
하는 대신하는 날. 제5항제1
호에서 같다)”는 “대신하는
날”, “같은 조 제6항 중 ‘제4
조 각 항’은 ‘제3조 각 항’,
제7조제1항”은 “제7조제1항”,
13

する代える日。第五項第一号
において同じ。）
」とあるのは
「代える日」と、「同条第六項
中「第四条各項」とあるのは
「前条各項」と、第七条第一
項」とあるのは「第七条第一
項」と、同法第十条中「所得
税（源泉徴収に係る所得税を
除く。
）及び法人税に係る保存
義務者」とあるのは「特例輸
入者」と、同法第十一条第三
項第一号中「所得税法第百四
十五条第一号（青色申告の承
認申請の却下）（同法第百六十
六条（申告、納付及び還付）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
）」とあるのは「関税法第
七条の十二第一項第二号（承
認の取消し）
」と、
「帳簿書
類）」とあるのは「政令で定め
るところ」と、「、第五条各
項」とあるのは「若しくは第
五条各項」と、「若しくは第十
条（電子取引の取引情報に係
る電磁的記録の保存）」とある
のは「に規定する財務省令で
定めるところ」と読み替える
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
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같은 법 제10조 중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와 관련
된 보존의무자”는 “특례수입
자”, 같은 법 제11조제3항제1
호 중 “「소득세법」 제145
조제1호(청색신고의 승인신청
의 각하)[같은 법 제166조
(신고, 납부 및 환급)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세법」 제7조의12 제1
항제2호(승인의 취소)”, “장부
·서류)”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 “, 제5조 각 항”은 “이나
제5조 각 항”, “이나 제10조
(전자 거래의 거래 정보와 관
련된 전자적 기록의 보존)”은
“에 따른 재무성령으로 정하
는 바”로 대체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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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条の十 （申告の特例の適
用を受ける必要がなくなつた旨
の届出）
特例輸入者は、第七条の二第
一項（申告の特例）の規定の
適用を受ける必要がなくなつ
た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その旨を同項の承
認をした税関長に届け出るこ
とができる。

제7조의10 (신고 특례의 적용
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취
지의 신고)
특례수입자는 제7조의2 제1
항(신고의 특례)의 적용을 받
을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정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같은 항의 승인을 한
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第七条の十一 （承認の失効）
第七条の二第一項（申告の特
例）の承認は、次の各号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
きは、その効力を失う。
一 前条の規定による届出が
あつたとき。
二 特例輸入者が死亡した場
合で、第七条の十三（許可
の承継についての規定の準
用）において準用する第四
十八条の二第二項（許可の
承継）の規定による申請が
同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さ
れなかつたとき、又は同項
の承認をしない旨の処分が
あつたとき。
三 特例輸入者が解散したと
き。
四 特例輸入者が破産手続開

제7조의11 (승인의 실효)
① 제7조의2 제1항(신고 특
례)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제7조의10에 따른 신고
가 있은 때
2. 특례수입자가 사망한 경
우로서 제7조의13(허가의
승계에 대한 규정 적용)에
서 준용하는 제48조의2 제2
항(허가의 승계)에 따른 신
청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은 때 또는 같은 항
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 있은 때
3. 특례수입자가 해산한 때
4. 특례수입자가 파산절차
15

始の決定を受けたとき。
五 税関長が承認を取り消し
たとき。
２ 第七条の二第一項の承認が
失効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
承認を受けていた者又はその
相続人（承認を受けていた法
人が合併により消滅した場合
においては、合併後存続する
法人又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
た法人）は、その失効前に輸
入の許可を受けた特例申告貨
物に係る特例申告の義務、当
該特例申告貨物について課さ
れるべき又は納付すべき関税
等の納付の義務並びに当該特
例申告貨物に係る第七条の九
第一項（帳簿の備付け等）の
規定による帳簿の備付け及び
記載並びに帳簿書類の保存の
義務を免れることができな
い。
第七条の十二 （承認の取消
し）
税関長は、次の各号のいずれ
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は、第七条の二第一項（申告
の特例）の承認を取り消すこ
とができる。
一 特例輸入者が次のいずれ

개시 결정을 받은 때
5. 세관장이 승인을 취소한
때
② 제7조의2 제1항의 승인이
실효된 경우에 해당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그 상속인(승인
을 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소
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
립된 법인)은 그 실효 전에
수입 허가를 받은 특례신고화
물과 관련된 특례신고의 의
무, 해당 특례신고화물에 대
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의 납부 의무,
해당 특례신고화물과 관련된
제7조의9 제1항(장부의 비치
등)에 따른 장부의 비치 및
기재, 장부서류의 보존 의무
에서 면제될 수 없다.

제7조의12 (승인의 취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제7조의2 제1항(신고의
특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
다.
1. 특례수입자가 다음의 어
16

かに該当するとき。
イ 関税又は輸入貨物に係る
消費税若しくは地方消費税
について、第十二条の四第
一項若しくは第二項（重加
算税）又は国税通則法第六
十八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
項（重加算税）の規定によ
る重加算税を課されたと
き。
ロ 関税又は輸入貨物に係る
内国消費税若しくは地方消
費税を滞納したとき。
ハ 特例申告書又は輸入品に
対する内国消費税の徴収等
に関する法律第六条第二項
（引取りに係る課税物品に
ついての申告、納税等の特
例）に規定する特例納税申
告書をその提出期限までに
提出しなかつたとき。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관세 또는 수입화물과
관련된 소비세나 지방소비
세에 대하여 제12조의4 제
1항이나 제2항(중가산세)
또는 「국세통칙법」 제68
조제1항이나 제2항(중가산
세)에 따른 중가산세가 부
과된 때
나. 관세 또는 수입화물과
관련된 내국소비세나 지방
소비세를 체납한 때
다. 특례신고서 또는 「수입
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거래와 관련된
과세물품에 대한 신고, 납
세 등의 특례)에 따른 특
례납세신고서를 그 제출기
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라. 제7조의8 제1항(담보의
제공)에 따른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때
마. 제7조의5 제1호의 가부
터 바까지 또는 제2호(승
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바. 제7조의6(규칙 등에 관
한 개선조치)에 따른 세관

ニ 第七条の八第一項（担保
の提供）の規定による命令
に従わなかつたとき。
ホ 第七条の五第一号イから
ヘまで又は第二号（承認の
要件）のいずれかに該当す
るとき。
ヘ 第七条の六（規則等に関
する改善措置）の規定に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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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税関長の求めに応じなか
つたとき。
二 第七条の九第一項（帳簿
の備付け等）の規定による
帳簿の備付け若しくは記載
若しくは帳簿書類の保存が
同項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
るところに従つて行われて
いないとき、又は帳簿書類
に不実の記載があるとき。
２ 前項の規定による承認の取
消しの手続その他同項の規定
の適用に関し必要な事項は、
政令で定める。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한 때
2. 제7조의9 제1항(장부의
비치 등)에 따른 장부의 비
치, 기재나 장부서류의 보존
이 같은 항에 따른 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
니한 때 또는 장부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절차, 그 밖에 같은 항의 적
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第七条の十三 （許可の承継に
ついての規定の準用）
第四十八条の二第一項から第
五項まで（許可の承継）の規
定は、特例輸入者について準
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
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
定める。

제7조의13 (허가의 승계에 대
한 규정의 준용)
제48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까지(허가의 승계)는 특례수
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第七条の十四 （修正申告）
第七条第一項（申告）の申告
をした者又は第七条の十六第
二項（決定）の規定による決
定を受けた者は、次の各号の
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
は、当該各号の申告、更正又

제7조의14 (수정신고)
① 제7조제1항(신고)의 신고
를 한 자 또는 제7조의16 제
2항(결정)에 따른 결정을 받
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각 호의 신고, 경정 또는
18

は決定について同条第一項又
は第三項（更正）の規定によ
る更正（以下この項及び次条
において「更正」という。）が
あるまでは、政令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当該申告、更正
又は決定に係る課税標準又は
納付すべき税額（以下「税額
等」という。
）を修正する申告
（以下「修正申告」という。）
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先にした納税申告（第七
条第一項の申告又は修正申
告をいう。以下同じ。
）、更
正又は第七条の十六第二項
の規定による決定により納
付すべき税額に不足額があ
るとき。
二 先の納税申告、更正又は
第七条の十六第二項の規定
による決定により納付すべ
き税額がないこととされた
場合において、その納付す
べき税額があるとき。
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納税
申告に係る貨物の輸入の許可
前にする修正申告は、先の納
税申告に係る書面に記載した
税額等を補正することにより
行な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
る。

결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경정)에 따른 경
정(이하 이 항 및 제7조의15
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
을 때까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 경정
또는 결정과 관련된 과세표준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이하 “세액 등”이라 한다)을
수정하는 신고(이하 “수정신
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선행 납세신고(제7조제1
항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정
또는 제7조의16 제2항에 따
른 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액이 있는
때
2. 이전 납세신고, 경정 또
는 제7조의16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
는 세액이 없어진 경우에
그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납세신고
와 관련된 화물의 수입 허가
전에 하는 수정신고는 이전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면에 기
재한 세액 등을 보정하는 방
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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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国税通則法第二十条（修正
申告の効力）の規定は、修正
申告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七条の十五 （更正の請求）
納税申告をした者は、当該申
告に係る税額等の計算が関税
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従つて
いなかつたこと又は当該計算
に誤りがあつたことにより、
当該申告により納付すべき税
額（当該税額に関し更正があ
つた場合には、当該更正後の
税額）が過大である場合に
は、当該申告に係る貨物の輸
入の許可があるまで又は当該
許可の日（特例申告貨物につ
いては、特例申告書の提出期
限）から五年以内（第七十三
条第一項（輸入の許可前にお
ける貨物の引取り）の規定に
より税関長の承認を受けた者
に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
承認の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
五年を経過する日と輸入の許
可の日とのいずれか遅い日ま
での間）に限り、政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税関長に対
し、その申告に係る税額等
（当該税額等に関し更正があ
つた場合には、当該更正後の

③ 「국세통칙법」 제20조
(수정신고의 효력)는 수정신
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조의15 (경정의 청구)
① 납세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세액 등의 계
산이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
르지 아니한 사실 또는 해당
계산에 잘못이 있어 해당 신
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해당 세액에 관하여 경
정이 있은 경우에는 해당 경
정 후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화물
의 수입 허가가 있을 때까지
또는 해당 허가일(특례신고화
물에 대하여는 특례신고서의
제출기한)부터 5년 이내[제
73조제1항(수입 허가 전 화
물의 거래)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련된 경
우에는 해당 승인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과
수입 허가일 중 늦은 날까지]
에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관장에게 그 신고와 관
련된 세액 등(해당 세액 등에
관하여 경정이 있은 경우에는
해당 경정 후 세액 등)에 대
하여 경정할 것을 청구할 수
20

税額等）につき更正をすべき
旨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
る。
２ 税関長は、前項の規定によ
る更正の請求（以下「更正の
請求」という。）があつた場合
には、その請求に係る税額等
について調査し、更正をし、
又は更正をすべき理由がない
旨をその請求をした者に通知
する。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
정의 청구(이하 “경정의 청
구”라 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와 관련된 세액 등에
대하여 조사, 경정하거나 경
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한다.

第七条の十六 （更正及び決
제7조의16 (경정 및 결정)
定）
税関長は、納税申告があつた
① 세관장은 납세신고가 있은
場合において、その申告に係
경우에 그 신고와 관련된 세
る税額等の計算が関税に関す
액 등의 계산이 관세에 관한
る法律の規定に従つていなか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때, 그
つたとき、その他当該税額等
밖에 해당 세액 등이 그 조사
がその調査したところと異な
한 바와 다른 때에는 그 조사
るときは、その調査により、
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된
当該申告に係る税額等を更正
세액 등을 경정한다.
する。
２ 税関長は、納税申告が必要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가 필요
とされている貨物についてそ
한 화물에 대하여 그 수입 시
の輸入の時（特例申告貨物に
(특례신고화물에 대하여는 특
ついては、特例申告書の提出
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
期限）までに当該申告がない
당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조
ときは、その調査により、当
사에 따라 해당 화물과 관련
該貨物に係る税額等を決定す
된 세액 등을 결정한다.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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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税関長は、前二項又はこの
項の規定による更正又は決定
をした後、その更正又は決定
をした税額等が過大又は過少
であることを知つたときは、
その調査により、当該更正又
は決定に係る税額等を更正す
る。
４ 第一項若しくは前項の規定
による更正（第十一章第二節
（犯則事件の処分）を除き、
以下「更正」という。）又は第
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は、税
関長が当該更正又は決定に係
る課税標準、当該更正又は決
定により納付すべき税額その
他政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
た更正通知書又は決定通知書
を送達して行う。ただし、納
税申告に係る貨物の輸入の許
可前にする更正（当該貨物に
係る関税の納付前にするもの
で税額等を減額するものに限
る。）は、これらの手続に代え
て、納税申告をした者に当該
納税申告に係る書面に記載し
た税額等を是正させ、又はこ
れを是正してその旨を当該納
税申告をした者に通知するこ
とによつてすることができ
る。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이 항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을 한 후 그 경정 또는
결정을 한 세액 등이 과다 또
는 과소함을 안 때에는 그 조
사에 따라 해당 경정 또는 결
정과 관련된 세액 등을 경정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경정[제11장제2절(범칙사건
의 처분)을 제외하고 이하
“경정”이라 한다] 또는 제2항
에 따른 결정은 세관장이 해
당 경정 또는 결정과 관련된
과세표준, 해당 경정 또는 결
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
한다. 다만, 납세신고와 관련
된 화물의 수입 허가 전에 하
는 경정(해당 화물과 관련된
관세의 납부 전에 하는 것으
로서 세액 등을 감액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은 이들 절차
를 대신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 납세신고와 관련
된 서면에 기재한 세액 등을
시정하게 하거나 이를 시정하
여 그 내용을 해당 납세신고
를 한 자에게 통지하는 방법
22

으로 할 수 있다.
５ 国税通則法第二十九条（更
正等の効力）の規定は、更正
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
について準用する。

⑤ 「국세통칙법」 제29조
(경정 등의 효력)는 경정 또
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
여 준용한다.

第七条の十七 （輸入の許可前
に引き取られた貨物に係る税額
等の通知）
税関長は、第七十三条第一項
（輸入の許可前における貨物
の引取り）の規定により税関
長の承認を受けて引き取られ
た貨物に係る税額等につきそ
の納税申告に誤りがないと認
めた場合には、当該申告に係
る税額及びその税額を納付す
べき旨（関税の納付を要しな
いときは、その旨）その他政
令で定める事項を、書面によ
り、当該引取りの承認を受け
た者に通知する。

제7조의17 (수입 허가 전에 거
래된 화물과 관련된 세액 등의
통지)
세관장은 제73조제1항(수입
허가 전 화물의 거래)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거래된
화물과 관련된 세액 등에 대
하여 그 납세신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세액 및 그 세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내용), 그 밖에 정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
로 해당 거래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다.

第三節 賦課課税方式による関
税の確定

제3절 부과과세방식에 따른 관
세의 확정

第八条
税関長は、賦課課税方式が適
用される貨物について関税を
賦課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

제8조
① 세관장은 부과과세방식이
적용되는 화물에 대하여 관세
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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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調査により、次の各号の区
分に応じ、当該各号に掲げる
事項を決定する。
一 第六条の二第一項第二号
イ又はホ（税額の確定の方
式）に掲げる関税に係る場
合
イ 第六十七条（輸出又は輸
入の許可）の輸入申告に係
る課税標準が税関長の調査
したところと同じであると
き 納付すべき税額
ロ 輸入の時までに第六十七
条の輸入申告がないとき、
又は当該申告があつた場合
において、当該申告に係る
課税標準が税関長の調査し
たところと異なるとき 課
税標準及び納付すべき税額
二 第六条の二第一項第二号
ロからニまでに掲げる関税
に係る場合 課税標準及び納
付すべき税額
２ 税関長は、第六条の二第一
項第二号ヘに掲げる過少申告
加算税、無申告加算税又は重
加算税を賦課しようとすると
きは、その調査により、当該
過少申告加算税、無申告加算
税又は重加算税の計算の基礎
となる税額及び納付すべき税

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해당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6조의2 제1항제2호의
가 또는 마(세액의 확정 방
식)의 관세와 관련된 경우
가. 제67조(수출 또는 수입
의 허가)의 수입신고와 관
련된 과세표준이 세관장이
조사한 바와 같은 때: 납부
하여야 하는 세액
나. 수입 시까지 제67조의
수입신고가 없는 때 또는
해당 신고가 있은 경우에
해당 신고와 관련된 과세
표준이 세관장이 조사한
바와 다른 때: 과세표준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2. 제6조의2 제1항제2호의
나부터 라까지의 관세와 관
련된 경우: 과세표준 및 납
부하여야 하는 세액
② 세관장은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바의 과소신고가산
세, 무신고가산세 또는 중가
산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조사에 따라 해당 과소신고가
산세, 무신고가산세 또는 중
가산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액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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額を決定する。
３ 税関長は、前二項又はこの
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した
後、その決定をした課税標準
（第一項第一号イに掲げる場
合にあつては同号イの申告に
係る課税標準とし、前項に規
定する場合にあつては同項に
規定する計算の基礎となる税
額とする。以下この条におい
て同じ。）又は納付すべき税額
が過大又は過少であることを
知つたときは、その調査によ
り、当該決定に係る課税標準
及び納付すべき税額を変更す
る決定をする。
４ 前三項の規定による決定
は、税関長がその決定に係る
課税標準及び納付すべき税額
その他政令で定める事項を記
載した賦課決定通知書（第一
項第一号イに掲げる場合にあ
つては、納税告知書）を送達
して行う。ただし、当該決定
が第六条の二第一項第二号イ
に掲げる関税に係るものであ
る場合その他政令で定める場
合には、当該通知書又は告知
書の送達に代えて、税関職員
に口頭で当該決定の通知をさ
せることができる。

액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이 항에 따른 결정을 한
후 그 결정을 한 과세표준(제
1항제1호의 가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가의 신고와 관련
된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2항
에 따른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
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과다 또는 과소함을
안 때에는 그 조사에 따라 해
당 결정과 관련된 과세표준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결정은 세관장이 그 결
정과 관련된 과세표준 및 납
부하여야 하는 세액,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한 부과결정통지서(제1항제1
호의 가의 경우에는 납세고지
서)를 송달하여 한다. 다만,
해당 결정이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가의 관세와 관련된
것인 경우,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
또는 고지서의 송달을 대신하
여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해당
결정의 통지를 하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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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 「국세통칙법」 제29조
(경정 등의 효력)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
다.

５ 国税通則法第二十九条（更
正等の効力）の規定は、第三
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ついて
準用する。
第四節 関税の納付及び徴収

제4절 관세의 납부 및 징수

第九条 （申告納税方式による
제9조 (신고납세방식에 따른
関税等の納付）
관세 등의 납부)
納税申告をした者は、次項の
① 납세신고를 한 자는 제2항
規定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その申告に係る書面又は更正
그 신고와 관련된 서면 또는
通知書に記載された納付すべ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하
き税額に相当する関税を、当
여야 하는 세액에 해당하는
該申告に係る貨物を輸入する
관세를 해당 신고와 관련된
日までに国に納付しなければ
화물을 수입하는 날까지 국가
ならない。
에 납부하여야 한다.
２ 次の各号に掲げる税額に相
② 다음 각 호의 세액에 해당
当する関税の納税義務者は、
하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その関税を当該各号に掲げる
관세를 해당 각 호에 해당하
日又は期限までに国に納付し
는 날 또는 기한까지 국가에
なければならない。
납부하여야 한다.
一 期限内特例申告書に記載
1. 기한내 특례신고서에 기
された納付すべき税額 特例
재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申告書の提出期限
특례신고서의 제출기한
二 期限後特例申告書に記載
2. 기한 후 특례신고서에
された納付すべき税額 当該
기재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
期限後特例申告書を提出し
액: 해당 기한 후 특례신고
た日
서를 제출한 날
三 第七十三条第一項（輸入
3. 제73조제1항(수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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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許可前における貨物の引
取り）の規定により税関長
の承認を受けて引き取られ
た貨物に係る関税につき、
第七条の十七（輸入の許可
前に引き取られた貨物に係
る税額等の通知）の書面に
記載された申告に係る税額
又は当該貨物の輸入の許可
前にされた更正に係る更正
通知書に記載された納付す
べき税額（先の納税申告に
係る税額のうち未納のもの
を含む。） これらの書類が
発せられた日の翌日から起
算して一月を経過する日
四 輸入の許可後にした修正
申告に係る書面に記載され
た納付すべき税額 当該修正
申告をした日
五 輸入の許可後にされた更
正に係る更正通知書に記載
された納付すべき税額 当該
更正通知書が発せられた日
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月を
経過する日
六 決定通知書に記載された
納付すべき税額 当該決定通
知書が発せられた日の翌日
から起算して一月を経過す
る日

전 화물의 거래)에 따라 세
관장의 승인을 받아 거래된
화물과 관련된 관세에 대하
여 제7조의17(수입 허가 전
에 거래된 화물과 관련된
세액 등의 통지)의 서면에
기재된 신고와 관련된 세액
또는 해당 화물의 수입 허
가 전에 있은 경정과 관련
된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납
부하여야 하는 세액(이전
납세신고와 관련된 세액 중
미납된 것을 포함한다): 이
들 서류가 발송된 날의 다
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
는 날
4. 수입 허가 후에 한 수정
신고와 관련된 서면에 기재
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해당 수정신고를 한 날
5. 수입 허가 후의 경정과
관련된 경정통지서에 기재
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해당 경정통지서가 발송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
6.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납
부하여야 하는 세액: 해당
결정통지서가 발송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
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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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第七条の十六第二項（決
定）の規定による決定がさ
れた後にされた更正に係る
更正通知書に記載された納
付すべき税額 当該更正通知
書が発せられた日の翌日か
ら起算して一月を経過する
日
３ 過少申告加算税又は第十二
条の四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
（同条第一項の重加算税に係
る部分に限る。）
（重加算税）
の重加算税（以下この項にお
いて「過少申告重加算税」と
いう。
）に係る賦課決定通知書
を受けた者は、当該通知書に
記載された金額の過少申告加
算税又は過少申告重加算税を
当該通知書が発せられた日の
翌日から起算して一月を経過
する日と当該過少申告加算税
又は過少申告重加算税の納付
の起因となつた関税に係る貨
物の輸入の許可の日とのいず
れか遅い日までに納付しなけ
ればならない。
４ 無申告加算税又は第十二条
の四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
（同条第二項の重加算税に係
る部分に限る。）の重加算税
（以下この項において「無申

7. 제7조의16 제2항(결정)
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의
경정과 관련된 경정통지서
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해당 경정통지서가 발
송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
월이 경과하는 날
③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제
12조의4 제1항이나 제3항(같
은 조 제1항의 중가산세와 관
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가산세)의 중가산세(이하 이
항에서 “과소신고중가산세”라
한다)와 관련된 부과결정통지
서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서
에 기재된 금액의 과소신고가
산세 또는 과소신고중가산세
를 해당 통지서가 발송된 날
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
하는 날과 해당 과소신고가산
세 또는 과소신고중가산세의
납부의 원인이 된 관세와 관
련된 화물의 수입 허가일 중
늦은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
다.
④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12
조의4 제2항이나 제3항(같은
조 제2항의 중가산세와 관련
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중
가산세(이하 이 항에서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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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重加算税」という。）に係る
賦課決定通知書を受けた者
は、当該通知書に記載された
金額の無申告加算税又は無申
告重加算税を当該通知書が発
せられ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
て一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納
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고중가산세”라 한다)와 관련
된 부과결정통지서를 받은 자
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금
액의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신
고중가산세를 해당 통지서가
발송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
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납부하
여야 한다.

第九条の二 （納期限の延長）
제9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申告納税方式が適用される貨
①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物を輸入しようとする者が、
화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7
第七条第二項（申告）の規定
조제2항(신고)에 따른 수입신
による輸入申告書を提出した
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9조
場合において、前条第一項の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
規定による関税を納付すべき
여야 하는 기한(이하 이 항
期限（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
및 제2항에서 “납부기한”이라
おいて「納期限」という。）に
한다)에 관하여 그 연장을 요
関し、その延長を受けたい旨
청하는 신청서를 제7조제2항
の申請書を第七条第二項の税
의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동시
関長に提出し、かつ、当該輸
에 해당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入申告書に記載した関税額の
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額の
해당하는 액수의 담보를 해당
担保を当該税関長に提供した
세관장에게 제공한 때에는 해
ときは、当該税関長は、前条
당 세관장은 제9조제1항에도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
불구하고 해당 관세액이 해당
当該関税額が当該提供された
제공된 담보액을 초과하지 아
担保の額を超えない範囲内に
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납부
おいて、その納期限を三月以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할
内に限り延長することができ
수 있다.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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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申告納税方式が適用される
貨物（特例申告貨物を除く。）
を輸入しようとする者が、そ
の月（以下この項において
「特定月」という。
）において
輸入しようとする貨物に課さ
れるべき関税の納期限に関
し、特定月の前月末日までに
その延長を受けたい旨の申請
書を当該貨物に係る第七条第
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をする
税関長に提出し、かつ、当該
貨物に係る関税額の合計額に
相当する額の担保を当該税関
長に提供したときは、当該税
関長は、特定月においてその
者が輸入する貨物に係る関税
については、前条第一項の規
定にかかわらず、特定月にお
ける関税額の累計額が当該提
供された担保の額を超えない
範囲内において、その納期限
を特定月の末日の翌日から三
月以内に限り延長することが
できる。
３ 特例輸入者又は特例委託輸
入者が、期限内特例申告書を
提出した場合において、前条
第二項第一号に掲げる税額に
相当する関税を納付すべき期
限に関し、特例申告書の提出

②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화물(특례신고화물을 제외한
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달
(이하 이 항에서 “특정 달”이
라 한다)에 수입하려는 화물
에 부과되어야 하는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하여 특정 달의
전달 말일까지 그 연장을 요
청한다는 신청서를 해당 화물
과 관련된 제7조제1항에 따
른 신고를 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해당 화물과
관련된 관세액의 합계액에 해
당하는 액수의 담보를 해당
세관장에게 제공한 때에는 해
당 세관장은 특정 달에 그 자
가 수입하는 화물과 관련된
관세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특정 달의 관
세액의 누계액이 해당 제공된
담보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납부기한을
특정 달의 말일의 다음 날부
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례수입자 또는 특례위탁
수입자가 기한내 특례신고서
를 제출한 경우에 제9조제2
항제1호의 세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
에 관하여 특례신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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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限までにその延長を受けた
い旨の申請書を第七条の二第
二項（申告の特例）の税関長
に提出し、かつ、当該期限内
特例申告書に記載した関税額
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額
の担保を当該税関長に提供し
たときは、当該税関長は、前
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
ず、当該関税額が当該提供さ
れた担保の額を超えない範囲
内において、当該納付すべき
期限を二月以内に限り延長す
ることができる。
４ 前三項の申請書の記載事項
その他これらの規定の適用に
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
める。

기한까지 그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7조의2 제2항(신
고의 특례)의 세관장에게 제
출하는 동시에 해당 기한내
특례신고서에 기재한 관세액
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
는 액수의 담보를 해당 세관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해당
세관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해당 관세액이 해당
제공된 담보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납
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의 기재사항, 그 밖에
이들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第九条の三 （納税の告知）
税関長は、賦課課税方式によ
る関税で、次に掲げる関税以
外のものを徴収しようとする
ときは、納税の告知をしなけ
ればならない。
一 第七十七条第三項（郵便
物の関税の納付）の規定に
より納付される郵便物の関
税
二 第八十五条第一項（公売
代金等の充当）（第八十八条

제9조의3 (납세의 고지)
① 세관장은 부과과세방식에
따른 관세로서 다음의 관세
이외의 것을 징수하려는 때에
는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한
다.
1. 제77조제3항(우편물의
관세 납부)에 따라 납부되
는 우편물의 관세
2. 제85조제1항(공매대금
등의 충당)[제88조(유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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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置貨物）において準用
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百
三十四条第五項（領置物件
等の公売代金等の充当）の
規定により貨物の公売又は
売却による代金をもつて充
てる関税
三 過少申告加算税、無申告
加算税及び重加算税
２ 前項の規定による納税の告
知は、税関長が、政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納付すべき
税額、納期限及び納付場所を
記載した納税告知書を送達し
て行う。ただし、第八条第四
項ただし書（口頭による賦課
決定の通知）の規定に該当す
る場合には、当該告知書の送
達に代えて、税関職員に口頭
で当該告知をさせることがで
きる。
第九条の四 （納付の手続）
関税（賦課課税方式が適用さ
れる郵便物に係る関税を除
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
じ。）を納付しようとする者
は、その税額に相当する金銭
に納付書（納税告知書の送達
を受けた場合には、納税告知
書）を添えて、これを日本銀

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4조제5
항(영치물건 등의 공매대금
등의 충당)에 따라 화물의
공매 또는 매각에 따른 대
금으로 충당하는 관세
3.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및 중가산세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 고지
는 세관장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
하여 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단서(구두에 의한 부과결정의
통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의 송달을 대신하
여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해당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4 (납부의 절차)
관세(부과과세방식이 적용되
는 우편물과 관련된 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세
액에 해당하는 금전에 납부서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경
우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
여 이를 일본은행(국세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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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国税の収納を行う代理店
を含む。）又はその関税の収納
を行う税関職員に納付しなけ
ればならない。ただし、証券
をもつてする歳入納付に関す
る法律（大正五年法律第十
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証
券で納付すること又は財務省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
かじめ税関長に届け出た場合
に財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
り納付することを妨げない。

납하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그 관세를 수납하는 세
관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으로 하는 세입
납부에 관한 법률」(대정
5<1916>년 법률 제1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 또는 재무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재
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第九条の五 （徴収の順位）
제9조의5 (징수의 순위)
関税は、国税徴収法（昭和三
① 관세는 「국세징수법」(소
十四年法律第百四十七号）、地
화34<1959>년 법률 제147
方税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
호), 「지방세법」(소화
二百二十六号）その他の法令
25<1950>년 법률 제226
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関
호), 그 밖의 법령에도 불구
税を徴収すべき外国貨物につ
하고 해당 관세를 징수하여야
いて、他の公課及び債権に先
하는 외국화물에 대하여 다른
だつて徴収する。
공과 및 채권에 앞서 징수한
다.
２ 国税徴収の例により徴収す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
る場合における関税及びその
수하는 경우의 관세 및 그 체
滞納処分費の徴収の順位は、
납처분비의 징수의 순위는 각
それぞれ国税徴収法に規定す
각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
る国税及びその滞納処分費と
세 및 그 체납처분비와 동일
同順位とする。この場合にお
순위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
いては、前項の規定の適用を
1항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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妨げない。

한다.

第九条の六 （担保）
제9조의6 (담보)
この法律又は関税定率法その
① 이 법 또는 「관세정률
他関税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
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より提供する関税の担保の種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관세의
類については、国税通則法第
담보의 종류에 대하여는 「국
五十条（担保の種類）の規定
세통칙법」 제50조(담보의
を準用する。
종류)를 준용한다.
２ 前項の担保の提供について
② 제1항의 담보의 제공에 대
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
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る。
정한다.
第十条 （担保を提供した場合
제10조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の充当又は徴収）
충당 또는 징수)
関税の担保として金銭を提供
① 관세의 담보로서 금전을
した納税義務者は、政令で定
제공한 납세의무자는 정령으
めるところにより、担保とし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て提供した金銭をもつて関税
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의
の納付に充てることができ
납부에 충당할 수 있다.
る。
２ 国税通則法第五十二条（担
② 「국세통칙법」 제52조
保の処分）の規定は、関税の
(담보의 처분)는 관세의 담보
担保が提供された場合におい
가 제공된 경우에 납세의무자
て、納税義務者が第九条（申
가 제9조(신고납세방식에 따
告納税方式による関税等の納
른 관세 등의 납부)에 따라
付）の規定により関税を納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
すべき期限（第九条の二第一
[제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項から第三項まで（納期限の
까지(납부기한의 연장)에 따
延長）の規定により関税を納
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付すべき期限が延長された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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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にあつては、当該延長され
た期限）又は第九条の三第二
項（納税の告知）の納期限
（延滞税については、その計
算の基礎となる関税のこれら
の納期限。第十一条（関税の
徴収）及び第十二条第一項た
だし書（延滞税の額の計算の
特例）においてこれらの期限
を「納期限」という。）までに
関税を完納しないときについ
て準用する。
３ 前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
る国税通則法第五十条第六号
（担保の種類）の保証人は、
国税徴収法第十章（罰則）の
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納税
者とみなす。

연장된 기한] 또는 제9조의3
제2항(납세의 고지)의 납부기
한[연체세에 대하여는 그 계
산의 기초가 되는 관세의 납
부기한. 제11조(관세의 징수)
및 제12조제1항 단서(연체세
액의 계산의 특례)에서 이들
기한을 “납부기한”이라 한다]
까지 관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9조의6에서 준용하는
「국세통칙법」 제50조제6호
(담보의 종류)의 보증인은
「국세징수법」 제10장(벌
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납세
자로 본다.

第十条の二 （徴収の引継ぎ）
제10조의2 (징수의 인계)
税関長は、必要があると認め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るときは、その徴収する関税
한 때에는 그 징수하는 관세
について、他の税関長に徴収
에 대하여 다른 세관장에게
の引継ぎをすることができ
징수의 인계를 할 수 있다.
る。
２ 前項の規定により徴収の引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의 인계
継ぎがあつたときは、その引
가 있은 때에는 그 인계를 받
継ぎを受けた税関長は、遅滞
은 세관장은 지체 없이 그 내
なく、その旨をその関税の納
용을 그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税義務者に通知するものとす
게 통지한다.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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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一条 （関税の徴収）
제11조 (관세의 징수)
関税が納期限までに完納され
관세가 납부기한까지 완납되
ない場合（当該関税につき担
지 아니한 경우(해당 관세에
保の提供がある場合を除く。）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 있는
及び国税通則法第三十八条第
경우를 제외한다) 및 「국세
一項各号（繰上請求）に掲げ
통칙법」 제38조제1항 각 호
る場合に該当し、納付すべき
(조상청구)의 경우에 해당하
税額の確定した関税がその納
며,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期限までに完納されないと認
확정된 관세가 그 납부기한까
められる場合又は特例申告貨
지 완납되지 아니할 것으로
物につき納付すべき関税（納
판단되는 경우 또는 특례신고
付すべき税額が確定したもの
화물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
を除く。）でその確定後におい
는 관세(납부하여야 하는 세
ては当該関税の徴収を確保す
액이 확정된 것을 제외한다)
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
로서 그 확정 후에는 해당 관
るものがある場合における当
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
該関税の徴収については、国
고 판단되는 것이 있는 경우
税徴収の例による。
의 해당 관세의 징수에 대하
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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