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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문

第一章 総則
第一節 通則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第一条（趣旨）
この法律は、関税の確定、納
付、徴収及び還付並びに貨物
の輸出及び輸入についての税
関手続の適正な処理を図るた
め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
する。

제1조 (취지)
이 법은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급, 화물의 수출입
에 대한 관세 절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第二条（定義）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
く命令において、次の各号に
掲げる用語は、当該各号に掲
げる定義に従うものとする。

제2조 (정의)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
는 해당 각 호의 정의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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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역본은 2021년 1월 현재 시행법[영화2<2020>년 법률 제9호(영화2년 3월 31일 공포), 영화
3<2021>년 1월 1일 시행]에 따름

1

一 「輸入」とは、外国から
本邦に到着した貨物（外国
の船舶により公海で採捕さ
れた水産物を含む。
）又は輸
出の許可を受けた貨物を本
邦に（保税地域を経由する
ものについては、保税地域
を経て本邦に）引き取るこ
とをいう。
二 「輸出」とは、内国貨物
を外国に向けて送り出すこ
とをいう。
三 「外国貨物」とは、輸出
の許可を受けた貨物及び外
国から本邦に到着した貨物
（外国の船舶により公海で
採捕された水産物を含む。）
で輸入が許可される前のも
のをいう。
四 「内国貨物」とは、本邦
にある貨物で外国貨物でな
いもの及び本邦の船舶によ
り公海で採捕された水産物
をいう。
四の二 「附帯税」とは、関
税のうち延滞税、過少申告
加算税、無申告加算税及び
重加算税をいう。
五 「外国貿易船」とは、外
国貿易のため本邦と外国と
の間を往来する船舶をい

1. “수입”이란 외국에서 일
본에 도착한 화물(외국 선
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수출 허가를 받은 화
물을 일본에(보세지역을 경
유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보
세지역을 경유하여 일본으
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출”이란 국내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
한다.
3. “외국화물”이란 수출 허
가를 받은 화물 및 외국에
서 일본에 도착한 화물(외
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
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포함
한다)로서 수입허가를 받기
전의 것을 말한다.
4. “내국화물”이란 일본에
있는 화물로서 외국화물이
아닌 것 및 일본 선박이 공
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말한다.
4의2. “부대세”란 관세 중
연체세, 과소신고가산세, 무
신고가산세 및 중가산세를
말한다.
5. “외국화물선”이란 외국
무역을 위하여 일본과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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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
六 「外国貿易機」とは、外
国貿易のため本邦と外国と
の間を往来する航空機をい
う。
七 「沿海通航船」とは、本
邦と外国との間を往来する
船舶以外の船舶をいう。
八 「国内航空機」とは、本
邦と外国との間を往来する
航空機以外の航空機をい
う。
九 「船用品」とは、燃料、
飲食物その他の消耗品及び
帆布、綱、じヽうヽ器その
他これらに類する貨物で、
船舶において使用するもの
をいう。
十 「機用品」とは、航空機
において使用する貨物で、
船用品に準ずるものをい
う。
十一 「開港」とは、貨物の
輸出及び輸入並びに外国貿
易船の入港及び出港その他
の事情を勘案して政令で定
める港をいう。
十二 「税関空港」とは、貨
物の輸出及び輸入並びに外
国貿易機の入港及び出港そ
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政令

다.
6. “외국화물기”란 외국 무
역을 위하여 일본과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
한다.
7. “국내운항선”이란 일본과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8. “국내항공기”란 일본과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를 말한다.
9. “선박용품”이란 연료, 음
식물, 그 밖의 소모품 및 범
포(帆布), 그물, 비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화물로서
선박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10. “항공기용품”이란 항공
기에서 사용하는 화물로서
선박용품에 준하는 것을 말
한다.
11. “개항”이란 화물의 수출
입,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항구를 말
한다.
12. “세관공항”이란 화물의
수출입, 외국무역기의 입출
항,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
여 정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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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定める空港をいう。
十三 「不開港」とは、港、
空港その他これらに代り使
用される場所で、開港及び
税関空港以外のものをい
う。
２ 前項第一号、第三号及び第
四号に規定する公海で採捕さ
れた水産物には、本邦の排他
的経済水域の海域及び外国の
排他的経済水域の海域で採捕
された水産物を含むものとす
る。
３ 外国貨物が輸入される前に
本邦において使用され、又は
消費される場合（保税地域に
おいてこの法律により認めら
れたところに従つて外国貨物
が使用され、又は消費される
場合その他政令で定める場合
を除く。）には、その使用し、
又は消費する者がその使用又
は消費の時に当該貨物を輸入
するものとみなす。

말한다.
13. “불개항(不開港)”이란
항구, 공항, 그 밖에 이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장소로
서 개항 및 세관공항 이외
의 장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
4호에 따른 공해에서 채집하
거나 포획한 수산물에는 일본
및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인
해역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포함한다.
③ 외국화물이 수입되기 전에
일본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
는 경우(보세지역에서 이 법
에 따라 인정된 바에 따라 외
국화물이 사용되거나 소비되
는 경우,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자가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해
당 화물을 수입한 것으로 본
다.

第二節 期間及び期限

제2절 기간 및 기한

第二条の二（期間の計算及び期
限の特例）
国税通則法（昭和三十七年法
律第六十六号）第十条（期間

제2조의2 (기간의 계산 및 기
한의 특례)
⌜국세통칙법⌟(소화
37<1962>년 법률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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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計算及び期限の特例）の規
定は、この法律又は関税定率
法（明治四十三年法律第五十
四号）その他の関税に関する
法律の規定による期間の計算
及び期限について準用する。

제10조(기간의 계산 및 기한
의 특례)는 이 법 또는 ⌜관
세정률법⌟(명치43<1910>
년 법률 제54호), 그 밖의 관
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의 계산 및 기한에 대하여 준
용한다.

第二条の三（災害による期限の 제2조의3 (재해로 의한 기한의
延長）
연장)
特定災害（震災、風水害、火
① 특정재해(지진재해, 풍수
災その他政令で定める災害で
해, 화재, 그 밖에 정령으로
あつて、財務大臣が指定した
정하는 재해로서 재무대신이
ものをいう。以下同じ。
）によ
지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り相当な損害を受けた地域と
다)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
して財務大臣が指定する地域
역으로서 재무대신이 지정하
（以下この条及び第百二条の
는 지역[이하 이 조 및 제
二（災害による手数料の還
102조의2(재해로 인한 수수
付、軽減又は免除）において
료의 환급, 경감 또는 면제)
「指定地域」という。）に当該
에서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特定災害が発生した時に住所
해당 특정재해가 발생한 때에
又は居所を有していた当該特
주소 또는 거소가 있었던 해
定災害の被災者に係るこの法
당 특정재해의 피해자와 관련
律又は関税定率法その他の関
된 이 법 또는 ⌜관세정률법
税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申
⌟,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
請、請求、届出その他書類の
률에 따른 신청, 청구, 신고,
提出、納付又は徴収（以下こ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납부
の条において「申請等」とい
또는 징수(이하 이 조에서
う。）に関する期限で、当該特
“신청 등”이라 한다)에 관한
定災害が発生した日から財務
기한으로서 해당 특정재해가
大臣が当該特定災害による当
발생한 날부터 재무대신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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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指定地域への影響の程度を
勘案して別に定める日（以下
この項及び第四項において
「指定日」という。
）までの間
に到来するものについては、
当該期限を指定日の翌日まで
延長する。

당 특정재해가 해당 지정지역
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감안
하여 별도로 정하는 날(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지정일”
이라 한다)까지 도래하는 것
에 대하여는 해당 기한을 지
정일의 다음 날까지 연장한
다.
②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
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
정지역과 관련된 특정재해로
말미암은 부득이한 이유로 제
1항에 따라 연장된 신청 등에
관한 기한까지 그 신청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만 그 자
와 관련된 연장된 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
정지역과 관련된 특정재해로
말미암은 부득이한 이유로 해
당 특정재해가 발생한 날 이
후에 도래하는 신청 등(제1항
에 따른 이재민과 관련된 신
청 등으로서 지정일까지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２ 前項の規定の適用に関し必
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３ 税関長は、第一項に規定す
る指定地域に係る特定災害に
起因するやむを得ない理由に
より、同項の規定により延長
された申請等に関する期限ま
でにその申請等をすることが
できないと認める者があると
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その理由のやんだ日か
ら二月以内に限り、その者に
係る当該延長された期限を延
長することができる。
４ 税関長は、第一項に規定す
る指定地域に係る特定災害に
起因するやむを得ない理由に
より、当該特定災害が発生し
た日以後に到来する申請等
（同項に規定する被災者に係
る申請等で指定日までにその
期限の到来するものを除く。
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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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する期限までにその申請等
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
る者があるときは、政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理由
のやんだ日から二月以内に限
り、その者に係る当該期限を
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관한 기한까지 그 신청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만 그 자
와 관련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第三節 送達

제3절 송달

第二条の四
제2조의4
国税通則法第十二条（書類の
⌜국세통칙법⌟ 제12조(서류
送達）及び第十四条（公示送
의 송달) 및 제14조(공시송
達）の規定は、この法律又は
달)는 이 법 또는 ⌜관세정률
関税定率法その他の関税に関
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いて税
법률에 따라 세관장 또는 세
関長又は税関職員が発する書
관직원이 발급하는 서류의 송
類の送達について準用する。
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
この場合において、国税通則
우에 ⌜국세통칙법⌟ 제12조
法第十二条第一項ただし書及
제1항 단서 및 제3항 중 “납
び第三項中「納税管理人」と
세관리인”은 “⌜관세법⌟ 제
あるのは、「関税法第九十五条
95조제1항(관세사무관리인)
第一項（税関事務管理人）に
에 따른 관세사무관리인”으로
規定する税関事務管理人」と
한다.
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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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章 関税の確定、納付、徴収 제2장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及び還付
및 환급
第一節 通則

제1절 통칙

第三条（課税物件）
輸入貨物（信書を除く。
）に
は、この法律及び関税定率法
その他関税に関する法律によ
り、関税を課する。ただし、
条約中に関税について特別の
規定があるときは、当該規定
による。

제3조 (과세물건)
수입화물[신서(信書)2를 제외
한다]에는 이 법 및 ⌜관세정
률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다. 다만, 조약 중에 관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第四条（課税物件の確定の時
期）
関税を課する場合の基礎とな
る貨物の性質及び数量は、当
該貨物の輸入申告の時におけ
る現況による。ただし、次の
各号に掲げるものについて
は、当該各号に定める時にお
ける現況による。
一 保税蔵置場又は総合保税
地域に置かれた外国貨物
（通常保税蔵置場又は総合
保税地域に置かれる期間が
長期にわたり、その間に欠

제4조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
①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
초가 되는 화물의 성질 및 수
량은 해당 화물의 수입신고
시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해
당 각 호에서 정하는 때의 상
황에 따른다.
1. 보세장치장 또는 종합보
세지역에 장치된 외국화물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세장치장 또는 종합보세
지역에 장치되고, 그 사이에

2

“신서(信書)”란 특정 수취인에게 발신인이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를 말함.
예) 청구서류(견적서, 원서, 신청서, 신고서, 계약서 등), 소집통지서, 허가서류(면허증, 인증서 등),
증명서류 등(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호적등본 등)
출처: 일본 총무성< https://www.soumu.go.jp/yusei/shinsho_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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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が生ずるものとして政令
で定めるもの、総合保税地
域において第六十二条の八
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
（総合保税地域の許可）に
掲げる行為がされたもの、
第三十四条（外国貨物の廃
棄）の規定により税関に届
け出て廃棄したもの並びに
次号から第三号の二まで、
第七号及び第八号に掲げる
ものを除く。
） 第四十三条
の三第一項（外国貨物を置
くことの承認）又は第六十
二条の十（外国貨物を置く
こと等の承認）の規定によ
り保税蔵置場又は総合保税
地域に置くことが承認され
た時
二 保税工場又は総合保税地
域における第五十六条第一
項（保税工場の許可）に規
定する保税作業による製品
である外国貨物（第七号及
び第八号に掲げるもの並び
に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
く。） 第六十一条の四にお
いて準用する第四十三条の
三第一項又は第六十二条の
十の規定により当該貨物の
原料である外国貨物につ

감모손실이 발생하는 화물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종합보세지역에서 제62조의
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종
합보세지역의 허가)의 행위
가 있은 것, 제34조(외국화
물의 폐기)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여 폐기한 것, 제2호
부터 제3호의2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43조의3제1항
(외국화물장치승인) 또는
제62조의10(외국화물장치
등의 승인)에 따라 보세장
치장 또는 종합보세지역 장
치가 승인된 때

2.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
지역에서 제56조제1항(보세
공장의 허가)에 따른 보세
작업을 한 제품인 외국화물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것, 정령으로 정하는 것
을 제외한다): 제61조의4에
서 준용하는 제43조의3제1
항 또는 제62조의10에 따라
해당 화물의 원료인 외국화
물에 대하여 보세공장이나
종합보세지역에 장치하는
9

き、保税工場若しくは総合
保税地域に置くこと又は保
税工場において当該保税作
業に使用すること若しくは
総合保税地域において第六
十二条の八第一項第二号に
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が承
認された時
三 第六十一条第一項（保税
工場外における保税作業）
又は第六十二条の五（保税
展示場外における使用の許
可）（これらの規定を第六十
二条の十五において準用す
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
り指定された場所にこれら
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期
間を経過した後置かれてい
る外国貨物（前号、次号、
第七号及び第八号に掲げる
ものを除く。
） これらの規
定による許可がされた時
三の二 保税展示場又は総合
保税地域に入れられた外国
貨物のうち、保税展示場又
は総合保税地域における販
売又は消費を目的とするも
の、保税展示場において外
国貨物に加工し、又はこれ
を原料として製造して得た
製品（政令で定めるものを

행위 또는 보세공장에서 해
당 보세작업에 사용하는 행
위나 종합보세지역에서 제
62조의8제1항제2호의 행위
가 승인된 때

3. 제61조제1항(보세공장
외 보세작업) 또는 제62조
의5(보세전시장 외 사용 허
가) (이들 규정을 제62조의
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지정된 장
소에 이들 규정에 따라 지
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장
치된 외국화물(제2호, 제4
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들
규정에 따른 허가가 있은
때
3의2. 보세전시장 또는 종
합보세지역에 반입된 외국
화물 중 보세전시장 또는
종합보세지역 내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
보세전시장에서 외국화물에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
여 제조한 제품(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
10

除く。
）その他これらに類す
る貨物で政令で定めるもの
（第三十四条の規定により
税関に届け出て廃棄したも
の並びに第二号、第七号及
び第八号に掲げるものを除
く。） 第六十二条の三第一
項（保税展示場に入れる外
国貨物に係る手続）の規定
による承認又は第六十二条
の十一（販売用貨物等を入
れることの届出）の規定に
よる届出がされた時
三の三 保税展示場に入れら
れた外国貨物で第六十二条
の六第一項（許可の期間満
了後保税展示場にある外国
貨物についての関税の徴
収）の規定により関税を徴
収されるもの（第二号、前
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掲
げるものを除く。） 当該関
税を徴収すべき事由が生じ
た時
四 保税地域にある外国貨物
又は第三十条第一項第二号
（外国貨物を置く場所の制
限）の規定により税関長の
許可を受けた外国貨物で、
亡失し、又は滅却されたも
の（第一号、第二号、第三

밖에 이들과 유사한 화물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제
34조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
여 폐기한 것,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62조의3제1항
(보세전시장에 반입되는 외
국화물과 관련된 절차)에
따른 승인 또는 제62조의
11(판매용 화물 등 반입 신
고)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

3의3.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화물로서 제62조의6제1
항(허가의 기간만료 후 보
세전시장에 있는 외국화물
에 대한 관세의 징수)에 따
라 관세가 징수되는 것(제2
호, 제3의2, 제7호 및 제8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 해당 관세를 징수하여
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보세지역에 있는 외국화
물 또는 제30조제1항제2호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장소
의 제한)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외국화물로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형태
가 변형된 것(제1호, 제2호,
11

号の二、次号、第五号の二
及び第八号に掲げるものを
除く。
） 亡失又は滅却の時

제3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소재가 불분명해
지거나 형태가 변형된 때
5. 제23조제1항(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적재
등)에 따라 적재 승인을 받
아 보세지역에서 인수된 선
박용품이나 항공기용품으로
서 지정된 적재 기간 내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되
지 아니한 것 또는 제63조
제1항(보세운송)이나 제64
조제1항(난파화물 등의 운
송)에 따라 운송 승인을 받
아 운송된 외국화물로서 지
정된 운송 기간 내에 운송
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것
(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적재 또는
운송이 승인된 때(제23조제
1항 후단에 따라 일괄하여
적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된 외국화
물이 보세지역에서 인수된
때로 하고, 제63조제1항 후
단에 따라 일괄하여 운송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된 외국화물이
발송된 때)

五 第二十三条第一項（船用
品又は機用品の積込み等）
の規定により積込みの承認
を受けて保税地域から引き
取られた船用品若しくは機
用品で、その指定された積
込みの期間内に船舶若しく
は航空機に積み込まれない
もの又は第六十三条第一項
（保税運送）若しくは第六
十四条第一項（難破貨物等
の運送）の規定により運送
の承認を受けて運送された
外国貨物で、その指定され
た運送の期間内に運送先に
到着しないもの（第一号、
第二号、第三号の二、第七
号及び第八号に掲げるもの
を除く。） 積込み又は運送
が承認された時（第二十三
条第一項後段の規定により
一括して積込みの承認を受
けた場合にあつては当該承
認に係る外国貨物が保税地
域から引き取られた時と
し、第六十三条第一項後段
の規定により一括して運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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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承認を受けた場合にあつ
ては当該承認に係る外国貨
物が発送された時）
五の二 第六十三条の二第一
項（保税運送の特例）に規
定する特定保税運送に係る
外国貨物又は第六十三条の
九第一項（郵便物の保税運
送）の規定により届け出て
運送された郵便物で、第六
十五条第二項（運送の期間
の経過による関税の徴収）
又は第六十五条の二第一項
（運送先に到着しない郵便
物に係る関税の徴収）に規
定する期間内に運送先に到
着しないもの（第一号、第
二号、第三号の二、第七号
及び第八号に掲げるものを
除く。
） 当該外国貨物又は
第六十三条の九第一項の規
定による運送に係る郵便物
が発送された時
五の三 第六十七条の二第三
項第三号（輸出申告又は輸
入申告の手続）に該当して
輸入申告がされた貨物であ
つて、輸入の許可を受けた
もの（第一号、第二号、第
三号の二、第五号及び前号
に掲げるものを除く。） 当

5의2. 제63조의2제1항(보세
운송의 특례)에 따른 특정
보세운송과 관련된 외국화
물 또는 제63조의9제1항(우
편물의 보세운송)에 따라
신고하여 운송된 우편물로
서 제65조제2항(운송 기간
의 경과에 따른 관세의 징
수) 또는 제65조의2제1항
(운송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우편물과 관련된 관세의 징
수)에 따른 기간 내에 운송
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것
(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해당 외국
화물 또는 제63조의9제1항
에 따른 운송과 관련된 우
편물이 발송된 때
5의3. 제67조의2제3항제3
호(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의 절차)에 해당하여 수입
신고가 된 화물로서 수입허
가를 받은 것(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5호 및 제5호
의2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해당 수입허가 시
13

該輸入の許可の時
六 第七十六条第三項（郵便
物の輸出入の簡易手続）の
規定による提示がされた郵
便物（その課税標準となる
べき価格が二十万円を超え
るもの（寄贈物品であるも
の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も
のを除く。）並びに第一号、
第五号の二及び次号に掲げ
るものを除く。） 当該提示
がされた時
七 収容され、若しくは留置
された貨物、差押物件又は
領置物件で、公売に付さ
れ、又は随意契約により売
却されるもの 公売又は売却
の時
八 輸入の許可を受けないで
輸入された貨物又は第七十
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提
示がされないで輸入された
郵便物（輸入申告があつた
もの及び前号に掲げるもの
を除く。） 輸入の時
２ 前項第二号に掲げる貨物を
輸入する場合における関税の
額の計算に関し必要な事項
は、政令で定める。

6. 제76조제3항(우편물 수
출입의 간이절차)에 따라
제시된 우편물[그 과세표준
이 되어야 하는 가격이 20
만엔을 초과하는 것(기증
물품, 그 밖의 정령으로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
호, 제5호의2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해당 제시가 있은 때
7. 수용되거나 유치된 화물,
압류물건 또는 영치물건으
로서 공매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으로 매각되는 것: 공매
또는 매각 시
8.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수입된 화물 또는 제76
조제3항에 따른 제시 없이
수입된 우편물(수입신고가
있은 것 및 제7호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다): 수입 시
② 제1항제2호의 화물을 수
입하는 경우의 관세액의 계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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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条（適用法令）
제5조 (적용법령)
関税を課する場合（関税定率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관세
法第七条第十項（相殺関税）
정률법」 제7조제10항(상쇄
並びに第八条第九項第二号及
관세), 제8조제9항제2호 및
び第十八項（不当廉売関税）
제10항(반덤핑관세)에 따라
の規定により担保の提供を命
담보의 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ずる場合を含む。）に適用する
를 포함한다]에 적용하는 법
法令は、輸入申告の日におい
령은 수입신고일에 적용되는
て適用される法令による。た
법령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貨物
호의 화물에 대하여는 해당
については、当該各号に定め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적용
る日において適用される法令
되는 법령에 따른다.
による。
一 前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
1.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3
三号の三から第八号までに
호의3에서 제8호까지의 화
掲げる貨物（同項第三号及
물(제1항제3호 및 제3호의3
び第三号の三に掲げる貨物
의 화물인 경우에는 제1항
にあつては、同項第二号及
제2호 및 제3호의2의 화물
び第三号の二に掲げる貨物
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제1
を除かないものとし、同項
항제4호 및 제5호의 화물인
第四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2
貨物にあつては、同項第一
호 및 제3호의2의 화물을
号、第二号及び第三号の二
제외하지 아니한다): 해당
に掲げる貨物を除かないも
각 호에서 정하는 때가 속
のとする。） 当該各号に定
하는 날
める時の属する日
二 保税蔵置場若しくは総合
2. 보세장치장이나 종합보
保税地域に置かれた外国貨
세지역에 장치된 외국화물
物又は保税工場若しくは総
또는 보세공장이나 종합보
合保税地域における第五十
세지역에서 제56조제1항(보
六条第一項（保税工場の許
세공장의 허가)에 따른 보
15

可）に規定する保税作業に
よる製品である外国貨物
で、輸入申告がされた後輸
入の許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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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き取られる貨物について
は、その承認）がされる前
に当該貨物に適用される法
令の改正があつたもの（前
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七号
に掲げる貨物を除く。） 当
該許可又は承認の日

세작업을 한 제품인 외국화
물로서 수입신고가 있은 후
수입허가[제73조제1항(수입
허가 전 화물 인수)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인수
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
승인]가 있기 전에 해당 화
물에 적용되는 법령이 개정
된 것(제4조제1항제4호 또
는 제7호의 화물을 제외한
다): 해당 허가 또는 승인일

第六条（納税義務者）
関税は、この法律又は関税定
率法その他関税に関する法律
に別段の規定がある場合を除
く外、貨物を輸入する者が、
これを納める義務がある。

제6조 (납세의무자)
관세는 이 법 또는 「관세정
률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을 수
입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第六条の二（税額の確定の方
式）
関税額の確定については、次
の各号の区分に応じ、当該各
号に掲げる方式が適用される
ものとする。
一 次号に掲げる関税以外の
関税 納付すべき税額又は当

제6조의2 (세액의 확정방식)
①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방식
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1. 제2호의 관세 이외의 관
세: 납부의무액 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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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税額がないことが納税義
務者のする申告により確定
することを原則とし、その
申告がない場合又はその申
告に係る税額の計算が関税
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従つ
ていなかつた場合その他当
該税額が税関長の調査した
ところと異なる場合に限
り、税関長の処分により確
定する方式（以下「申告納
税方式」という。）
二 次に掲げる関税 納付す
べき税額が専ら税関長の処
分により確定する方式（以
下「賦課課税方式」とい
う。）
イ 本邦に入国する者がその
入国の際に携帯して輸入し
、又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別送して輸入する貨
物その他これに類する貨物
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対す
る関税
ロ 郵便物（その課税標準と
なるべき価格が二十万円を
超えるもの（寄贈物品であ
るものその他の政令で定め
るものを除く。）及び第七
十六条第三項（郵便物の輸
出入の簡易手続）の政令で

세액이 없음이 납세의무자
의 신고로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신고와
관련된 세액의 계산이 관세
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세
액이 세관장이 조사한 바와
다른 경우에만 세관장의 처
분에 따라 확정하는 방식
(이하 “신고세액방식”이라
한다)
2. 다음의 관세: 납부의무액
이 세관장의 처분에 의해서
만 확정되는 방식(이하 “부
과과세방식”이라 한다)
가. 일본에 입국하는 자가
그 입국 시에 휴대하여 수
입하거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송하여 수입
하는 화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화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관세
나. 우편물[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것(기증물
품,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
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
76조제3항(우편물 수출입
의 간이절차)의 정령으로
17

定める場合に係るものを除
く。）に対する関税
ハ 関税定率法第七条第三項
（相殺関税）若しくは第八
条第二項（不当廉売関税）
の規定により課する関税又
は同条第十六項の規定によ
り変更され、若しくは継続
され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り課する関税（同条第十
五項に規定する調査期間内
に輸入されたものに課する
ものに限る。第十二条及び
第十四条において同じ。）
ニ この法律又は関税定率法
その他関税に関する法律の
規定により一定の事実が生
じた場合に直ちに徴収する
ものとされている関税
ホ この法律及び関税定率法
以外の関税に関する法律の
規定により税額の確定が賦
課課税方式によるものとさ
れている関税
ヘ 過少申告加算税、無申告
加算税及び重加算税
２ 第十二条第一項（延滞税）
に規定する延滞税は、前項の
規定にかかわらず、特別の手
続を要しないで、同条の規定
により納付すべき税額が確定

정하는 경우와 관련된 것
을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
다. 「관세정률법」 제7조
제3항(상쇄관세)이나 제8
조제2항(반덤핑관세)에 따
라 부과하는 관세 또는 제
8조제16항에 따라 변경되
거나 계속되는 제8조제1항
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제
8조제15항에 따른 조사기
간 내에 수입된 것에 부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
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라. 이 법 또는 「관세정률
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징수
하는 관세
마. 이 법 및 「관세정률
법」 이외의 관세에 관한
법에 따라 세액의 확정이
부과과세방식에 따라 결정
되는 관세
바.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및 중가산세
② 제12조제1항(연체세)에
따른 연체세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제
12조에 따라 납부의무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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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るものとする。
第六条の三（郵送等に係る申告 제6조의3 (우송 등과 관련된
書等の提出時期）
신고서 등의 제출시기)
国税通則法第二十二条（郵送
「국세통칙법」 제22조(우송
等に係る納税申告書等の提出
등과 관련된 납세신고서 등의
時期）の規定は、次条第一
제출시기)는 제7조제1항, 제7
項、第七条の十四第一項（修
조의14제1항(수정신고), 제7
正申告）、第七条の十五第一項
조의15제1항(경정청구), 제9
（更正の請求）、第九条の二第
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一項から第三項まで（納期限
(납기한의 연장) 또는 제67
の延長）又は第六十七条（輸
조(수출입 허가)에 따른 신
出又は輸入の許可）の規定に
고, 청구 또는 신청과 관련된
よる申告、請求又は申請に係
서면(해당 서면에 첨부하여야
る書面（当該書面に添付すべ
하는 서류 및 해당 서면의 제
き書類及び当該書面の提出に
출에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関連して提出するものとされ
를 포함한다), 그 밖에 재무
ている書類を含む。
）その他財
성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우편
務省令で定める書類が郵便又
또는 신서편[「민간사업자에
は信書便（民間事業者による
의한 신서의 송달에 관한 법
信書の送達に関する法律（平
률」(평성14<2002>년 법률
成十四年法律第九十九号）第
제99호) 제2조제6항(정의)에
二条第六項（定義）に規定す
따른 일반신서편사업자 또는
る一般信書便事業者又は同条
제2조제9항에 따른 특정신서
第九項に規定する特定信書便
편사업자에 의한 제2조제2항
事業者による同条第二項に規
에 따른 신서편을 말한다]으
定する信書便をいう。）により
로 제출된 경우에 대하여 준
提出された場合について準用
용한다.
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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