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통관절차 안내

고객님께서 보내신 우편물을 일본우편주식회사가 세관에 제시하고, 세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거친 후, 외국으로 발송됩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신 우편물은 일본우편주식회사의 통관교환국에 반입된 후, 수출신고가 필요한 우편물(내용물의 합계 금액이 20

만엔을 초과하는 것)로서 통관 보류 상태로 분류되어 일단 통관교환국에 보관됩니다.

이 우편물은 관세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자이신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관에서 필요한 심사·검사를 

거친 후, 세관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편물은 수출 허가 후, 외국으로 발송됩니다.

수출신고가 필요한 우편물(내용물의 합계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것)의 통관절차(상기 1.의 ⑵의 ③, ⑤)는 수출 

당사자이신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고객님께서 통관절차의 대리·대행을 위임하신 통관업자가 실시할 수도 있습

니다.

일본우편주식회사에게 통관절차 대리·대행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우편물을 보내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우편주

식회사 이외의 통관업자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통관업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통관

2.   내용물의 합계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을 보내시는 고객님께

(1) 내용물의 합계 금액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2) 내용물의 합계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고객님께서 수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관절차 실시

통관업자에게 통관절차의 대리·대행을 위임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편지만 포함된 것은 제외)은 통관절차를 거쳐 외국으로 발송됩니다. 통관절차는 내용물

의 합계 금액에 따라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객님

① 세관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

②우편물 보냄 ⑤외국으로 발송
일본우편주식회사

세  관

통관교환국

③우편물을 세관에 제시 ④필요한 검사 완료

※ 세관에서 검사한 결과, 20만엔을 초과한다고 판단

한 경우,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고객님께 그 사실

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

① 세관신고서 및

인보이스에 필요

사항을 기재

②우편물 보냄

④수출 허가

※통관절차

⑤ 반출 요청

③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

⑥외국으로 발송
일본우편주식회사

세  관

통관교환국

고객님께서

직접 실시

※ 통관업자에게 대리·대행을 위임하실 수도 있습

니다.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통관절차 안내

고객님 앞으로 도착한 우편물은 일본우편주식회사가 세관에 제시하고, 세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거친 후, 고객님께서 관세 등

을 납부(과세된 것에 한함)하시면 배달·인도됩니다.

고객님 앞으로 도착한 우편물은 일본우편주식회사가 세관에 제시하고, 세관에서 검사한 결과,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과세금

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것 등   )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통관 보류로 분류되어 일본우편주식회사의 통관교환국에 

보관되며, 그 사실을 통관교환국에서 고객님께 알려 드립니다.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수

입 당사자이신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관에서 필요한 심사·검사를 거친 후, 관세 등을 납부(과세된 

것에 한함)하신 다음, 세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편물은 수입허가 후, 배달·인도됩니다.

(주): 기증품 또는 과세금액 등이 불명확한 경우, 수입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통관

2.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을 수취하시는 고객님께

(1) 과세금액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2) 과세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고객님께서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의 통관절차(상기 1.의 ⑵의 ⑤, ⑦)는 수입 당사자이신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고객님

께서 통관절차의 대리·대행을 위임하신 통관업자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우편주식회사에게 통관절차의 대리·대행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도착 안내(상기 1.의 ⑵의 ④)를 받으실 때에 말

씀해 주십시오(아울러, 세관 등의 납부는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본우편주식회사 이외의 통

관업자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통관업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통관절차 실시

통관업자에게 통관절차의 대리·대행을 위임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편지만 포함된 것은 제외)은 통관절차를 거쳐 고객님께 배달·인도됩니다. 통관절차는 

우편물의 과세금액에 따라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제우편물에 대한 
문의처 휴대폰에서 0570-046-666(통화료 유료)

For English 0570-046-111
평일 8:00~22:00
토·일·공휴일 9:00~22:00 0120-5931-55

우체국 홈페이지의 『국제우편』 페이지 http://www.post.japanpost.jp/int/index.html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일본은행 대리점

④관세 등 납부

　(과세된 경우)
※ 일본우편주식회사에게 관세 등 납

부 위탁을 하시면 관세 등을 일본은
행 대리점에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⑤배달·인도①우편물 도착
일본우편주식회사

세  관

통관교환국

②우편물을 세관에 제시 ③필요한 검사 완료

(주)

고객님

⑧배달·인도

④도착 안내

⑥수입 허가

①우편물 도착

※통관절차

⑦반출 요청

⑤수입신고서 제출·납세고객님께서

직접 실시

※ 통관업자에게 대리·대행을 위임하실 수도 있습

니다.

일본우편주식회사

세  관

통관교환국

②우편물을 세관에 제시 ③20만엔 초과 가능성

　을 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