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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上半期 일본세관 관세법 위반사건 단속현황
-부정약물의 압수량이 상반기에만 1.5톤 초과-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19년 9월 25일 금년도 상반기 전국세관이 공항만 등에서 
부정약물의 밀수입, 기타 관세법 위반사건을 단속한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약물 등 
 부정약물1) 적발 건수는 571건(전년동기대비 41% 증가), 압수량2)은 1,581kg 
(전년동기대비 약 2.7배)이다. 압수량은 상반기에 이미 1.5톤을 초과하였고, 특히 
각성제는 사상 최초로 “4년 연속 1톤 초과”의 대량적발이 확실시됨에 따라 
일본으로의 부정약물 밀수입이 극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표1) 부정약물의 적발 건수 및 압수량 추이

 1) 각성제 사범
 적발 건수는 207건(전년동기대비 약 3배), 압수량은 1,460kg3)(전년동기대비 약 
2.8배)으로서 이미 2018년도 적발실적(적발 건수 171건, 압수량 약 1,156kg)을 상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1톤 초과가 확실해졌다. 

 1회 압수량으로서는 과거 최고인 해상에서 거래되던 약 1톤의 각성제를 적발하였고, 
항공기여행자에 의한 적발 건수가 103건(전년동기대비 약 2.9배), 압수량은 약 
218kg(전년동기대비 약 3배), 항공화물 등에 의한 적발 건수가 55건(전년동기대비 약 
9.2배), 압수량은 약 122kg(전년동기대비 약 22배) 등 대폭 증가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동경세관 등은 2019년 6월 도리시마(鳥島) 남서방 해양에서 
해상 거래되던 각성제 약 1톤을 시즈오카(靜岡)현 미나미이즈쬬(南伊豆町) 해안에서 
적발하였고, 2019년 2월 캐나다로부터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캐나다인 여행자 
휴대품으로부터 각성제 약 30kg을 적발(항공기여행자로서는 과거 최고)하였으며, 
하코다테세관은 2019년 2월 한국으로부터 아오모리공항에 도착한 네덜란드인 
남녀여행자 휴대품으로부터 각성제 약 3kg을 적발하였다.

1) 각성제, 대마, 아편, 마약(헤로인, 코카인, MDMA 등), 向精神藥 및 지정 약물을 말한다.
2) 정제형 약물은 제외한다.
3) 약물 남용자의 통상 약 4,867만 회 사용량이며, 末端 價格으로는 약 876억￥ 상당하다.

15년 16년 17년 18년 18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증감(%)
건수 1,896 892 784 886 406 571 41

압수량 kg 522 1,650 1,380 1,493 597 1,581 165
천정 8 3 6 48 21 27 33

사용회수(만회) 1,499 5,405 4,638 4,406 1,786 5,173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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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형태별로 보면 전체 적발 건수의 약 절반을 항공기여행자에 의한 밀수가 점하고 
있고, 압수량에서도 전년동기대비 약 3배 정도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상업화물 및 
국제우편물에 의한 적발 건수는 모두 증가하였지만, 상업화물에 의한 압수량은 
감소하였다. 선원 등(해상거래를 포함)에 의한 압수량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적발 건수에서는 아시아지역(아시아 각국,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대만)이 451%로서 절반에 가깝게 점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을 포함하면 거의 
90% 정도 된다. 압수량에서는 아시아지역이 13%, 북미지역이 13%, 그 외 지역이 
70%를 점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이 70%를 점하는 것은 도리시마(鳥島) 남서방 
해양에서 해상 거래된 약 1톤의 각성제 적출 국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지역은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증가가 현저하였다.       

(표2) 각성제 적발 건수 및 압수량 추이

 2) 대마사범
 적발 건수는 137건(전년동기대비 43% 증가), 압수량은 약 53kg(전년동기대비 6% 
증가)으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약 1.5배나 되었으며, 2015년 이후 5년 
연속 100건 초과가 확실해졌다.

 대마초 적발 건수는 별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대마수지 등(대마수지 외에 대마 
liquid·대마 과자 등 대마 제품을 포함)은 적발 건수 75건(전년동기대비 약 2.8배), 
압수량 약 15kg(전년동기대비 약 2배)으로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대마 liquid, 
대마 과자 등의 적발이 계속 이어졌다.

(표3) 대마 적발 건수 및 압수량 추이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요코하마세관은 2019년 3월 미국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비공개군사 우편물에서 대마초 합계 2건 약 13.4kg을 적발하였다.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8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증감(%)
건수 83 104 151 171 68 207 204

압수량(kg) 422 1,501 1,159 1,156 515 1,460 184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8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증감(%)

대마초 건수 58 81 115 129 69 62 △10
압수량(kg) 29 6 117 143 42 38 △11

대마
수지 

건수 64 37 56 101 27 75 178
압수량(kg) 6 3 13 13 8 15 100

합계 건수 122 118 171 230 96 137 43
압수량(kg) 34 9 131 156 50 5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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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135건(전년동기대비 27% 증가), 압수량은 약 55kg(전년동기대비 약 
2.9배)으로 적발 건수·압수량 모두 증가하였다. 코카인은 적발 건수가 24건(전년동기 
대비 23% 감소)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압수량은 약 40kg(전년동기대비 약 
2.5배)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MDMA는 적발 건수가 48건(전년동기대비 85% 증가), 
압수량이 2만 7천 정(전년동기대비 약 11배)으로 적발 건수·압수량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
 

(표4) 마약 적발 건수 및 압수량 추이

 4) 지정 약물4) 사범
 적발 건수는 86건(전년동기대비 21% 감소), 압수량은 약 12kg(전년동기대비 6% 
감소)으로서 적발 건수·압수량 모두 감소하였다. 

(표5) 지정 약물 적발 건수 및 압수량 추이

2. 금지금 밀수입 사범
 2019년 상반기 전국세관의 금지금5) 밀수입 사범 적발실적을 보면, 건수로는 
9건(전년동기대비 99% 감소), 압수량으로는 146kg(전년동기대비 92% 감소)으로서 
적발 건수와 압수량 모두 전년동기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범칙조사과정에서 판명된 과거 旣遂事犯 2건(합계 609kg)을 고발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동경세관은 2019년 2월 홍콩으로부터 자동차용 서스펜션 
내에 은닉한 금지금 220kg(未遂)을 적발하였고, 그 후 범칙조사로 과거 동일 
수법으로 금지금 200kg(旣遂)의 밀수입을 확인하여 합계 420kg의 금지금 밀수입 
사범으로서 이스라엘인 남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또한, 고베세관은 2019년 2월 싱가포르에서부터 도착한 일본인 남성 여행객으로부터 
금지금 합계 14kg을 적발하였고, 그 후 범칙조사로 공범자로서 일본인 남성 1명을 
확인 합계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4) 중추신경계의 흥분·억제·환각작용을 할 개연성이 높아 사람의 신체에 사용될 경우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의약품의료기기등 법제2조 제15항에 근거하여 후생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약물

5) 금지금에는 금괴에 추가해서 일부 가공된 금제품을 포함한다.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8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증감(%)
건수 213 182 170 229 106 135 27

압수량 
      

kg 26 121 82 165 19 55 188
천정 1 1 2 22 3 27 886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8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증감(%)
건수 1,462 477 275 218 109 86 △21

압수량(kg) 40 19 8 16 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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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과거 10년간 금지금 적발실적

3. 지적재산 침해 사범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나고야세관은 2019년 2월 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물로 상표권 
침해 동경올림픽· 패럴림픽기념 메달 8장을 밀수입하려고 한 중국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또한, 동경세관은 2019년 6월 중국으로부터 특급탁송화물 및 
국제우편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충전용 케이블 합계 6,499개를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특급탁송화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충전용 케이블·이어폰 합계 4,433개를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4. 워싱턴조약 해당 사범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오사카세관은 2019년 4월 인도네시아로부터 항공기로 
초록비단뱀 등 합계 16마리 등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동경세관은 2019년 2월 태국으로부터 항공기로 작은 발톱 수달 
5마리를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5. 부정수출 사범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모지 세관은 2019년 6월 세관장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고 
도난품인 중고중기 2대를 스리랑카에 부정 수출한 일본인 1명과 스리랑카인 2명 및 
법인 1개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6. 기타 사범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나고야세관은 2019년 6월 중국으로부터 국제택배 화물로 
위조 유가증권 3,994장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하코다테세관은 2019년 1월 말레이시아로부터 항공기로 위조 신용카드 
456장을 밀수입하려고 한 말레이시아인 남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결론 및 전망
 2019년 상반기 일본세관의 부정약물 밀수입 단속실적을 보면 압수량이 상반기에만 
이미 1.5톤을 초과하였고, 특히 각성제(메트암페타민)는 적발 건수와 압수량이 
전년동기대비 2～3배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4년 연속 1톤”을 
초과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어 일본세관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전국세관에서 금지금 밀수입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 결과, 금지금 
밀수입 적발 건수와 압수량 모두 전년동기대비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8년 上 19년 上
건 17 18 12 119 465 811 1,347 1,088 941 9
kg 63 79 133 449 2,032 2,802 6,277 2,119 1,79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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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사례

1. 각성제 

2.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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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금

    

4. 지재권 침해 물품

  

                                           

5. 워싱턴조약 침해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