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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관세국 및 세관 간부 인사이동 현황과 특징(2020.7.1.자)

  일본 재무성 관세국과 9개 세관은 매년 7월 1일자로 정기인사이동을 실시하는데 2020년도 
인사가 8.1자로 모두 종료됨에 따라 주요 간부 인사이동 현황과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1) 재무성 관세국장에는 다지마 아츠시 국세청차장이 전보되었고, 심의관에는 겐신 히데아
키 내각관방 내각심의관과 고미야 요시유키 재무성 대신관방심의관이 전보되었다.

  전임 나카에 모토야 관세국장은 퇴임하였고, 야마나 노리오심의관은 대신관방담당 심의관, 
다카미 히로시심의관은 재무종합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각각 전보되었다.

  2) 동경세관장에는 에노모토 나오키가 재무성 대신관방에서 전보되었고, 요코하마세관장에는 
도미야마 가즈시게 이재국 차장, 오사카세관장에는 고바야시 가츠히사 후쿠오카재무지국장, 
고베세관장에는 사토 마사유키 내각관방 내각심의관, 나가사키세관장에는 오쿠다 나오히사 환
경성 정보화심의관이 각각 전보되었다.  
  나고야세관장에는 하다 히로시 오사카세관 간사이공항세관지서장, 모지세관장에는 후쿠다 
토시유키 재무성 관세국 조사과장, 오키나와지구세관장에는 사카이 다카히로 오사카세관 업무
부장이 각각 승진 전보되었다. 하코다테세관 홋치 토루세관장은 유임되었다.

  전임 기시모토 히로시 동경세관장과 오사카세관장, 고베세관장, 나고야세관장, 모지세관장, 
오키나와지구세관장은 퇴임하였고, 나카오 무츠미 요코하마세관장은 내각관방 내각심의관, 에
구치 히로유키 나가사키세관장은 환경성 대신관방으로 각각 전보되었다.

  3) 재무성 관세국 관리과장에는 마츠다 야스히로 외무성 국제협력국 긴급・인도협력과장, 
관세과장에는 나카자와 마사히코 재무성 주계국 주계관(과장급, 농림수산계담당), 국제협력 담
당 참사관(과장급)에는 가토 가츠토시 방위성 정비계획국 정보통신과장, 감시과장에는 후쿠다 
마고토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기획과 거래조사실장, 업무과장에는 나라이 코우 관세
국 관리과장이 각각 전보되었으며, 조사과장에는 요네야마 데츠아키 동경세관 하네다세관지서
장이 승진 전보되었다.

  4) 8개 세관과 오키나와지구세관 부장(우리나라 본부세관 국장급)에는 주로 타 세관 부장이 
전보되거나 세관 차장(부국장급)이 승진 전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동경세관 총무부장에는 
다나카 코우타로 내각관방 내각참사관이 전보되었고, 요코하마세관 총부부장에는 칸레이 다카
아키 나리타세관지서장이 승진 전보되었다.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을 보면 ①관세국장에 국세청 차장이 이례적으로 전보되었고, ②관세국 
각 과장에 외무성, 방위성, 공정거래위원회, 주계국 주계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전보되었으며, 
③나리타・하네다・간사이・하카다 등 주요 공항만세관지서장들이 세관장・관세국 과장・주요 
세관 부장으로 승진전보되었다. ④아울러 주한 일본총영사관 관세협력관이었던 마에카와 류이
치(오사카세관 총무부장), 도쿠 마사요시(고베세관 총무부장)가 주요 세관 총무부장(세관 수석
부장)으로 전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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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前 직위

재무성 관세국

관세국장 다지마 아츠시(田島 淳志) 국세청 차장
심의관 겐신 히데아키(源新 英明) 내각관방 내각심의관
심의관 고미야 요시유키(小宮 義之) 재무성 대신관방 심의관
총무과장
  정책추진실장
 사무관리실장 

와타나베 야스토(渡部 康人)
이토 다쿠(伊藤 拓)

스즈키 다카후미(鈴木 崇文)

유임
관세기획조정실장
NACCS 기획부장

관리과장
 
 세관고사관리실장

마츠다 야스히로(松田 康宏)

가사카와 다카히로(笠川 隆博)

외무성 국제협력국 
긴급・인도지원과장

유임
관세과장
  관세기획조정실장
 특수관세조사실장
 세관조사실장
 원산지규칙실장

나카자와 마사히코(中澤 正彦)
미키 분뻬이(三木 文平)
가토 마고토(加藤 誠)

스즈키 후미히로(鈴木 文浩)
마츠다 신고(松田 眞吾)

주계국 주계관(농림수산)
주계국 주계관보좌

유임
유임

WCO 파견
참사관(국제교섭)
  관세지역협력실장
 경제연휴실장
 기획관

가와니시 오사무(河西 修)
우에노 쥰코(上野 絢子)
이다 나오키(井田 直樹)

히라타 데츠야(平田 哲也)

유임
대신관방 비서과 과장보좌

원산지규칙실장
동경세관 총괄원산지조사관

참사관(국제협력) 가토 가츠토시(加藤 勝俊)
방위성 정비계획국 

정보통신과장

감시과장 후쿠다 마고토(福田 誠)
공정위 경제거래국 

거래기획과 거래조사실장 
업무과장
 지적재산조사실장

나라이 코우(奈良井 功)
이시카와 요우이치(石川 陽一)

관세국 관리과장
대신관방 전문조사관

조사과장 요네야마 데츠아키(米山 徹明) 하네다세관지서장

하코다테세관

세관장
 총무부장
 감시부장
 업무부장
 조사부장

홋치 토루(堀地 徹)
이시다 아키히사(石田 晶久)

무라가타 요시노리(村形 悅典)
오타니 아츠시(大谷 敦志)
노나카 켄지(野中 建司)

유임
모지세관 조사부장

하코다테세관 총무부차장
오사카세관 南港출장소장
요코하마세관 업무부차장

동경세관

세관장
 총무부장
 감시부장
 업무부장
 조사부장

에노모토 나오키(榎本 直樹)
다나카 코우타로(田中 耕太郞)
이시다 나오키(石田 直樹)

아키야마 타카오(秋山 隆朗)
사토 치사토(佐藤 千里)

재무성 대신관방
내각관방 내각참사관

유임
하코다테세관 총무부장

모지세관 총무부장

 요코하마세관

세관장
 총무부장          
 감시부장
 업무부장
 조사부장

도미야마 가즈시게(富山 一成)
칸레이 다카아키(神例 高章)

야노 츠요시(矢野 剛)
아오야마 시게토시(靑山 繁俊)

노야 쇼지(野谷 彰司)     

이재국 차장
나리타세관지서장

요코하마세관 총무부차장
가와사키우편출장소장
나가사키세관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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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세관

세관장
 총무부장         
 감시부장
 업무부장
 조사부장

하다 히로시(羽田 弘)  
츠다 히데오(津田 秀夫)

고지마 마사시(小島 正嗣)
사카이 다카토시(酒井 孝敏)
고케츠 히로키(纐纈 壽樹)

간사이공항세관지서장
유임

나고야세관 서부출장소장
나고야세관 총무부차장
오키나와세관 차장

오사카세관

세관장
 총무부장
 감시부장
 업무부장
 조사부장

고바야시 가츠히사(小林 一久)
마에카와 류이치(前川 隆一)

사카모토 요시타카(坂本 嘉孝)
카와노 히로유키(川野 裕之)

니시 히데토시(西 秀利)

후쿠오카재무지국장
고베세관 총무부장

오사카세관총무부차장
고베세관 업무부장

오사카세관 조사부차장

고베세관

세관장
 총무부장
 감시부장
 업무부장
 조사부장

사토 마사유키(佐藤 正之)
도쿠 마사요시(德 正芳)

고다 아키히토(鄕田 昭仁)
에지마 히로시(江島 浩)
츠지 시게다카(辻 重隆)

내각관방 내각심의관
재무성 관세국

나고야세관 감시부차장
고베세관 총무부차장
모지세관 업무부장

모지세관

세관장
 총무부장
 감시부장
 업무부장
 조사부장

후쿠다 토시유키(福田 敏行)
고토 히데시(後藤 秀志)

다케츠구 슈이치(武次 周一)
시게미츠 카오루(重光 郁)
사토 히데오(佐藤 英雄)

관세국 조사과장
NACCS 총무부장

모지세관 감시부차장
하카다세관지서장

하코다테세관 조사부장

나가사키세관

세관장
 총무부장
 감시부장
 업무부장
 조사부장

오쿠다 나오히사(奧田 直久)
고지마 가즈오(古島 和男)
가네다 마사오(金田 雅男)

마츠나가 히데키(松永 秀樹)
나카하라 히로키(中原 弘毅)

환경성 정보화심의관
나가사키세관 조사부장
나고야세관 감시부차장

유임
동경세관 조사부차장

오키나와지구세관

세관장
 총무담당차장
 감시담당차장
 업무담당차장
 조사담당차장

사카이 다카히로(酒井 隆尋)
가와구치 다카시(川口 隆) 
도요카와 다카시(豊川 尙)

미야기 요시가즈(宮城 吉和)
다나카 토루(田中 徹)

오사카세관 업무부장
요코하마세관 감시부차장

유임
이시카기세관지서장

동경세관 특별관세조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