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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上半期 일본세관 관세법 위반사건 단속현황
-부정약물 전체 적발 건수, 압수량은 모두 감소- 

-코카인, MDMA 등의 마약 및 대마수지 등의 압수량은 증가-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20년 9월 9일 금년도 상반기 전국세관이 공항만 등에서 
부정약물의 밀수입, 기타 관세법 위반사건을 적발한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약물 등 
 부정약물1) 적발 건수는 339건(전년동기대비 41% 감소), 압수량2)은 585kg 
(전년동기대비 63% 감소)이다. 적발 건수 및 압수량 모두 대폭 감소하였다.

(표1) 부정약물의 적발 건수 및 압수량 추이

 1) 각성제 사범
 적발 건수는 41건(전년동기대비 80% 감소), 압수량은 309kg3)(전년동기대비 79% 
감소)으로서 적발 건수 및 압수량 모두 대폭 감소하였다.
 압수한 각성제는 약물 남용자의 통상 약 1,029 만회 사용량이며, 말단 가격으로는 
약 198억￥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동경세관은 2020년 1월 캐나다로부터 도착한 해상화물 
(대형새우로 기재된 상자)에 은닉된 각성제 약 239kg을 적발하였고, 나고야세관은 
2020년 2월 태국으로부터 중부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자 가방에 은닉된 각성제 약 
1kg을 적발했다. 또한, 오사카세관은 2020년 2월 말레이시아로부터 도착한 
해상화물(자동차용 기어박스)에 은닉된 각성제 약 9kg을 적발했으며, 동경세관은 
2020년 5월 베트남으로부터 도착한 항공화물(스니커즈)에 은닉된 각성제 약 33g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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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만 회 사용량이며, 末端 價格으로는 약 198억￥이다.

16년 17년 18년 19년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증감(%)
건수 892 784 871 1,046 572 339 △41

압수량 kg 1,650 1,380 1,493 3,318 1,589 585 △63
천정 3 6 58 61 28 65 133

사용횟수(만회) 5,405 4,638 4,427 10,896 5,200 1,34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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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형태별로 보면 적발 건수로는 항공기여행자에 의한 밀수가 17건, 상업화물에 
의한 밀수가 15건,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9건이며, 선원 등에 의한 밀수는 
적발된 사례가 없다. 압수량에서는 상업화물에 의한 밀수가 271kg, 항공기여행자에 
의한 밀수가 29kg,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9kg 등이다. 

 국가별로 보면 적발 건수에서는 아시아지역(아시아 각국,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대만)이 59%로서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고, 북미가 22%, 중동이 10%, 유럽이 
7%를 점하고 있다. 압수량에서는 북미지역(특히 캐나다)이 79%, 아시아지역이 12%, 
유럽과 중동이 각각 4%를 점하고 있다.

(표2) 각성제 적발 건수 및 압수량 추이

 2) 대마사범
 적발 건수는 94건(전년동기대비 31% 감소), 압수량은 약 27kg(전년동기대비 50% 
감소)으로 적발 건수 및 압수량 모두 감소하였다. 

 대마초 적발 건수는 41건(전년동기대비 34% 감소), 압수량은 약 7kg(전년동기대비 
82% 감소)으로 적발 건수 및 압수량 모두 감소하였다. 
 대마수지 등(대마수지 외에 대마 liquid·대마 과자 등 대마 제품 포함) 적발 건수는 
53건(전년동기대비 29% 감소)으로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약 20kg(전년동기대비 
32%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압수량을 상회하였다.

(표3) 대마 적발 건수 및 압수량 추이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고베세관 등은 2020년 4월 미국으로부터 도착한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대마초 약 67g을 적발하였으며, 모지세관은 2020년 5월 미국으로부터 도착한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대마 liquid 약 2g을 적발하였다.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증감(%)
건수 104 151 169 425 208 41 △80

압수량(kg) 1,501 1,159 1,159 2,570 1,469 309 △79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증감(%)

대마초 건수 81 115 128 110 62 41 △34
압수량(kg) 6 117 143 61 38 7 △82

대마
수지 

건수 37 56 90 131 75 53 △29
압수량(kg) 3 13 13 17 15 20 32

합계 건수 118 171 218 241 137 94 △31
압수량(kg) 9 131 156 78 53 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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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88건(전년동기대비 35% 감소), 압수량은 약 89kg(전년동기대비 62% 
증가)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코카인은 적발 
건수가 13건(전년동기대비 46% 감소)으로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약 87kg 
(전년동기대비 약 120% 증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MDMA도 적발 건수는 
38건(전년동기대비 21% 감소)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6만 4천 
정(전년동기대비 134% 증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압수량을 
상회하였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오사카세관은 2020년 1월 콜롬비아에서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자 휴대품(목제 각질 제거제)에 은닉된 코카인 약 
2.5kg을 적발하였으며, 요코하마세관은 2020년 1월 네덜란드에서 도착한 국제우편물 
2개에 은닉된 MDMA 약 9천 정을 적발하였다. 
 

(표4) 마약 적발 건수 및 압수량 추이

 
2. 금지금 밀수입 사범
 2020년 상반기 전국세관의 금지금4) 밀수입 사범 적발실적을 보면, 건수로는 
34건(전년동기대비 약 3.8배)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압수량으로는 약 110kg 
(전년동기대비 25% 감소)으로서 감소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동경세관은 2017년 10월 홍콩으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남자 가방 안에 은닉된 금지금 약 6kg을 적발하고 
공범자 등 총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또한 같은 달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과 한국인 총 3명이 금지금 합계 약 18kg을 수하물용 운반 카트에 
부착된 금속제 케이스 내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려고 한 공범자 포함 총 5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표5) 과거 10년간 금지금 적발실적

4) 금지금에는 금괴에 추가해서 일부 가공된 금제품을 포함한다.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증감(%)
건수 182 170 225 209 135 88 △35

압수량 
      

kg 121 82 161 656 55 89 62
천정 1 2 32 61 28 64 131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9년 上 20년 上
건 18 12 119 465 811 1,347 1,086 61 9 34
kg 79 133 449 2,032 2,802 6,277 2,036 319 14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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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재산 침해 사범 등 
 상표권 침해 물품 밀수입사건 5건을 고발하였으며, 상아 등 워싱턴조약 해당 물품의 
밀수출 사건과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에서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물품의 
부정수출사건을 고발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나고야세관은 2020년 3월 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물로 상표권 
침해 모자, 수건, 글러브를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동경세관은 2020년 1월 항공기를 이용하여 베트남을 거쳐서 라오스로 
상아 13점을 밀수출하려고 한 라오스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또한, 오키나와 세관은 2020년 4월 및 6월 대만으로부터 항공기로 위조 신용카드 
34장과 위조 신용카드 등의 원료가 되는 카드 1장을 밀수입하려고 한 말레이시아인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동경세관은 2020년 2월 태국으로부터 항공기로 
우제류 등 동물고기를 원료로 한 소시지 약 10kg을 밀수입하려고 한 태국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동경세관은 2020년 6월 선박으로 중국과 한국으로 
분무건조기 2세트를 부정 수출한 법인과 일본인 남성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결론 및 전망
 2020년 상반기 일본세관의 부정약물 밀수입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 건수와 압수량 
모두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이는 각성제 밀수입 적발 건수 및 압수량이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마수지, 마약(특히, 코카인, MDMA)의 경우 적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밀수입사건이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금지금의 경우는 적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압수량은 감소하고 있어 밀수입사건이 
다소 소형화 추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