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면세 수속에 대하여
免税手続きについて

면세 구입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免税で購入する際は、所定の手続きが必要になります。

대상자

수속 방법

対象者

비거주자

STEP

非居住者

일본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일본 소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

1

商品購入時に、
ご本人のパスポート等をご提示ください。

확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어 주십시오.

2

않은 해외 주재 일본인

필요서류

상품 구매 시, 본인의 여권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

STEP

일본에 일시 귀국하여 6개월이 지나지

確認事項の説明を受けて下さい。

STEP

3

必要書類

본인의 여권 등

세금이 포함되지않은 가격은 이것입니다

（会計）税抜き価格はこちらです。

소모품은 지정 봉투 또는 상자에 넣어드립니다.

STEP

4

ご本人のパスポート等

출국하실 때까지 봉투를 개봉하지 마십시오.
消耗品は指定の袋または箱に入れてお渡しいたします。出国するまで袋を開けないでください。

STEP

면세 상품의 구별

5

免税商品の区別

手続き方法

출국 시 여권 등과 구입 물품을 세관에 제시해 주십시오.
出国の際にパスポート等と購入物品を税関に提示してください。

일반 물품

소모품

같은 날짜에 같은 점포에서 구매한 합계 금액

같은 날짜에 같은 점포에서 구매한 합계 금액

一般物品

消耗品

5,000 엔 이상(세금 별도)

가전·카메라

의류

가방·구두

기념품

5,000엔~ 50만 엔까지(세금 별도)
과자

화장품
식품
음료

단, 일반 물품을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포장하신 경우,
소모품과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모품과 같은 조건입니다.

시계·액세서리

ただし、一般物品を日本国内で使用しないように包装した場合、消耗品
との合算が可能となります。
この場合消耗品と同じ要件になります。

구매 전 주의사항

ご購入前のご注意

본인의 여권 등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ご本人のパスポート等がない場合は免税できません。

자동화 게이트를 통해 입국하신 경우와 같이 입국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국 날짜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면세로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自動化ゲートを通って入国した場合など、
スタンプがない場合は入国日を証明するものがないため
免税販売できません。

신용카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여권과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クレジットカードご利用の際は、名義がパスポート等と一致であることが必須です。

당일 구매하신 상품만 면세 처리됩니다.
当日販売したものが免税になります。

나라에 따라 반입할 수 없는 품목(예: 육류, 과일류,
워싱턴 조약에 저촉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国により持ち込めない物品
（例：肉類、果実類、
ワシントン条約に抵触するもの）
があります。

소모품은 일본 체재 중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약품

消耗品は日本滞在中は使用できません。

출국 시 여권 등과 구입 물품을 세관에 제시해 주십시오.

出国の際にパスポート等と購入物品を税関に提示してください。

구매 후 주의사항

ご購入後のご注意

출국 시에는 공항이나 항구의 세관에서 여권 등과 구입 물품을
세관에 제시해 주십시오.

出国時は空港や港の税関で、
パスポート等と購入物品を提示してください。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출국 시 탑승편에 체크인하기 전 공항
세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飛行機に持ち込めない物品は出国する際、搭乗便のチェックインをする前に
空港の税関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면세로 구입한 소모품을 일본 국내에서 소비하신 경우에는 출국
시 세관에 소비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免税で購入された消耗品を国内で消費した場合は、
出国時の税関で
消費税をお支払いただき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