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
[법률 제3815호, 1930.12.8., 제정]

□ 개 요
1870년에 최초로 제정된 필리핀 형법은 스페인 식민지배기에 마련되
어 스페인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미국 식민지배기인 1930년
12월 8일에 제정된 개정형법은 필리핀인이 주축이 된 의회에서 제정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다. 필리핀 개정형법
은 우리 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총 5편으로 이루어진 ‘제1권(Book
1)’과, 각칙에 해당하는 총 14편으로 이루어진 ‘제2권(Book 2)’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원문

번역문

BOOK ONE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the
Date of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de, and regarding the
offenses, the Persons Liable and
the Penalties

제1권
이 법의 시행일 및 적용 범위와
범죄, 범죄자 및 처벌에 관한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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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Title
Date of Effectiveness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de

서편
이 법의 발효일 및 적용 범위

Title One
Felonies and Circumstances
Which Affect Criminal Liability

제1편 중죄 및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Title Two
Persons Criminally Liable for
Felonies

제2편 중죄에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

Title Three
Penalties

제3편 형벌

Title Four
Extinction of Criminal Liability

제4편 형사책임의 소멸

Title Five
Civil Liability

제5편 민사책임

BOOK TWO
Crimes and Penalties

제2권
범죄와 형벌

Title One
Crimes against National Security
and the Law of Nations

제1편 국가안전 및 국법에 대한
죄

Title Two

제2편 국가 기본법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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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s against the Fundamental
Laws of the State
Title Three
Crimes against Public Order

제3편 공공질서에 대한 죄

Title Four
Crimes against Public Interest

제4편 공익에 대한 죄

Title Five
Crimes Relative to and Other
Prohibited Drugs

제5편 아편 및 기타 금지 약물에
관한 죄

Title Six
Crimes against Public Morals

제6편 공중도덕에 대한 죄

Title Seven
Crimes Committed By Public
officers

제7편 공무원에 의한 죄

Title Eight
Crimes against Persons

제8편 개인에 대한 죄

Title Nine
Crimes against Personal Liberty
and Security

제9편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Title Ten
Crimes against Property

제10편 재산에 대한 죄

Title Eleven
Crimes against Chastity

제11편 정조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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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Twelve
Crimes against the Civil Status of
Persons

제12편 신분에 대한 죄

Title Thirteen
Crimes against Honor

제13편 명예에 대한 죄

Title Fourteen
Quasi-offenses

제14편 유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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