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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PART I—CRIMES

제1부 범죄

CHAPTER 1—GENERAL
PROVISIONS

제1장 총칙

§1. Repealed.

제1조 폐지

§2. Principals
(a) Whoever commits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제2조 정범(正犯)
① 미국에 대하여 죄를 범한 자
또는 그러한 범행에 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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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제1조
(a)
① 또는 제1항
(1)
1. 또는 제1호
(A)
가. 또는 가목
(i)
1) 또는 가목의1
(I)
(1) 또는 가목의1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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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or aids, abets, counsels,
commands, induces or procures
its commission, is punishable as
a principal.

원, 교사, 조언, 지휘, 유도, 알선
하는 자는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b) Whoever willfully causes an
act to be done which if directly
performed by him or another
would be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is punishable as
a principal.

② 본인 또는 타인이 실제 행동
으로 옮겼을 경우 미국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
도록 의도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Accessory after the fact
Whoever, knowing that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has been committed,
receives, relieves, comforts or
assists the offender in order to
hinder or prevent his
apprehension, trial or
punishment, is an accessory
after the fact.

제3조 사후종범(事後從犯)
미국에 대하여 죄를 범한 사실
을 알고도 범인의 체포, 재판,
처벌을 저해하거나 막을 목적으
로 범인을 받아들이거나, 풀어주
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도움
을 주는 자는 사후종범이다.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by any Act of
Congress, an accessory after
the fact shall be imprisoned not
more than one-half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r (notwithstanding section
3571) fined not more than
one-half the maximum fine
prescribed for the punishment

의회의 제정법으로 달리 명시적
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후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으로
정하는 징역형 장기(長期)의 절
반 이하의 징역 또는 정범의 형
으로 정하는 벌금형 다액(多額)
의 절반 이하의 벌금(제3571조
와 관계없이)으로 하거나 징역
과 벌금을 병과하며, 정범의 형
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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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rincipal, or both; or if
the principal is punishable by
life imprisonment or death, the
accessory shall be imprisoned
not more than 15 years.

에 종범의 형은 15년 이하의 징
역으로 한다.

§4. Misprision of felony
Whoever, having knowledge of
the actual commission of a
felony cognizable by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conceals and
does not as soon as possible
make known the same to some
judge or other person in civil or
military authority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oth.

제4조 중죄은닉죄
미국 법원이 관할하는 중죄에
해당하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법관 또는 그
밖에 미국의 정부･군사 기관에
있는 자에게 가능한 빨리 알리
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
다.

§5. United States defined
제5조 미국에 대한 정의
The term "United States", as
이 법에서 영토적 의미로 사용
used in this title in a territorial
하는 "미국"은 미국의 관할 대상
sense, includes all places and
인, 대륙 및 도서 등 모든 장소
waters, continental or insular,
와 수역을 포함하며 다만, 파나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마 운하 지대는 포함하지 아니
United States, except the Canal
한다.
Zone.
§6. Department and agency
defined
As used in this title:

제6조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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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department" means
one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enumerated in
section 1 of Title 5, unless the
context shows that such term
was intended to describe the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

"부"란 제5편 제1조에서 열거하
는 행정부 중 하나를 말하며 다
만, 정부의 행정부, 입법부 또는
사법부를 지칭하는 의도가 문맥
상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The term "agency" includes any
department, independent
establishment, commission,
administration, authority, board
or bureau of the United States
or any corpora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has a proprietary
interest, unless the context
shows that such term was
intended to be used in a more
limited sense.

"기관"은 미국의 모든 부처, 독
립기관, 위원회, 청(廳), 당국,
이사회, 사무국 또는 미국이 재
산권을 갖는 모든 법인을 포함
하며 다만, 문맥상 더 좁은 의미
로 사용하는 의도가 분명한 경
우는 제외한다.

§7.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defined
The term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s used in this
title, includes:

제7조 미국의 특별 해상영토 관할
권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특
별 해상영토 관할권"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The high seas, any other
waters within the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out of

1. 공해(公海), 그 밖에 미국의
해사 및 해상 관할권 내에 있
으며 미국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 있는 수역, 그리고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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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risdiction of any
particular State, and any
vessel belonging in whole or
in part to the United States or
any citizen thereof, or to any
corporation created by or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State,
Territory, District, or
possession thereof, when such
vessel is within the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out of
the jurisdiction of any
particular State.

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이나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
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
인, 또는 미국의 주, 준주, 컬
럼비아 특별구, 미국령에 있는
선박 중 미국의 해사 및 해상
관할권 내에 있으며 미국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 있는 모든
선박

(2) Any vessel registered,
licensed, or enroll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being on a voyage upon the
waters of any of the Great
Lakes, or any of the waters
connecting them, or upon the
Saint Lawrence River where
the same constitutes the
International Boundary Line.

2. 미국의 법령에 따라 등기, 허
가 또는 등록된 모든 선박으로
서 오대호의 수역 또는 오대호
를 연결하는 모든 수역 또는
국경선의 일부인 세인트로렌스
강에서 항행 중인 선박

(3) Any lands reserved or
acquired for the use of the
United States, and under the
exclusive or concurrent
jurisdiction thereof, or any
place purchased or otherwise

3. 미국이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
하거나 취득하여 독점 또는 동
시 관할권을 갖는 토지, 또는
미국이 군사기지, 탄약고, 무기
고, 조선소, 또는 그 밖에 필요
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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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d by the United States
by consent of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in which the same
shall be, for the erection of a
fort, magazine, arsenal,
dockyard, or other needful
building.

(州)의회의 동의를 받아 매입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
하는 장소

(4) Any island, rock, or key
containing deposits of guano,
which may, at the discretion
of the President, be
considered as appertaining to
the United States.

4. 대통령 재량으로 미국의 영토
로 보는 구아노 퇴적물이 매장
된 섬, 암석, 또는 산호초

(5) Any aircraft belonging in
whole or in part to the United
States, or any citizen thereof,
or to any corporation created
by or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Territory, district, or
possession thereof, while such
aircraft is in flight over the
high seas, or over any other
waters within the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out of
the jurisdiction of any
particular State.

5.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이나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
인, 또는 미국의 주, 준주, 컬
럼비아 특별구, 미국령에 있는
항공기 중 공해의 상공 또는
미국의 해사 및 해상 관할권
내에 있으며 미국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 있는 수역의 상공
을 비행 중인 항공기

(6) Any vehicle used or
designed for flight or

6. 우주 비행･항해에 이용되거나
이를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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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n in space and on the
registry of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nd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while that vehicle is in
flight, which is from the
moment when all external
doors are closed on Earth
following embarkation until
the moment when one such
door is opened on Earth for
disembarkation or in the case
of a forced landing, until the
competent authorities take
over the responsibility for the
vehicle and for persons and
property aboard.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
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
에 관한 조약」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
약」에 따라 미국에 등록된 발
사체 중 승선 후 지표면에서
모든 외부의 문이 닫힌 순간부
터 하선을 위하여 그러한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또는 강제 착
륙의 경우 관계 당국이 항공기
와 기상의 인원 및 재산에 대
한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비행
중인 발사체

(7) Any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nation with
respect to an offense by or
against a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7. 미국의 국민이 저지르거나 피
해를 본 범죄와 관련하여 타국
의 관할권 밖에 있는 장소

(8) To the extent permitted by
international law, any foreign
vessel during a voyage having

8. 미국의 국민이 저지르거나 피
해를 본 범죄와 관련하여, 국
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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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duled departure from or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n offense
committed by or against a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국에서 출발하거나 미국에 도
착하는 일정으로 항행 중인 외
국의 선박

(9) With respect to offenses
committed by or against a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as that term is used in section
101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9. 「이민 및 국적법」 제101조
에서 말하는 미국의 국민이 저
지르거나 피해를 본 범죄와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장
소

(A) the premises of United
States diplomatic,
consular, military or other
United States Government
missions or entities in
foreign States, including
the buildings, parts of
buildings, and land
appurtenant or ancillary
thereto or used for
purposes of those missions
or entities, irrespective of
ownership; and

가. 외국에 주재하는 미국 외
교, 영사, 군사 또는 그 밖
의 정부 공관･기관의 건물,
건물의 일부, 부속토지 등
을 포함하는 지역 또는 소
유주와 관계없이 그러한 공
관･기관 용도로 사용하는
지역

(B) residences in foreign
States and the land
appurtenant or ancillary
thereto, irrespective of
ownership, used for
purposes of those missions

나. 그러한 공관･기관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소유주와
관계없이, 그러한 공관･기
관에 파견된 미국 직원이
사용하는 외국 소재 거주지
및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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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entities or used by
United States personnel
assigned to those missions
or entities.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be deemed to supersede any
treaty or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which this
paragraph conflicts. This
paragraph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an offense
committed by a person
described in section 3261(a)
of this title.

이 호는 이 호와 충돌하는 조
약 또는 국제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편 제326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Obligation or other security of 제8조 미국 채권 또는 그 밖의 증
the United States defined
권에 대한 정의
The term "obligation or other
"미국 채권 또는 그 밖의 담보"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는 모든 국채, 채무증서, 국립은
includes all bonds, certificates
행통화, 연방준비권, 연방준비은
of indebtedness, national bank
행권, 이자표, 미국지폐, 재무부
currency, Federal Reserve
중기증권, 금(金)증권, 은(銀)증
notes, Federal Reserve bank
권, 소액권, 양도성예금증서, 미
notes, coupons, United States
국의 권한 당국이 발행한 지폐･
notes, Treasury notes, gold
수표･어음, 액면가와 관계없이
certificates, silver certificates,
의회 제정법으로 발행한 우표와
fractional notes, certificates of
그 밖에 가치를 나타내는 증표,
deposit, bills, checks, or drafts
그리고 소인(消印)된 미국 인지
for money, drawn by or upon
(印紙)를 포함한다.
authorized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tamps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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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ever denomination, issued
under any Act of Congress, and
canceled United States stamps.
§9. Vessel of the United States
제9조 미국의 선박에 대한 정의
defined
The term "vessel of the United
이 법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선
States", as used in this title,
박"이란 그 소유권의 전부 또는
means a vessel belonging in
일부가 미국이나 미국 시민권자,
whole or in part to the United
또는 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
States, or any citizen thereof,
된 법인, 또는 미국의 주, 준주,
or any corporation created by or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령에 있는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선박을 말한다.
States, or of any State,
Territory, District, or
possession thereof.
§10. Interstate commerce and
제10조 주간통상 및 국제통상에
foreign commerce defined
대한 정의
The term "interstate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간통상"
commerce", as used in this title,
은 하나의 주･준주･미국령･컬럼
includes commerce between one
비아 특별구와 다른 주･준주･미
State, Territory, Possession, or
국령･컬럼비아 특별구 사이의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통상을 포함한다.
another State, Territory,
Possession, or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term "foreign commerce",
as used in this title, includes
commerce with a foreign
country.

이 법에서 사용하는 "국제통상"
은 외국과의 통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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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oreign government defined 제11조 외국 정부에 대한 정의
The term "foreign government",
제112조, 제878조, 제970조, 제
as used in this title except in
1116조 및 제1201조를 제외하
sections 112, 878, 970, 1116,
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외국 정
and 1201, includes any
부"는, 미국의 국가 승인 여부와
government, faction, or body of
관계없이, 미국과 평화 관계에
insurgents within a country with
있는 국가의 정부, 당파 또는 반
which the United States is at
란단체를 포함한다.
peace, irrespective of
recognition by the United
States.
§12.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defined
As used in this title, the term
"Postal Service" means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established under title 39, and
every officer and employee of
that Service, whether or not
such officer or employee has
taken the oath of office.

제12조 미국우정공사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우정공사"
란 제39편에 따라 설립된 미국
우정공사, 그리고 취임 선서 여
부와 관계없이 우정공사의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13. Laws of States adopted for
제13조 주의 법률을 적용하는 연
areas within Federal jurisdiction
방 관할 분야
(a) Whoever within or upon any
① 현존하는 장소 또는 앞으로
of the places now existing or
이 편 제7조에 따라 보유하거나
hereafter reserved or acquired
취득하는 장소에서, 또는 주, 자
as provided in section 7 of this
치연방, 준주, 미국령, 특별구의
title, or on, above, or below any
관할이 아닌 미국 영해의 일부
portion of the territorial sea of
표면, 상공 또는 수중에서 작위
the United States not within the
또는 부작위의 죄가 있는 자는,
jurisdiction of any State,
의회의 제정법상 처벌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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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wealth, territory,
possession, or district is guilty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although not made punishable
by any enactment of Congress,
would be punishable if
committed or omit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Territory, Possession, or
District in which such place is
situated, by the laws thereof in
force at the time of such act or
omission, shall be guilty of a
like offense and subject to a
like punishment.

아니라 하여도, 앞의 장소가 위
치하는 주, 준주, 미국령, 특별구
관할지에서 발생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그 발생 당시 해당 관
할지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
라 처벌할 수 있는 경우, 동종
범죄의 죄가 있으며 동종 처벌
의 대상이 된다.

(b)(1) Subject to paragraph (2)
and for purposes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hat which
may or shall be imposed
through jud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 under
the law of a State, territory,
possession, or district, for a
conviction for operating a
motor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 drug or alcohol,
shall be considered to be a
punishment provided by that
law. Any limitation on the
right or privilege to operate a
motor vehicle impos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apply

② 1. 제2호의 범위에서 그리고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약물
복용 또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하는 행위의 유죄판
결에 대하여 주, 준주, 미국령
또는 특별구의 법률에 따라 사
법 또는 행정 처분으로 부과하
는 사항은 해당 법률이 규정하
는 벌칙으로 보아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할 권리 또는 특
권에 대하여 이 항에 따라 가
하는 제한은 미국의 특별 해상
영토 관할권에서만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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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to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한다.

(2)(A) In addition to any term
of imprisonment provided
for operating a motor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 drug or alcohol
imposed under the law of
a State, territory,
possession, or district, the
punishment for such an
offense under this section
shall include an additional
term of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1 year, or if
serious bodily injury of a
minor is caused, not more
than 5 years, or if death of
a minor is caused, not
more than 10 years, and
an additional fine under
this title, or both, if—

2. 가. 주, 준주, 미국령 또는 특
별구의 법률에 따라 부과
하는 약물 복용 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징역의 형기
에,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
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내리는 벌칙으
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미
성년자를 심각한 신체 상
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성
년자가 사망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
법에 따른 벌금을 가중하
여야 한다.

(i) a minor (other than
the offender) was
present in the motor
vehicle when the
offense was
committed; and

1) 범행 당시 자동차 안
에 미성년자(범죄자는
제외한다)가 탑승한 경
우

(ii) the law of the State,

2) 범죄가 발생한 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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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y, possession,
or district in which the
offense occurred does
not provide an
additional term of
imprisonment under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clause (i).

주, 미국령, 또는 특별
구의 법률에 이 목의1
의 사정의 경우에 가중
하는 징역의 형기를 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B)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A), the
term "minor" means a
person less than 18 years
of age.

나. 가목의 목적상 "미성년자"
란 나이가 18세 미만인 자
를 말한다.

(c) Whenever any waters of the
territorial sea of the United
States lie outside the territory
of any State, Commonwealth,
territory, possession, or
district, such waters (including
the airspace above and the
seabed and subsoil below, and
artificial islands and fixed
structures erected thereon)
shall be deemed, for purposes
of subsection (a), to lie within
the area of the State,
Commonwealth, territory,
possession, or district that it
would lie within if the
boundaries of such State,
Commonwealth, territory,

③ 미국 영해의 수역이 주, 자치
연방, 준주, 미국령 또는 특별구
의 영토 바깥에 위치하는 경우,
주, 자치연방, 준주, 미국령 또는
특별구의 경계를 바다 쪽으로
미국 영해의 바깥 한계까지 확
장하였을 때 그러한 수역(수역
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 인공
섬 및 고정 구조물을 포함한다)
을 포함하게 되는 주, 자치연방,
준주, 미국령 또는 특별구의 지
역 안에 그 수역이 위치하는 것
으로, 제1항의 목적상,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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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sion, or district were
extended seaward to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f the
United States.
§14. Repealed.

제14조 폐지

§15. Obligation or other security
제15조 외국 정부 채권 또는 그
of foreign government defined
밖의 증권에 대한 정의
The term "obligation or other
"외국 정부 채권 또는 그 밖의
security of any foreign
증권"은 화폐로서의 자격을 상실
government" includes, but is not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인
limited to, uncanceled stamps,
(消印)되지 아니한 인지(印紙)
whether or not demonetized.
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아
니한다.
§16. Crime of violence defined
제16조 폭력 범죄에 대한 정의
The term "crime of violence"
"폭력 범죄"란 다음 각 항의 어
means—
느 하나를 말한다.
(a) an offense that has as an
element the use, attempted use,
or threatened use of physical
force against the person or
property of another, or

① 사람 또는 타인의 재산을 상
대로 물리적 위력의 사용, 미수
에 그친 사용, 사용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

(b) any other offense that is a
felony and that, by its nature,
involves a substantial risk that
physical force against the
person or property of another
may be used in the course of
committing the offense.

② 그 밖에 중죄에 해당하는 범
죄로서, 범행 과정에서 사람 또
는 타인의 재산을 상대로 위력
이 사용될 수 있는 상당한 위험
을 본질적으로 수반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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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nsanity defense
제17조 심신장애 항변 사유
(a) Affirmative Defense.—It is
① 적극적 항변 사유. 범죄를 구
an affirmative defense to a
성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당시,
prosecution under any Federal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 질환 또
statute that, at the time of the
는 결함으로 인하여 본인이 하
commission of the acts
는 행위의 본질 또는 불법성에
constituting the offense, the
대하여 인식할 수 없었던 사실
defendant, as a result of a
은 연방 법률에 따른 기소에 대
severe mental disease or
한 적극적 항변 사유이다. 그 밖
defect, was unable to appreciate
의 정신 질환 또는 결함은 항변
the nature and quality or the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wrongfulness of his acts.
Mental disease or defect does
not otherwise constitute a
defense.
(b) Burden of Proof.—The
defendant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defense of insanity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18. Organization defined
As used in this title, the term
"organization" means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② 입증 책임. 피고인은 명백하
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써 심신
장애의 항변 사유를 입증할 책
임을 진다.

제18조 단체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단체"란 개
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19. Petty offense defined
제19조 사소한 범죄에 대한 정의
As used in this title, the term
이 법에서 사용하는 "사소한 범
"petty offense" means a Class B
죄"란 벌금형의 다액이, 개인의
misdemeanor, a Class C
경우 제3571조제2항제6호 또는
misdemeanor, or an infraction,
제7호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한
for which the maximum fine is
금액 또는 단체의 경우 제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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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greater than the amount set
forth for such an offense in
section 3571(b)(6) or (7)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or
section 3571(c)(6) or (7) in
the case of an organization.

조제3항제6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B형 경범죄,
C형 경범죄, 또는 위반을 말한
다.

§20. Financial institution defined
As used in this title, the term
"financial institution" means—

제20조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an insured depository
1. 피보험예금기관(「연방예금보
institution (as defined in
험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section 3(c)(2) of the Federal
정의)
Deposit Insurance Act);
(2) a credit union with accounts
insured by the 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2. 계좌가 국가신용협동조합출자
금보호기금으로 보호되는 신용
조합

(3) a Federal home loan bank or
a member, as defined in
section 2 of the Federal Home
Loan Bank Act (12 U.S.C.
1422), of the Federal home
loan bank system;

3. 「연방주택금융은행법」 제2
조(미국법전 제12편 제1411조
에 해당)에서 정의하는 연방주
택금융은행제도의 연방주택금
융은행 또는 회원사

(4) a System institution of the
Farm Credit System, as
defined in section 5.35(3) of
the Farm Credit Act of 1971;

4. 「1971년 농사신용법」 제
5.35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농
사신용제도의 기관

(5) a small business investment

5. 「중소기업투자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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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as defined in section
103 of the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15
U.S.C. 662);

(미국법전 제15편 제662조에
해당)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투자회사

(6) a depository institution
holding company (as defined
in section 3(w)(1)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6. 「연방예금보험법」 제3조제
23항제1호에서 정의하는 예금
기관지주회사

(7) a Federal Reserve bank or a
member bank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7. 연방준비은행 또는 연방준비
제도의 회원 은행

(8) an organization operating
under section 25 or section
25(a) of the Federal Reserve
Act;

8. 「연방준비법」 제25조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

(9) a branch or agency of a
foreign bank (as such terms
are defined in paragraphs (1)
and (3) of section 1(b) of the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or

9. 외국 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
점(「국제은행업법」 제1조제2
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정의)

(10) a mortgage lending
business (as defined in
section 27 of this title) or any
person or entity that makes in
whole or in part a federally
related mortgage loan as

10. 담보대출업(이 편 제27조에
서 정의) 또는 「1974년 부동
산매매확정절차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연방담보대출을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하는 자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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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in section 3 of the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of 1974.
§21. Stolen or counterfeit nature
of property for certain crimes
defined
(a) Wherever in this title it is
an element of an offense that—

제21조 특정 범죄에 대한 재물의
장물성 또는 위조성에 대한 정의
① 이 법에서 다음 각 호에 모
두 해당하는 행위는 범죄를 구
성한다.
1. 재물을 횡령, 강도, 도난, 개
조, 강탈, 변경, 위조, 허위 제
작, 변조 또는 조작하는 경우

(1) any property was
embezzled, robbed, stolen,
converted, taken, altered,
counterfeited, falsely made,
forged, or obliterated; and
(2) the defendant knew that the
property was of such
character;

2. 피고인이 재물의 위와 같은
특성에 대하여 알고 있던 경우

such element may be
established by proof that the
defendant, after or as a result
of an official represent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property,
believed the property to be
embezzled, robbed, stolen,
converted, taken, altered,
counterfeited, falsely made,
forged, or obliterated.

그러한 구성요건은, 해당 재물의
특성에 대한 공식진술이 있고
난 뒤에 또는 그 결과, 피고인이
재물을 횡령, 강도, 도난, 개조,
강탈, 변경, 위조, 허위 제작, 변
조 또는 조작된 것으로 인정하
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통하여 성립할 수 있다.

(b)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official

② 이 조의 목적상, "공식진술"이
란 연방수사기관의 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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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 means any
representation made by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as defined in section 115) or
by another person at the
direction or with the approval of
such an officer.

115조에서 정의) 또는 그 밖에
그 공무원의 지시나 승인을 받
는 자가 하는 진술을 말한다.

§23.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fined
As used in this title, except
where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the term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cludes the
District Court of Guam, the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the
District Court of the Virgin
Islands.

제23조 미국 법원에 대한 정의

§24. Definitions relating to
Federal health care offense
(a) As used in this title, the
term "Federal health care
offense" means a violation of,
or a criminal conspiracy to
violate—

제24조 연방보건제도 범죄에 대한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연방보
건제도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대한 위반 행위 또는 위
반하려는 형사상 음모를 말한다.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
는 "미국 법원"은 괌 지방법원,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 및
버진 제도 지방법원을 포함한다.

(1) section 669, 1035, 1347, or
1518 of this title or section
1128B of the Social Security
Act (42 U.S.C. 1320a–7b); or

1. 이 편 제669조, 제1035조,
제1347조 또는 제1518조 또는
사회보장법 제1128B조(미국법
전 제42편 제1320a-7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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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tion 287, 371, 664, 666,
1001, 1027, 1341, 1343,
1349, or 1954 of this title
section 301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31), or section
501 of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29 U.S.C. 1131),
or section 411, 518, or 511 of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if the violation or conspiracy
relates to a health care benefit
program.

2. 위반 또는 음모가 보건 지원
금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
편 제287조, 제371조, 제664
조, 제666조, 제1001조, 제
1027조, 제1341조, 제1343조,
제1349조, 또는 제1954조,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
품법」 제301조(미국법전 제
21편 제331조), 또는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제501조(미
국법전 제29편 제1131조), 또
는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제411조, 제518조, 또는 제
511조

(b) As used in this title, the
term "health care benefit
program" means any public or
private plan or contract,
affecting commerce, under
which any medical benefit, item,
or service is provided to any
individual, and includes any
individual or entity who is
providing a medical benefit,
item, or service for which
payment may be made under
the plan or contract.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보건 지
원금 사업"이란 개인에게 의료
지원금,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하고,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
공 또는 사설 제도나 계약을 말
하며, 그러한 제도나 계약으로
금액을 납부하는 의료 지원금,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
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25. Use of minors in crimes of
제25조 폭력 범죄에 미성년자를
violence
이용하는 행위
(a) Definitions.—In this section,
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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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Crime of violence.—The
term "crime of violence"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section 16.

1. 폭력 범죄. "폭력 범죄"에 대
하여는 제16조에서 내리는 정
의를 따른다.

(2) Minor.—The term "minor"
means a person who has not
reached 18 years of age.

2.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나이
가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Uses.—The term "uses"
means employs, hires,
persuades, induces, entices, or
coerces.

3. 이용. "이용"이란 고용, 채용,
설득, 교사, 유혹 또는 강제하
는 행위를 말한다.

(b) Penalties.—Any person who
is 18 years of age or older, who
intentionally uses a minor to
commit a crime of violence for
which such person may be
prosecuted in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 to assist in
avoiding detection or
apprehension for such an
offense, shall—

② 벌칙. 미성년자를 고의로 이
용하여 미국 법원에 기소 대상
인 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
나 그러한 범죄에 대한 단속 또
는 체포를 피하도록 돕게 하는
18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적용
하는 벌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for the first conviction, be
subject to twice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and
twice the maximum fine that
would otherwise be authorized

1. 초범의 형은 해당 범죄에 대
한 법정 징역형 장기의 두 배
및 벌금형 다액의 두 배를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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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offense; and
(2) for each subsequent
conviction, be subject to 3
times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and 3 times the
maximum fine that would
otherwise be authorized for
the offense.
§26. Definition of seaport
As used in this title, the term
"seaport" means all piers,
wharves, docks, and similar
structures, adjacent to any
water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to which a vessel may
be secured, including areas of
land, water, or land and water
under and in immediate
proximity to such structures,
buildings on or contiguous to
such structures, and the
equipment and materials on
such structures or in such
buildings.

2. 누범의 형은 해당 범죄에 대
한 법정 징역형 장기의 세 배
및 벌금형 다액의 세 배를 적
용한다.

제26조 항구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항구"란 미
국 관할 수역에 인접하여 있으
며 선박을 묶어둘 수 있는 모든
잔교(棧橋), 부두, 선거(船渠)
및 그와 유사한 구조물을 말하
며, 그러한 구조물, 구조물 위에
있거나 인접한 건물, 그리고 그
러한 구조물이나 건물에 부속된
장치와 물품 아래에 바로 근접
하여 있는 토지, 수역, 또는 토
지 및 수역의 구역을 포함한다.

§27. Mortgage lending business
제27조 담보대출업에 대한 정의
defined
In this title, the term "mortgage
이 법의 "담보대출업"이란 민간
lending business" means an
담보회사 및 그 자회사와 같이
organization which finances or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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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ances any debt secured by
an interest in real estate,
including private mortgage
companies and any subsidiaries
of such organizations, and
whose activities affect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하는 대출금을 융자 및 재융자
하며 그 활동이 주간(州間) 통
상 또는 국제 통상에 영향을 미
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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