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형법」
[법률, 2016.11.15., 개정]

□ 개 요
이 법은 1934년 10월 31일 제정되었고 1935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총 34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총 2편 36장 363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제1편 총칙에서는 법례, 형사책임, 범인과 형에 대한 내용을 다
루었고, 제2편 각칙에서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등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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