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개 요

콩고민주공화국 형법은 1940년 1월 30일 제정되었으며, 총 2편

22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개정일은 2015년 12월 31일로 개정
의 주요 목적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

소에 대한 협조를 위해「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의 집단
학살, 반인륜범죄 및 전쟁범죄에 관한 조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

함이었다. 해당 개정본은 2016년 2월 29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 목 차
원문

번역문

LIVRE PREMIER DES
INFRACTIONS ET DE LA
REPRESSION EN GENERAL
Section I : Dispositions générales
Section II : Des peines
Section III : Des restitutions et
des dommages-intérêts
Section IV : Des circonstances
attenuantes
Section V : Du concours de
plusieurs infractions
Section VI : De la responsabilité

제1편: 일반적인 범죄와 처벌
제1관: 통칙
제2관: 벌
제3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4관: 경감사유
제5관: 여러 범죄의 경합
제6관: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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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énale
Section VII : De la prescription
des infractions et des peines
Section VIII : De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Section IX : De la condamnation
conditionnelle

제7관: 범죄와 형벌의 시효
제8관: 가석방
제9관: 조건부 유죄판결

LIVRE DEUXIEME DES
INFRACTIONS ET DE LEUR
REPRESSION EN PARTICULIER
TITRE I : DES INFRACTIONS
CONTRES LES PERSONNES
Section I : De l'homicide et des
lesions corporelles volontaires
Section II : De l'homicide et des
lesions corporelles involontaires
Section III : des epreuves
superstitieuses et des pratiques
barbares
Section IV : Du duel
Section IV bis : De la nonassistance à personne en danger
Section V : Des attentats à la
liberté individuelle et à
l'inviolabilité du domicile
Section VI : Des attentats à
l'inviolabilité du secret des lettres
Section VII : De la révélation du
secret professionnel
Section VIII : Des imputations
dommageables et des injures

제2편: 개별 범죄와 그에 따른 처
벌
제1장: 대인범죄
제1관: 살인과 고의에 의한 신체
상해
제2관: 살인과 고의가 아닌 신체
상해
제3관: 미신적 시험과 야만적 행
위
제4관: 격투
제4관의2: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
한 작위의무 위반
제5관: 개인의 자유와 주거불가침
에 대한 침해
제6관: 서한 비밀의 불가침에 대
한 침해
제7관: 직업적 비밀의 누설
제8관: 손해를 야기하는 비난과
욕설
제2장: 대물범죄

TITRE II : DES INFRACTIONS
CONTRE LES PROPRIETES
Section I : des vols et des
extorsions

제1관: 절도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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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 : Des fraudes
Section III : Destructions,
Dégradations, Dommages

제2관: 사기
제3관: 손괴, 악화, 손해

TITRE III : INFRACTIONS
CONTRE LA FOI PUBLIQUE
Section I : De la contrefacon, de
la falsification et de l'imitation
des signes monétaires
Section II : De la contrefaçon ou
falsification des sceaux, timbres,
poincons, marques, etc
Section III : De l'usurpation de
fonctions publiques
Section III bis : Du port illégal de
décorations
Section IV : Des faux commis en
écritures
Section V : Du Faux Temoignage
Et Du Faux Serment

제3장: 공공의 신뢰에 반하는 범
죄
제1관: 화폐의 위조, 변조 및 복
제
제2관: 인장, 우표, 검인기, 상표
등의 위조 또는 변조
제3관: 공직 사칭
제3관의2: 훈장의 불법 소지
제4관: 문서 위조
제5관: 거짓 증언과 거짓 서약

TITRE IV : INFRACTIONS
CONTRE L'ORDRE PUBLIC
Section I : De la rébellion
Section I bis : De la provocation et
de l'incitation à des manquements
envers l'autorité publique
Section II : Des outrages et des
violences envers les membres du
bureau politique, les membres de
l’Assemblee Nationale, les
membres du Gouvernement, les
depositaires de l'autorité ou de la
force publique
Section II bis : Des outrages
envers l'Embleme National
Section III : Du bris des scelles

제4장: 공공질서에 반하는 범죄
제1관: 반역
제1관의2: 공권력에 대한 도발 및
위반행위 교사
제2관: 정치국 구성원, 의회 구성
원, 정부 구성원, 권력기관 또는
공권력의 집행자에 대한 모독 및
폭력

제2관의2: 국가상징에 대한 모독
제3관: 봉인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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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V : Des entraves
apportées à l'exécution des
travaux publics
Section V : Des atteintes à la
liberté du commerce et de la
navigation
Section VI : Des détournements
et des concussions commis par
des personnes revêtues de
mandat public ou chargées d'un
service ou d'une mission de l'Etat
ou d'une société étatique
Section VII : De la corruption,
des rémunérations illicites, du
trafic d'influence et des
abstentions coupables des
fonctionnaires
Section VII bis : De la publication
et de la distribution des écrits
Section VIII : Infractions en
matière de transport d'objets postaux
Section IX : Des infractions
tendant à empêcher la preuve de
l'état civil. Fausses déclarations
devant les officiers de l'état civil
Section X : De quelques autres
infractions contre l'ordre public

제4관: 공공토목공사 실행의 방해
제5관: 무역과 항해의 자유에 대
한 침해
제6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 또
는 국가 또는 공기업의 서비스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범한 남
용과 공금횡령
제7관: 공무원의 부정부패, 불법
적 보수, 대가성 수뢰 및 불법 직
무 회피
제7관의2: 문서의 공표와 배포
제8관: 우편물 운송에 있어서의
범죄
제9관: 민사신분증명 방해하려는
범죄와 민사신분담당 기관에서의
허위 신고
제10관: 그 밖에 질서에 반하는
범죄

TITRE V : INFRACTIONS
CONTRE LA SECURITE PUBLIQUE
Section I : De l'association
formée dans le but d'attenter aux
personnes et aux propriétés
Section II : Des menaces
d'attentat contre les personnes ou
contre les propriétés
Section III : De l'évasion des

제5장: 사회안전에 반하는 범죄
제1관: 사람과 재산에 대한 범죄
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제2관: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범
죄 위협
제3관: 재소자의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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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tenus
TITRE VI : INFRACTIONS
CONTRE L'ORDRE DES
FAMILLES
Section I : De l'avortement
Section II : De l'attentat à la
pudeur et du viol
Section III : Des attentats aux
moeurs
Section IV : Des outrages publics
aux bonnes moeurs

제6장: 가족에 반하는 범죄
제1관: 낙태
제2관: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과
강간
제3관: 풍기문란
제4관: 미풍양속의 공공연한 훼손

TITRE VII : DES ATTEINTES
AUX DROITS GARANTIS AUX
PARTICULIERS
Section I : Des atteintes à la
liberté des cultes
Section II : Des atteintes portées
par des fonctionnaires publics aux
droits garantis aux particuliers

제7장: 개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제1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제2관: 공무원에 의한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의 침해

TITRE VIII : DES ATTEINTES
A LA SURETE DE L'ETAT
Section I : Des atteintes à la
sûreté extérieure de l'Etat
Section II : Des atteintes à la
sûreté intérieure de l'Etat
Section III : Dispositions
communes aux deux sections
précédentes

제8장: 국가 안보에 대한 침해
제1관: 국가의 대외적 안전에 대
한 침해
제2관: 국가의 내부적 안전에 대
한 침해
제3관: 앞 두 개의 관에 공통되는
조항

Titre IX : Des crimes contre la
paix et la sécurité de l’humanité
Section 1 : Du crime de génocide
Section 2 : Des crimes contre l’
humanité

제9장: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
하는 중죄
제1관: 집단학살
제2관: 반인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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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 Des crimes de guerre

제3관: 전쟁범죄

ANNEXE : Liste des articles du
code pénal ayant subi des
modifications

부속서: 개정된 형법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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