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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2006-0005

자 료 명    불법감청설비 유통실태에 한 기록조사

❚  수사  재 기록 기 조사항목표

I. 사건과 련된 내용

1. 검찰 형제번호 

-

2. 조사 상 검찰청

 __ 1) 앙지검   __ 2) 동부지검   __ 3) 서부지검   __ 4) 남부지검   __ 5) 북부지검

 __ 6) 의정부지검 __ 7) 인천지검   __ 8) 수원지검   __ 9) 부산지검   __ 10) 구지검

 __ 11) 주지검  __ 12) 지검  __ 13) 청주지검  __ 14) 원주지청  __ 15) 군산지청

 

3. 사건번호 [수법이 다르거나 피해자가 상이한 경우]

______ 건  ______번째

4. 사건 발생년도

________________ 년

5. 처벌법규정(통신비 보호법)에 기 한 분류

 __ 1) 검열, 감청, 녹음, 청취 등(3조, 16조 1항 1호)

 __ 2) 불법 지득한 통신 내용을 공개, 설(3조, 16조 1항 2호)

 __ 3) [사법경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는 긴 감청허가서의 미비(9조 2항, 16조 2항 1호)

 __ 4) [공무원] 합법 지득한 통신 내용을 공개, 설(11조, 16조 2항 2호)

 __ 5) [사법경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사본 불보  등(9조, 17조 1항 1, 2, 3호)

 __ 6)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 매 등(10조 1항, 17조 1항 4호)

 __ 7) 감청설비 인가 장 등의 미비(10조 3-4항, 17조 1항 5호)

 __ 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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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합범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사건내용에 따른 분류 

__ 1) 국가기 의 불법감청(정치  목 ) __ 2) 국가기 의 불법감청(수사 등의 목 )

__ 3) 감청설비 제작 __ 4) 감청설비 매

__ 5) 감청설비 구매 __ 6) 감청설비 불법탐지

__ 7) 업무상 기  취득 __ 8) 이카 련 감청

__ 9) 사기도박을 한 감청 __ 10) 음란물 제작· 매

__ 11) 음란물 제작·유포(개인  보복 제외) __ 12) 음  감청

__ 13) 배우자, 애인 등 감시 __ 14) 스토킹(헤어진 애인·배우자 포함)

__ 15) 개인  보복 __ 16) 단순 감청

__ 17) 기타 (                      )

8. 도감청의 구체 인 목  서술(별도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감청에 이용한 설비의 종류

__ 1) 녹음기( 화 감청) __ 2) 녹음기(직  감청)

__ 3) 사이버감청(이메일·홈페이지 등) __ 4) 몰래 카메라(동 상)

__ 5) 몰래 카메라(스냅사진) __ 6) 무선설비(무 기 등)

__ 7) 휴 화 __ 8) 기타(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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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된 감청설비의 제품명  가격

제품명 가격

합법

여부
입수과정

제조국

합법 불법 매입 여 취 제작 기타

(기재란이 과될 경우) 외 _____________ 건

11. 감청설비 입수  사용과 련된 구체  내용들에 한 서술(별지기재)

12. 사건발생지      _________ 시/도  _________ 시/군/구  __________ 읍/면/동

13. 범행 장소

__ 1) 개인의 거주지 __ 2) 개인소유 차량 __ 3) 호텔/여

__ 4) 기타 유흥업소 __ 5) 상업  장소 __ 6) 공공장소· 교통

__ 7) 공공기 __ 8) 기업

__ 9) 기타 (자세히                                  ) 

14. 도감청  감청설비 거래의 구체 인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범행 횟수

    총 (          ) 회

16. 총범행자 수 : ________ 명

17. 총 피해자 수 : ________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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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범들 사이의 계 (가장 주도 인 공범 2명 사이의 계)

__ 1) 고향/학교 친구ㆍ선후배 __ 2) 배우자, 애인

__ 3) (배우자 이외의) 가족, 친척 __ 4) ( / ) 직장동료

__ 5) 업무상 알게 된 사이 __ 6) 동네 이웃

__ 7) 교도소 동기 __ 8) 모르는 사람

__ 9) 기타 (                            )

19. 주범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

__ 1) 고향/학교 친구ㆍ선후배 __ 2) 배우자, 애인

__ 3) (배우자 이외의) 가족, 친척 __ 4) ( / ) 직장동료

__ 5) 업무상 알게 된 사이 __ 6) 동네 이웃

__ 7) 교도소 동기 __ 8) 모르는 사람

__ 9) 기타 (                            )

II. 범죄피의자와 련된 내용

1. 검찰 형제번호

-

2. 피의자 번호 _______  ______ 번째

3. 주범여부 __ 1) 주범 __ 2) 종범

4. 연령(사건당시 연령)     만________세

5. 성별       __ 1) 남자       __ 2) 여자

6. 교육정도

 __ 1) 무학                 __ 2) 등학교                 __ 3) 학교

 __ 4) 고등학교             __ 5) 문 학                 __ 6) 4년제 학

 __ 7) 학원 이상          __ 8) 미상

7. 월평균 수입    약 ______________________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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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족 재산      약 ______________________ 원

9. 혼인상태

 __ 1) 미혼                  __ 2) 기혼                __ 3) 이혼  

 __ 4) 별거(이혼 소송 )      __ 5) 사별                __ 6) 동거

 __ 7) 미상                  __ 8) 기타(           )

10. 직업(별지참조)  _________

11. 피의자 검거 경

__ 1) 행범 __ 2) 본인자수(자수자복)

__ 3) 고소/고발 __ 4) 경찰인지(탐문정보)

__ 5) 다른 사건 조사  발각 __ 6) 불심검문

__ 7) 민간체포 __ 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검찰에서의 처리내역  __ 1) 구속            __ 2) 불구속

13. 검찰처리 황

 __ 1) 구공   __ 2) 구약식           __ 3) 기소 지

 __ 4) 기소유 __ 5) 의없음         __ 6) 공소권 없음

 __ 7) 타 송치 __ 8) 죄가 안 됨       __ 9) 기타(                   )

14. 최종심 (구공 /구약식인 경우에만)

 __ 1) 1심             __ 2) 2심               __ 3) 3심

15. 심 별 구형  선고형량(징역형의 경우)

구분
사의 선고

벌 징역
집유
기간

사회
사

수강
명령

보호
찰

몰수
추징

선고
유

기타

1심

2심

3심

최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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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피의자 범죄 경력

  16-1. 총 과   ____ 건 [ 의없음, 공소권없음 제외]

  16-2. 실형 과 ____ 건

  16-3. 동종 과 ____ 건 [통비법]

17. 피의자의 구체 인 범죄 경력 [향군법, 도교법, 교특법 제외]

구분 죄명 처분결과

1

2

3

4

5

6

7

8

9

10

III. 범죄피해자와 련된 내용

1. 검찰 형제번호 

-

2. 피해자 번호 ______ 건  ______번째

3. 연령     만________세

4. 성별       __ 1) 남자       __ 2) 여자

5. 교육정도

 __ 1) 무학                 __ 2) 등학교                 __ 3) 학교

 __ 4) 고등학교             __ 5) 문 학                 __ 6) 4년제 학

 __ 7) 학원 이상          __ 8) 미상

6. 혼인상태

 __ 1) 미혼                  __ 2) 기혼                __ 3) 이혼  

 __ 4) 별거(이혼 소송 )     __ 5) 사별                __ 6) 동거

 __ 7) 미상                  __ 8) 기타 (                    )

7. 직업  _________   (다음 페이지 [직업분류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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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술직>
  01) 자연  기술 련 엔지니어   02) 학교수, 연구원

  0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04) 수의사, 약사
  05) 간호사 06) 회계사, 변호사, 사, 검사
  07) 교사 08) 종교인

  09) 언론인, 방송인 10) 체육인, 술가, 연 인
  11) 항공기·선박 승무원 12) 기타 문직(학원강사, 번역 등)

<행정· 리직>
  21) 기업체 경 주(5인 이상 고용)           22) 기업체 간부(부장 이상)
  23) 고 공무원( 앙 서 과장, 지방 서 국장 이상)  24) 사회단체간부

  25) 군인(소령이상), 경찰(경정이상)          26) 사무 련 사업체 경 주(5인 미만 고용)
  27) 기타 행정· 리직

<사무직>
  31) 일반사무직원(과장 이하) 32) 일반공무원(사무  이하)
  33) 사회단체 직원 34) 경리  출납원

  35) 운송  통신 리원 36) 화  우편 사무원
  37) 군인( , 하사 ), 경찰(경감이하),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38) 기타 사무직

< 매직>
  41) 소.도매 상인(5인미만 고용) 42) 매 원

  43) 부동산 개인 44) 매 리인  외 원
  45) 행상, 노 상 46) 기타 매직 주인

<서비스직>
  51) 음식 , 여  등의 주인 52) 음식 , 여  등의 종업원
  53) 이.미용사, 세탁소, 목욕탕 54) 청소원, 출부

  55) 보안업무 종사자, 수 , 경비 56) 심부름센터 주인
  57) 심부름센터 종업원            58) 기타 서비스직 주인(사진  등)

<농·어업직>
  61) 부농(2정보, 6000평이상) 62) 농(1-2정보, 3000-5999평)
  63) 소농(0.5-1정보, 1500-2999평) 64) 빈농(0.5정보,1500평미만), 소작농

  65) 농업노동자, 품일꾼 66) 낙농업자, 양계, 원 , 과수원
  67) 선주  수산양식업자 68) 어부  수산업 종사자
  69) 기타 농어업직

<생산직>
  71) 생산직 사업체 경 자(5인 미만), 생산감독(주임  반장)

  72) 숙련기능공 73) 견습공, 비숙련공
  74)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75) 운 사 (자동차, 장비)
  76) 부 77) 기타 생산직

<미취업>
  81) 학생 82) 주부

  83) 군인(사병) 84) 무직(실업)
  85) 정년퇴직, 연 생활자 86) 기타 미취업자

<분류불능>
  99) 분류불능(구체 으로 무엇 : 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