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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2004-0035

자 료 명     방화범죄 실태조사

1. 성별

     1) 남                 2) 여

2. 범행 당시 연령: 만        세    

    

3. 죄명

    1) 현주 건조물 방화                        2)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장             

    3) 공용 건조물 방화                        4) 일반 건조물 방화

    5) 일반 물건 방화      

4. 경합 여부

    1) 유            2) 무        

5. 형량

    1) 미결              2) 징역             3) 징역 + 집행유예     

6. 방화 전과

    1) 있음              2) 없음          

7. 폭력 전과

    1) 있음              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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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도 전과

    1) 있음              2) 없음

9. 기타 전과

    1) 있음              2) 없음  

10. 범행이유

    1) 위협 : 불을 통해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           

    2) 실수 : 혼자 있던 상황에서 불을 지를 생각이 없다가 의도하지 않게 불이 붙은 경우

    3) 보복 :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하여, 불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시도 

    4) 화풀이 :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수단, 전혀 다른 상대나 아무도 없을 때 범행을   

                저지름

    5) 충동 :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름

    6) 자살 : 자살을 목적으로 방화를 저지름

    7) 다른 범행을 위해 :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8) 범행 부인 :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진술

11. 갈등 이유

    1) 가정 불화           2) 처지 비관             3) 애정 문제      

    4) 금전 문제           5) 증오                  6) 말다툼

12. 사건 당시 음주 여부

    1) 만취              2) 음주             3) 비음주

13. 사건 당시 발화 도구

    1) 인화물질 (석유, 신너)              2) 종이             3) 비닐

    4) 기타                              5) 미상        

  

14. 방화사건의 인명 피해

    1) 사망           2) 부상             3)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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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살시도 횟수 :         번

16. 발화 시점

    1) 갈등 당시           2) 갈등 직후             3) 갈등 후 시간이 지나서      

    4) 미상   

17. 불을 선택한 이유

    1) 과시           2) 파괴             3) 우연      

    4) 충동           5) 자살             6) 기타   

18. 사건 당시 다른 근심

    1) 가정불화           2) 경제곤란             3) 현실불만      

    4) 기타               5) 없음     

19. 처벌에 대한 두려움

    1) 생각하지 못함          2) 생각보다 엄함             3) 생각함     

20. 가족 해체

    1) 부모사망           2) 계모/계부             3) 이혼             4) 기타

21. 가정 형편

    1) 경제적 곤란           2) 보통             3) 잘사는 편        

22. 폭력 경험

    1) 폭력피해           2) 폭력가해             3) 폭력피해 + 가해      

    4) 해당 없음   

 

23. 변호인 만족도

    1) 만족           2) 불만족             3) 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