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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1994-0012

자 료 명     노인범죄 수사재  기록조사

1. 검찰기 명:___1)서울지검   ___2) 지검   ___3) 주지검   ___4)부산지검

2. 죄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경합범죄유무: ___1)유            ___2)무

                

                > 3-1.경합범죄내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자에 련된 사항

4. 성별:___1)남   ___2)여

5. 직업:___

6. 연령:____________세

7. 가족 계

   7-1. 혼인 계

   ___1)유배우자   ___2)이혼   ___3)미혼   ___4)사별   ___5)별거   ___6)기타(  )

   7-2. 범행당시의 가구형태

   ___1)자식과 동거   ___2)노인부부단독가구   ___3)시설수용   ___4)주거부정   

   ___5)기타(                         )

8. 거주지역:___1) 도시   ___2) 소도시   ___3)읍, 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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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정도:___1)국(퇴)졸   ___2) (퇴)졸   ___3)고(퇴)졸   ___4) (퇴)졸이상

10. 과경력:  ___1)유 (    )범                ___2)무
             

             >10-1. 과내용 1범 죄명(                           )

                                 2범 죄명(                           )

                                 3범 죄명(                           )

                                 4범 죄명(                           )

                                 5범 죄명(                           )

                  10-2. 범시의 연령________세

                  10-3. 마지막 범죄시의 연령_______세 

11. 생활정도:___1)부유   ___2)보통   ___3)빈곤   ___4)생활보호

범죄행 에 련된 사항

12. 범행동기:___1)생계비를 마련하기 해서

            ___2)가정불화로

            ___3)원한, 분노때문에

            ___4)부에 한 욕심때문에

            ___5) 과자에 한 사회의 냉 때문에

            ___6)공범자들의 유혹때문에

            ___7)호기심때문에

            ___8)건강상의 문제로(노인성치매 상 등)

            ___9)고독, 소외감때문에

            ___10)자식들의 냉 때문에

            ___11)역할상실로 인한 무력감때문에

            ___12)기타(                                                  )

13. 범행의 계획성여부: ___1)계획                ___2)우발

14. 범행시간:_____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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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범행장소:___1)본인 집   ___2)피해자의 집   ___3)노상   ___4)시장, 상가

          ___5)요식업소, 음식    ___6)교통시설내   ___7)유흥업소

          ___8)숙박업소   ___9)직장   10)기타(                          )

16. 범행시 음주여부:___1)무   ___2)약간   ___3)만취

17. 범행시 약물복용여부:___1)무   ___2)유

18. 범행당시 정신질환유무:___1)유   ___2)무

19. 공범유무:  ___1)유                           ___2)무
             >19-1. 공범자들간의 계:

                   ___1)가족, 친척   ___2)친구, 선후배   ___3)직장동료   

                   ___4)동네이웃, 부터 안면만 있던 사이   ___5)범행직  알게 된 사이  

                   ___6)  모르는 사이   ___7)기타(             )

                    19-2. 본인이 담당한 역할:

                   ___1)범죄를 직  질 다

                   ___2)범죄를 하도록 부추겼다

                   ___3)망 주는 일을 하 다

                   ___4)범죄에 필요한 정보, 조언을 해 주거나 장비, 자  등을 주었다 

                   ___5)기타(                )

20. 범행시의 폭행유무:___1)무   ___2)유

21. 범행시의 흉기사용유무:___1)무   ___2)유

                                  사용한 흉기의 종류______________

22. 검거경 :___1) 행범   ___2)본인자수   ___3)피해자신고   ___4)제3자신고

            ___5)민간체포   ___6)불심검문   ___7)기타(                    )

범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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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백여부

   23-1.경찰:___1) 부인정   ___2)일부인정   ___3) 부부인

   23-2.검찰:___1) 부인정   ___2)일부인정   ___3) 부부인

   23-3.법원:___1) 부인정   ___2)일부인정   ___3) 부부인

24. 양형: 징역__________개월

         집행유 __________개월

         벌 ____________만원

25. 최종 결법원:___1)지방법원   ___2)고등법원   ___3) 법원

피해자에 련된 사항

26. 성별:___1)남   ___2)여   ___3)남, 여   ___4)비해당

27. 연령:_______세 

28. 피해자수:_____명

29. 피해액:______________만원

30. 피해자와의 계:___(공범자들간의 계의 보기참조)

31. 피해자의 직업:___(범죄자 직업의 보기참조)

32. 피해자의 감정:___1)처벌불원   ___2)처벌원   ___3)무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