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1991-0010

자 료 명    강간범죄의 실태에 한 교도소 신분장 기록조사

A

1. 나이    ___________ 세

2. 출생지역

   (1) 도시

   (2) 소도시

   (3) 읍면

   (4) 농어 등

3. 생활근거지

   (1) 도시

   (2) 소도시

   (3) 읍면

   (4) 농어 등

4. 직업  ________________ (구체 으로 기입하시오.)

5. 범수  ___________ 범

6. 범수  ___________ 범

7. 결 죄명

   (1) 강간            (2) 강간치상

   (3) 강도강간           .(4) 미성년자

   (5) 도강간            (6) 폭력강간

   (7) 상해강간          . (8) 폭강간

   (9) 4개이상            (10) 기타



8. 결 법원

   (1) 지방법원

   (2) 고등법원

   (3) 법원

9. 1심형기 ___________ 개월

10. 2심형기 ___________ 개월

B

11. 생활상태

    (1) 상 (2)      (3) 하

12. 부모직업  ________________

13. 남자형제수 ____________ 명

14. 여자형제수 ____________ 명

15. 형제순   ____________ 째

 

16. 혼인 계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별거    (6) 가출

    (7) 동거    (8) 이혼후 재혼

    (9) 사별후 재혼    (10) 기타 

17. 부모생존여부

    (1) 부모        (2) 부

    (3) 모            .(4) 부,계모

    (5) 계부, 모       (6) 부모없음

    (7) 계부         (8) 계모        (9) 기타

18. 가족수

    ____________ 명



C

19. 최  성 경험시기

    ________________ 세

20. 최  성 경험 상

    (1) 애인                (2) 친구

    (3) 아내                (4) 선후배

    (5) 가족                (6) 친척

    (7) 직장동료, 부하직원 .(8) 동네이웃

    (9) 매춘부                (10) 안면만 있는 사이

    (11)  모르는 사이

21. 학력

    (1) 무학                (2) 국퇴

    (3) 국졸            (4) 퇴

    (5) 졸           (6) 고퇴

    (7) 고졸            (8) 문 졸

    (9) 퇴           (10) 졸

22. 진학못한이유

    (1) 경제  곤란           (2) 학업싫증

    (3) 불량행               (4) 교칙 반

    (5) 시험낙방              (6) 가정불화

    (7) 본범때문              (8) 기타

23. 범행장소

    (1) 본인집                (2) 피해자집

    (3) 친구집                (4) 야외

    (5) 숙박업소              (6) 상가

    (7) 근무지                (8) 근무지(피)

    (9) 차안            (10) 기타

24. 범행동기

    (1) 성충동       (2) 소유욕

    (3) 결혼         (4) 신고불능          (5) 기타



25. 범행시간  _____________ 시

26. 흉기소지

    (1) 없음       (2) 칼

    (3) 병조각       .(4) 끈

    (5) 2개이상

27. 피해자수 ___________ 명

    27-1. 피해자1 연령 __________ 세

    27-2. 피해자2 연령 __________ 세

    27-3. 피해자3 연령 __________ 세

28. 피해자와의 계

    (1) 애인       (2) 친구

    (3) 선후배      . (4) 직장동료, 부하직원

    (5) 가족       (6) 친척

    (7) 동네이웃     (8) 안면만 있는 사이

    (9) 범행직      (10)  모르는 사이

29. 검거경

    (1) 자수       (2) 신고(피)

    (3) 신고(제3)     (4) 신고(가족))

    (5) 불심검문     (6) 다른범죄

    (7) 기타

30. 공범수 ____________- 명

31. 최 불량행

    (1) 강 도         (2) 폭력

    (3) 특수강 도 (4) 특수강 도미수

    (5) 강간        (6) 공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