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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탁번호

   ______ - __________________

2. 사건번호    

 푸

3. 탁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4. 처분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5. 분류심사의 종류   ___0) 일반분류심사   ___1) 특수분류심사       

6. 분류심사 의 처분의견  __________________

7. 비행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성별    ____0) 남자     ____1) 여자   

9. 연령    _________세 

10. 직업

____1) 학생  ____2) 재수생, 학원생  ____3) 종업원  ____4) 공원

____5) 행상  ____6) 기타(구체 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7) 무직

11. 학력

____1) 무학     ____2) 국재    ____3) 국퇴    ____4) 국졸  

____5) 재     ____6) 퇴    ____7) 졸    ____8) 고재

____9) 고퇴     ____10) 고졸   ____11) 재

12. 문신여부    ____0) 없다     ____1) 있다

13. 자해여부    ____0) 없다     ____1) 있다

14. 정신질환 유무   ____0) 없다     ____1) 있다

15. 건강상태        ____1) 건강  ____2) 보통  ____3)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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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호자 1

    16-1. 계  ____1) 부  ____2) 모   ____3) 조부모 ____4) 기타(구체 으로:      )

     

    16-2. 직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3. 학력  

          ____1) 불취학    ____2) 국졸이하   ____3) 졸이하                

          ____4) 고졸이하  ____5) 졸이하   ____6) 학원이상   ____7) 미상

17. 보호자 2

    17-1. 계  ____1) 부  ____2) 모   ____3) 조부모 ____4) 기타(구체 으로:      )

     

    17-2. 직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3. 학력  

          ____1) 불취학    ____2) 국졸이하   ____3) 졸이하                

          ____4) 고졸이하  ____5) 졸이하   ____6) 학원이상   ____7) 미상

18. 결손가정여부

____1) 실부모         ____2) 실부           ____3) 실모   

____4) 실모계부       ____5) 실부계모       ____6) 계부계모

____7) 형제자매       ____8) 기타(구체 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1. 부 결손사유

   ____1) 사망  ____2) 이혼  ____3) 가출  ____4) 기타(구체 으로:        )

   ____5) 비해당

   18-2. 모 결손사유

   ____1) 사망  ____2) 이혼  ____3) 가출  ____4) 기타(구체 으로:        )

   ____5) 비해당

   18-3. 부 결손시 소년의 연령   ________세

   18-4. 모 결손시 소년의 연령   ________세

19. 부모와의 동거여부

   ____0) 부모와 동거   ____1) 아버지와 동거  ____2) 어머니와 동거  

   ____3) 부모없이 형제자매와 동거    ____4) 조부모와 동거

   ____5) 가정외에 있음(19-1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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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호자  이상자 유무

    20-1. 음주벽         ____0) 없다   ____1) 있다

    20-2. 정신이상       ____0) 없다   ____1) 있다

    20-3. 신체  불구    ____0) 없다   ____1) 있다

    20-4. 범죄경력       ____0) 없다   ____1) 있다

21. 가옥소유형태

    ____1) 자택   ____2) 세     ____3) 월세    ____4) 기타

22. 가족의 생계유지자

    ____1) 부모  ____2) 부  ____3) 모  ____4) 형제자매  ____5) 본인  ____6) 기타

23. 생활정도

    ____1) 상       ____2)       _____3) 하    _____4) 미상

24. 아버지의 애정

    ____0) 아버지없음  ____1) 익애  ____2) 온정  ____3) 무 심  

25. 어머니의 애정

    ____0) 어머니없음  ____1) 익애  ____2) 온정  ____3) 무 심  

26. 아버지에 한 애정

    ____0) 아버지없음  ____1) 익애  ____2) 온정  ____3) 무 심  ____4) 미상

27. 어머니에 한 애정

    ____0) 어머니없음  ____1) 익애  ____2) 온정  ____3) 무 심  ____4) 미상

28. 아버지의 훈육․감독

    ____0) 아버지없음  1) 친   ____2) 과엄   ____3) 방임  ____4) 무원칙

29. 어머니의 훈육․감독

    ____0) 어머니없음  1) 친   ____2) 과엄   ____3) 방임  ____4) 무원칙

30. 가족의 결합성(기능성)  ____1) 높음    ____2) 간    ____3) 낮음

31. 보호자의 보호의지   ____0) 없음   ____1) 있음

32. 학횟수  ____0) 없다     ____1) 1회     ____2) 2회     ____3) 3회 이상

    32-1. 학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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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업성    ____1) 하    ____2)      ____3) 상

34. 결석정도   ____1) 양호  ____2) 보통   ____3) 불량 

35. 자퇴경험  ____0) 없다    ____1) 있다

    35-1. 자퇴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6. 퇴학경험  ____0) 없다    ____1) 있다

    36-1. 퇴학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7. 학교에 한 태도

    ____1) 수용     ____2) 무 심    ____3) 매우 싫어함

38. 불량친구(경찰에 단속된 친구, 직업없이 무 도식하는 친구, 나쁜 우두머리 친구

    등)의 유무

    ____0) 없다    ____1) 있다

39. 가출경험   ____________회

    

  39-1. 최 가출연령    _______세

  39-2. 최 가출시 동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0. 음주여부

    ____0) 없다 ____1) 15세 이   ____2) 16세 이후  ____3) 나이미상    ____4) 미상

30. 흡연여부

    ____0) 없다 ____1) 15세 이   ____2) 16세 이후  ____3) 나이미상    ____4) 미상

31. 약물경험

    ____0) 없다 ____1) 15세 이   ____2) 16세 이후  ____3) 나이미상    ____4) 미상

32. 성경험

    ____0) 없다 ____1) 15세 이   ____2) 16세 이후  ____3) 나이미상    ____4)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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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능지수  _________________

45. 분류심사 의 재비행 측

 구체 으로 : 

46. 비행장소  ___________________

47. 비행시간   ____________(24시간 기 )

48. 비행동기 

____1) 생활비마련         ____2) 유흥비․용돈마련

____3) 교우불량           ____4) 사행심

____5) 원한․분노         ____6) 가정불화

____7) 유혹․호기심       ____8) 우발․충동

____9) 각성제             ____10) 취

____11) 모방              ____12) 정신결함

____13) 실불만

____14) 기타(구체 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9. 피해자 수

    ____0) 피해자 없음  ____1) 1명  ____2) 2명  ____3) 3명 이상    ____4) 모름

 

    49-1. 피해자의 신체  피해여부

    ____0) 없음  ____1) 있음( 치 ______주)  ____2) 미상

    

    49-2. 피해자의  피해여부

    ____0) 없음  ____1) 있음( 치 ______주)  ____2) 미상

50. 피해자와의 계(가해자 심으로 기술)

    ____0) 모르는 계 

    ____1) 아는 사람(구체 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2) 미상

51. 범행회수

    ____1) 1회  ____2) 2회  ____3) 3회  ____4) 4회  ____5) 5회 이상 ____6)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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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범 계여부  공범자수

    ____0) 공범없음  ____1) 1명  ____2) 2명 ____3) 3명  ____4) 4명 이상 ____5) 미상

    52-1 범행에의 가담정도

    ____1) 단순가담     ____2) 보조 인 역할  ____3) 주도 인 역할

    ____4) 동등한 역할  ____5) 미상

53. 총 비행건수  __________ 건(1건 이상인 경우에만 아래의 문항들에 기입)

54. 첫비행당시의 연령 __________세

55. 첫비행의 종류    ____0) 비재산비행   ____1) 재산비행

56. 비행력 1

    56-1. 죄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6-2. 처분일    _______년 ____월 ____일

  

    56-3. 처분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

57. 비행력 2

    57-1. 죄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7-2. 처분일    _______년 ____월 ____일

   

    57-3. 처분결과  _____________________

58. 비행력 3

    58-1. 죄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8-2. 처분일    _______년 ____월 ____일

  

    58-3. 처분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

59. 송치법원 ____1) 서울가정법원  ____2) 청주지방법원  ____3) 주지방법원

60. 송치기  

    ____1) 검사송치   ____2) 경찰서장송치  ____3) 형사법원송치    

61. 담당 사 ______________

63. 탁연장여부  ____0) 연장없음    ____1) 탁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