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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1995-0005

자 료 명     교통범죄 양형 실태분석을 한 기록조사

         

                                        

            형제번호     ｝｝
                         ｝｝｝｝｝｝｝｝ ｝｝｝｝｝｝｝｝｝｝｝｝｝｝｝｝｝｝｝｝｝｝｝｝｝｝｝｝
                         ｝｝

**  교통사고에 한 사항  **

1. 사고 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4-11

 

2. 사고 내용?                                                                     12  

                  

   _____(1) 차  차  _____(2) 차  사람  _____(3) 차량 단독

3. 사고장소?                                                                     13  

  _____(1) 차선  _____(2) 보도  _____(3) 횡단보도  _____(4) 건 목

  _____(5) 교차로  _____(6) 교량   ____(7) 기타(        )

4. 사고차종?                                                                     14  

   _____(1) 버스         _____(2) 택시         _____(3) 승용차       

   _____(4) 화물차       _____(5) 기타(                      )

5. 사고차량 운 유형?                                                            15

   _____(1) 업용  _____(2) 자가용  _____(3) 회사차량  _____(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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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고장소의 제한 속력? __________Km/h                                16-18  

   사고차량의 속력?  _________Km/h                                    19-21  

7. 사고피해내용?

   (1) 물  피해: 총 피해액_________만원,                            22-25 

                  가해차량 피해액 ________만원                     26-29

   (2) 인  피해: 사망 _______(명), 상 _______(명),                  30-33

                  경상 _______(명), 부상 _______(명)                  34-37

8. 사고운 자의 피해내용?                                                        38

   _____(1) 사망  _____(2) 상해  _____(3) 기타

  8-1. 상해 정도?   _______(주)                                            39-40

9. 피해자(1)의 피해내용?                                                         41

   _____(1) 사망  _____(2) 상해  _____(3) 기타

  9-1. 상해 정도?   _______(주)                                             42-43

10. 피해자(2)의 피해내용?                                                        44

   _____(1) 사망  _____(2) 상해  _____(3) 기타

  10-1. 상해 정도?   _______(주)                                            45-46  

** 사고원인에 한 사항 **                                                      47

1. 사고원인?                                                                     48

   _____(1) 운 자 과실     _____(2) 피해자 과실   _____(3) 차랑 불량    

   _____(4) 도로환경 불량   _____(5) 일기 불량     _____(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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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시의 기후?                                                                49

    _____(1) 맑음  _____(2) 흐림  _____(3) 안개 

    _____(4) 비    _____(5)     _____(6) 기타(      )   

3. 도로환경

 3-1. 도로표면?                                                                  50

    _____(1) 양호 _____(2) 습기 _____(3) 빙설 _____(4) 장해물  

 3-2. 도로형태?                                                                  51 

    _____(1) 정상 _____(2) 경사로 _____(3) 회 로 _____(4)기타(        )

4. 자동차의 결함?                                                                52

   _____(1) 없음

   _____(2) 제동장치  _____(3) 주행장치  _____(4) 조향장치

   _____(5) 타이어    _____(6) 라이트    _____(7) 기타(       )

5. 사고운 자의 일신상황?                                                        53

   _____(1) 정상      _____(2) 질병      _____(3) 과로  

   _____(4) 졸음      _____(5) 음주      _____(6) 흥분   

   _____(7) 운 미숙  _____(8) 기타(                 )

6. 사고운 자의 사고내용?                                           54-57

                                                                   58-61   

  _____(1) 신호 반                   _____(2) 앙선 침범   

   _____(3) 제한속도 반(20Km)         _____(4) 앞지르기 반  

   _____(5) 건 목 통과 반            _____(6) 횡단보도 통과 반

   _____(7) 무면허 반                _____(8) 음주운

   _____(9) 보도침범                   _____(10) 추락방지의무 반    

   _____(11) 도주 는 유기   

   _____(12) 안 거리 미확보           _____(13) 교차로통행 방법 반

   _____(14) 서행 반                  _____(15) 난폭운

   _____(16) 정원 과                  _____(17) 통행인 근 운행

   _____(18) 우선권 양보불이행         _____(19) 차선 반

   _____(20)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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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여부?                                                      62 

   _____(1) 무보험  _____(2) 책임보험  _____(3) 종합보험

8. 운 자 음주여부?                                                              63

   _____(1) 마시지 않음  _____(2) 조  마심  _____(3) 많이 마심

 8-1.  알콜농도? ___________ %                                     64-66  

9. 사고운 자의 사고후 조치?                            

  _____(1) 신고  _____(2) 병원후송  _____(3) 도주  _____(4) 유기                  67

10. 피해자 일신상황?                                                             68

   _____(1) 정상      _____(2) 질병      _____(3) 과로                        

   _____(4) 졸음      _____(5) 음주      _____(6) 흥분   

   _____(7) 운 미숙  _____(8) 기타(                 )

 11. 피해자 과실 여부?                                                         

  11-1. 보행자인 경우                                                    69-71

   _____(1) 없음

   _____(2) 무단횡단            _____(3) 횡단  돌연정지후퇴

   _____(4) 취 횡단            _____(5) 노상유희

   _____(6) 차량 후돌출        _____(7) 차도보행

   _____(8) 자 거, 오토바이 등 불안운   

   _____(9) 기타(              )

  11-2. 운 자인 경우                                      72-77

   _____(1) 없음

   _____(2) 신호 반                _____(3) 방좌우 불확인  

   _____(4) 과속                    _____(5) 앞지르기 반  

   _____(6) 음주운                 _____(7) 안 거리 미확보 

   _____(8) 정차                  _____(9) 서행 반 

   _____(10)  차선 반              _____(11) 기타(              )

                                                                       1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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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운 자에 한 사항 **                                         ID  1-3

1. 성별?  _____(1) 남  _____(2) 여                                                 4

2. 연령?  ________(세)                                                        5-6

3. 학력?                                                                          7

   _____(1) 무학       _____(2) 국졸     _____(3) 퇴   

   _____(4) 졸       _____(5) 고퇴     _____(6) 고졸

   _____(7) 문 졸   _____(8) 졸     _____(9) 학원졸                            

4. 본인의 직업(구체 으로)?  __________                                       8-9

5. 재산?  _____(1) 상  _____(2)   _____(3) 하                                   10

 

6. 월 소득?  __________만원                                             11-13

7. 혼인여부?                                                                    14

   _____(1) 기혼  _____(2) 미혼  _____(3) 이혼                                 

   _____(4) 사별  _____(5) 별거  _____(3) 기타(         )                    

8. 부양가족수?   ________명                                                     15

9. 운 경력?  ________(년)                                                  16-17

10. 과유무?                                                                   18

   _____(0) 없음  

   _____(1) 있음  __________횟

11. 교통 과유무?                                                              19

   _____(0) 없음  

   _____(1) 있음  __________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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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1)에 한 사항 **

1. 성별?  _____(1) 남  _____(2) 여                                               20

     

2. 연령?  ________(세)                                                      21-22

3. 학력?                                                                        23

   _____(1) 무학       _____(2) 국졸     _____(3) 퇴   

   _____(4) 졸       _____(5) 고퇴     _____(6) 고졸

   _____(7) 문 졸   _____(8) 졸     _____(9) 학원졸

4. 본인의 직업(구체 으로)?  __________                                     24-25

5. 재산?  _____(1) 상  _____(2)   _____(3) 하                                  26

6. 월 소득?  __________만원                                             27-29

7. 혼인여부?                                                                    30

   _____(1) 기혼  _____(2) 미혼  _____(3) 이혼 

   _____(4) 사별  _____(5) 별거  _____(3) 기타(         )                    

** 피해자(2)에 한 사항 **

1. 성별?  _____(1) 남  _____(2) 여                                               31

     

2. 연령?  ________(세)                                                      32-33

3. 학력?                                                                        34

   _____(1) 무학       _____(2) 국졸     _____(3) 퇴   

   _____(4) 졸       _____(5) 고퇴     _____(6) 고졸

   _____(7) 문 졸   _____(8) 졸     _____(9) 학원졸

4. 본인의 직업(구체 으로)?  __________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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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_____(1) 상  _____(2)   _____(3) 하                                  37

6. 월 소득?  __________만원                                             38-40

7. 혼인여부?                                                                    41

   _____(1) 기혼  _____(2) 미혼  _____(3) 이혼 

   _____(4) 사별  _____(5) 별거  _____(3) 기타(         )                    

** 범행후의 정황에 한 사항 **

1. 경찰 수 일시?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42-47

2. 수사개시 단서?                                                                48

   _____(1) 가해자 자수    _____(2) 피해자 신고   _____(3) 제3자 고발

   _____(4) 수사기  인지  _____(5) 기타(               )

3. 변호사 선임여부?                                                              49

   _____(1) 불선임  _____(2) 국선변호인  _____(3) 사선변호인

 3-1. 변호인선임 일시?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50-55

 3-2. 변호인수?  _________명                                                    56

 3-2. 변호사명?(                               )                    57-60

4. 합의 여부?  _____(1) 합의  _____(2) 미합의   _____(3) 공탁                     61

 4-1. 합의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62-67

 4-2. 합 의 : ____________만원                                    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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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속여부?   _____(1) 구속  _____(2) 불구속                                    72

 5-1. 구속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73-78

                                                                            2  79-80

                                                                     ID  1-3

6. 구속 부심 청구여부?                                                          4

   _____(1) 미청구  _____(2) 석방  _____(3) 기각 

 6-1. 석방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5-10

7. 기소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11-16

8. 보석 청구여부?                                                                17

   _____ (1) 미청구  _____(2) 보석허가  _____(3) 보석불허  

 8-1. 보석집행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18-23  

9. 선고일?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24-29

10. 선고시의 피고인의 신병?                                                      30

  _____(1) 구속      _____(2) 불구속    _____(3) 보석   _____(4) 부심석방

  _____(5) 구속취소  _____(6) 집행정지  _____(7) 기타(        )

11. 피해자 처벌감정?                                                              31

   _____(1) 처벌 원함  _____(2) 보통  _____(3) 처벌 불원

12. 운 자의 뉘우침정도?                                                         32

   _____(1)   _____(2) 보통 _____(3) 미약  _____(4) 없음  _____(5) 불량 

13. 자백여부?                                                                  

            (1) 부인정       (2) 일부인정       (3) 부부인

 (1) 경찰:      ________           ________           ________                   33

 (2) 검찰:      ________           ________           ________                   34

 (3) 법원:      ________           ________           ________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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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결구 일수? ________일간                                          36-38

15. 구형?

    (1) 징역: ______ 개월                                               39-41

    (2) 부정기형: ______개월에서  ______개월                42-47

    (3) 집행유 : ______ 개월                                           48-50

    (4) 벌 : ______ 만원                                           51-54

                                                                               55

16. 결 형량?

    (1) 징역: ______ 개월                                              56-58

    (2) 부정기형: ______개월에서  ______개월               59-64

    (3) 집행유 : ______ 개월                                          65-67

    (4) 벌 : ______ 만원                                          68-71

17. 항소여부                                                                  72

   _____(1) 확정         _____(2) 피고인 항소

   _____(3) 검사 항소    _____(4) 방 항소 

                                                                              3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