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2007-0019, 0020, 0021

자 료 명    보험범죄 기록조사 : 사건, 결문, 피의자

A1-2007-0019  보험범죄기록조사 : 사건

○ 사건

1. 결문사건번호 < 결번호> <== 빨간색 자는 데이터 일에서 변수명을 나타냄

2. 사건번호 <사건번호>

3. 유형 <사건유형> 

(1)사고유발  (2)과실후 사건과장 (3)허 사건신고 

(4)의사개입 과다청구 (5)기타

4. 유형기타 <유형기타> (기타의 내용 기록)

5. 사건발생년도 <발생연도>

6. 사건발생월 <발생월>

7. 시간발생시간(24시간 기 ) <발생시간>

8. 련피의자 수 <사건피의>

9. 총피해자수 <사건피해>

10. 피해자 수(일반인) <일반피>

11. 피해자 수(보험회사) <회사피>

12.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계(일반인일경우) <피해 계> 

(1)공범 (2)가족 (3)동네친구/지인 (4)업무상 지인 

(5) 모르는 사람 (6)드러나지 않음(모름)

13. 공범들간의 계(정보가 있는 경우) <공범 계> 

(1)같은 범죄조직  (2)동네친구/지인   (3) 회사동료   

(4)교도소친구  (5)업무상 지인  (6)가족  

14. 발생지역 <발생지역> 

(1)서울 (2)부산 (3) 구 (4)인천

(5)  (6) 구 (7) 주 (8)울산

(9)경기 (10)충북 (11)충남 (12)강원

(13)경북 (14)경남 (15) 북 (16) 남

(17)제주

15. 편취 액 <사건 액>

16. 련보험회사 수 <사건회사>



A1-2007-0020  보험범죄기록조사 : 판결문

○ 결문사건번호

17. 련 사건수 <사건수>

18. 련 피의자 수 <피의자수>

19. 련 보험회사 수 <회사수>

20. 총 편취 액 <총 액>

A1-2007-0021  보험범죄기록조사 : 피의자

○ 피의자

21. 결문사건번호 < 결번호>

22. 피의자번호( 결문 피의자순서 로) <피의번호>

23. 성별 : (1)남  (2)녀 <성별>

24. 연령 <연령>

25. 과횟수 ( 결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 과횟수>

26. 사기 과횟수 ( 결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사기횟수>

27. 과내용 < 과내용> 

(1) 사기 (2) 살인 (3) 강도

(4) 강간 (5) 상해 (6) 폭처법

(7) 방화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 자동차 리법

(10) 의료법 (11) 도로교통법 (12) 사문서 조 행사

(13) 직업안정법 (14) 향정신성 마약류 (15) 도 특수 도

(16) 자배법 (17) 무고 (18) 성매매

(19) 범인도피 (20) 기타

28. 범죄건수 <범죄건수>

29. 편취 액 <인별 액>

30. 경합죄명 <경합> 

(1) 사기 (2) 살인 (3) 강도

(4) 강간 (5) 상해 (6) 폭처법

(7) 방화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 자동차 리법

(10) 의료법 (11) 도로교통법 (12) 사문서 조 행사

(13) 직업안정법 (14) 향정신성 마약류 (15) 도 특수 도

(16) 자배법 (17) 무고 (18) 성매매

(19) 범인도피 (20) 기타



31. 선고형 : (1)벌   (2)징역 (3)징역+집유  <선고형>

32. 사회 사  (0)무   (1)유 <사회 사> 

33. 사회 사 기간 < 사기간>

34. 보호 찰  (0)무   (1)유 <보호 찰> 

35. 보호 찰 기간 < 찰기간>

36. 벌 액수 <벌 액> 

37. 징역량(월환산) <징역량>

38. 집유기간(월환산) <집유량>

39. 직업 <직업> 

(1)  무직 (2)  운 기사 (3)  보험설계사

(4)  의사 간호사 (5)  병원원무과장 사무장

(6)  건축업 (7)  자동차정비 (8)  택배기사

(9)  장비기사 (10)  자동차매매 (11)  회사원

(12)  포운 (13)  종업원 (14)  학생

(15)  주부 (16)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