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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 A1-2008-0048
         자 료 명 : 살인범죄 실태조사

===================================================================

현소 입소일
년 월 일

형확정일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수 번

살인유형

1 2 3 4 5 6 7

일반 강도 강간 존속 비속 여성
가해자

연쇄
(3명이상)

===================================================================

A. 범죄자의 죄명과 처리

1. 죄명(살인죄만 기입)

      1) 살인             2) 살인미수       3) 존속살해               4) 영아살해

      5) 강도살인       6) 강도살인미수          7) 강도강간살인           8) 해상강도살인 

      9) 촉탁, 승낙살인     ______10) 살인예비, 음모    ______11) 살인교사        ______12) 살인방조

_____13) 위계위력에의한살인 ______14) 강간등살인       ______15) 준강간살인      ______16) 인질살해

     17) 기타 (                                        )

2. 경합범죄 

  2-1. 경합사건 총 수:                  총 _____________________건 

  2-2. 동종경합(살인) 범죄명 (                                             )

  2-3. 이종경합(살인 외) 범죄명 (                )

  

3. 범죄자수  :     총_________명 (남      명,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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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범유무(살인사건의 공범)  _____ 1) 공범없음 _____ 2) 공범있음(       명)

 
  
  4-1.  공범자의 성별   _____ 1) 남자   _____ 2) 여자

  4-2.  공범간의 관계

_____ 1) 친구, 선후배 _____ 2) 가족, 친척 _____ 3) 교도소 친구

_____ 4) 동네사람 _____ 5) 직장동료, 상사 _____ 6) 애인, 부부

_____ 7) 모르는 사람 _____ 8) 기타( )

  4-3. 가해자의 역할   _____ 1) 주도적 역할 _____ 2) 보조적 역할 _____ 3) 단순가담

5. 검거 관련

5-1. 범인 검거 경위

 _____ 1) 자수   _____ 2) 현행범 체포   _____ 3) 신고(고소고발)에 의한 체포  ____4) 그 이외의 체포

5-2. 범행 후 검거까지의 기간  

   _____ 1) 범행후 24시간 이내   _____ 2) 1일이후~3일이내  _____ 3) 일주일 이내 _____ 4)일주일 이상

6. 피해자수  :     총_________명 (남      명,  여      명)

  6-1.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살인사건 피해자만)

   _____ 1)  부부 및 가족  _____ 2)  친구, 동료   _____ 3) 연인 및 치정관계  _____ 4)서로 모르는 사이

   _____ 5)  기타(                                     )

7-1. 최종 판결 심급 :              심

7-2. 최종 판결 내용

_____ 1) 징역형(      년       월)          _____ 2) 무기형 _____ 3) 사형

_____ 4) 기타 (                  )

8. 변호인 유무 및 종류

_____ 1) 국선변호인 _____ 2) 사선변호인          ______ 3)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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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경력

9. 성별 _____ 1) 남자 _____ 2) 여자

10. 범행당시 연령 만                세

11. 주거지

_____ 1) 서울 _____ 2) 부산 _____ 3) 대구 _____ 4) 인천

_____ 5) 광주 _____ 6) 대전 _____ 7) 울산 _____ 8) 경기도

_____ 9) 경상북도 _____ 10) 경상남도 _____ 11) 전라북도

_____ 12) 전라남도         _____ 13) 충청북도 _____ 14) 충청남도

_____ 15) 강원도 _____ 16) 제주도

12. 범죄자의 주거형태

_____ 1) 주거 일정  _____ 2) 주거 부정 _____ 3) 미상

13. 교육정도

_____ 1) 무학 _____ 2) 初재 _____ 3) 初중퇴 _____ 4) 初졸

_____ 5) 中재 _____ 6) 中중퇴 _____ 7) 中졸 _____ 8) 高재

_____ 9) 高중퇴 _____ 10) 高졸 _____ 11) 大재 _____ 12) 大중퇴

_____ 13) 大졸 _____ 14) 그 이상 _____ 15) 미상

14. (범죄당시)동거여부 _____ 1) 동거자 있음 _____ 2) 동거자 없음 _____ 3) 미상

  14-1. 혼인상태

_____ 1) 미혼 _____ 2) 동거 _____ 3) 결혼(초혼) _____ 4) 재혼이상

_____ 5) 별거 _____ 6) 이혼 _____ 7) 사별 _____ 8) 미상

  14-2. 혼인횟수 ____________ 회,   첫 혼인연령 _____________세

  14-3. 동거횟수 ____________ 회, 첫 동거연령 _____________세

15. (범죄당시)직업 [구체적 직업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1. 직업안정성  _____ 1) 직업없음     _____ 2) 일용직   _____ 3) 임시직     

_____ 4) 정규직 _____ 5) 미상

16-1. (범죄당시)범죄자의 생활수준 _____ 1) 하  _____ 2) 중 _____ 3) 상  _____ 4) 미상

16-2. 월평균 수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16-3. 범죄자의 재산:  총                        만원 (동산 ___________만원, 부동산 ____________만원)

17. 범죄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17-1.  신장           cm  , 체중          kg,  혈액형           형,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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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신체분류 종별                   형    

17-3.  성기변형 여부  _____ 1) 성기변형 함 _____ 2) 성기변형 안함

17-4.  문신 여부(미용 문신 제외)   _____ 1) 문신 있음  _____ 2) 문신 없음

17-5.  범죄자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복수응답)

_____ 1) 정상 _____ 2) 정신분열 _____ 3) 우울증 _____ 4) 정동장애

_____ 5) 신체장애 _____ 6) 정신지체 _____ 7) 알코올 중독 _____ 8)신나본드흡입

_____ 9) 마약류남용   _____ 10) 기타(            )

17-6. 범죄자의 만성적 질병경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가족 배경(성장기 시절 기준)

18-1. 부모관계 _____ 1) 부모생존 및 동거  _____ 2) 부모 이혼       _____ 3) 부모 중 일방 사망    

  18-2. 부모직업 [구체적 직업 기재]

     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3. 주 양육자

_____ 1) 친부모       _____ 2) 편모    _____ 3) 편부      _____ 4) 계부       _____ 5)계모  

    

_____ 6) 양부모(입양)  _____ 7) 조부모  _____ 8) 형제자매 _____ 9) 기타 친척  _____ 10) 시설

18-4. 가족 간의 관계

_____ 1) 원만한 편  _____ 2) 보통이다     _____ 3) 원만하지 않음     _____ 4) 미상

18-5. 학대 경험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학대자:                 )   _____ 3) 미상

18-6. 가출 경험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_____ 3) 미상

(최초 연령:                 )(총가출횟수: _______________회) 

19. 성장기 관련(중고등학교 시절)

19-1. 학교 성적 _____ 1) 상 _____ 2) 중      _____ 3) 하      _____ 4) 미상

19-2. 친구 관계 _____ 1) 원만함 _____ 2) 원만하지 않음       _____ 3) 미상

19-3. 반사회성 집단 소속 경험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19-4. 음주시작 연령                  세

19-5. 흡연시작 연령                  세

19-6. 음주빈도 _____ 1) 주5회 초과 _____ 2) 주 3회~ 5회 _____ 3) 주 2회 미만  

_____ 4) 안마심    _____ 5) 미상

19-7. 성경험 시작 연령                  세 

19-8. 첫성경험 상대 _____ 1) 매춘여성    _____2) 여자친구 _____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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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범죄경력

  20-1. 총전과    _______ 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제외]

  20-2. 교도소수감횟수    _______ 건

  20-3. 총체포횟수 _______ 회[수사+범죄경력조회]

  20-4. 첫체포연령  _______ 세

  20-5. 최초범죄명        _____ 1) 절도 _____ 2) 사기     _____3) 위조  _____4) 그외 재산범죄

_____ 5) 강도 _____ 6) 성폭력 _____7) 폭행/상해 _____8)그외 폭력범죄

_____ 9) 교통범죄 _____10) 기타(                                         )

21. 주요 죄명별 전과유무 및 횟수 

  21-1. 절도전과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2. 사기전과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3. 위조전과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4. 그 외 재산범죄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5. 사인/치사전과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6. 강도전과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7. 성폭력전과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8. 폭행/상해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9. 그 외 폭력범죄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10. 교통범죄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11. 풍속범죄(도박,윤락행위,간통)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12. 향토예비군법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1-13. 기타범죄(              )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회)

22. MMPI 인성검사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23. 교정심리검사

허위성향 비행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포기성향 자살성향 망상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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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피해자 및 범죄행위 특성

---Ⅰ.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

24. 피해자성별 _____ 1) 남자 _____ 2) 여자

25. 피해당시 연령 만_____________세  

26. (범죄당시)동거여부 _____ 1) 동거자 있음 _____ 2) 동거자 없음 _____ 3) 미상

  26-1. 혼인상태

_____ 1) 미혼 _____ 2) 동거 _____ 3) 결혼(초혼) _____ 4) 재혼이상

_____ 5) 별거 _____ 6) 이혼 _____ 7) 사별 _____ 8) 미상

27. (피해당시)직업 [구체적으로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피해자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복수응답)

_____ 1) 정상 _____ 2) 정신분열 _____ 3) 우울증       _____ 4) 정동장애

_____ 5) 신체장애 _____ 6) 정신지체 _____ 7) 알코올 중독    _____ 8) 신나본드흡입

_____ 9) 마약류남용   _____ 10) 기타(            )

29. 가해자-피해자관계(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

   29-1. 구체적 관계

   _____ 1) 모르는 사람    _____ 2) 배우자     _____ 3) 전배우자        _____ 4) 부모

   _____ 5) 계부모/양부모  _____ 6) 조부모 _____ 7) 배우자의 부모  _____ 8) 배우자의 조부모

   _____ 9) 자녀 _____ 10) 사위/며느리 _____ 11) 손자손녀      _____ 12) 형제자매

   _____13) 배우자의 형제자매_____ 14) 형제자매의 배우자_____ 15) 기타 친인척(                      )

   _____ 16) 애인 _____ 17) 전애인 _____ 18) 동거애인       _____ 19) 동네사람

   _____ 20) 직장동료,상사 _____ 21) 친구, 선후배    _____ 22) 업무상아는사람(범행전상호작용있음)

   _____ 23) 범행 몇시간전 만나 알게 된 사람      _____ 24) 그외아는사람( )

  29-2. 동거여부 

_____ 1) 동거 _____ 2) 비동거

  29-3.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소관계

_____ 1) 친함      _____ 2) 친하지 않음 _____ 3) 모르는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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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죄발생 이전 관계--------------------------

30-1.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감정

_____ 1) 좋은편 _____ 2) 보통 _____3) 나쁜편  _____4) 미상

30-2.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_____ 1) 좋은편 _____ 2) 보통 _____3) 나쁜편  _____4) 미상

31.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성격

_____ 1) 가해자가 주도적 _____ 2) 상호대등한 관계 _____ 3) 피해자가 주도적    _____ 4) 미상

_____ 5) 서로 모르는 사이

32.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 존재여부

_____ 1) 갈등 심각 _____ 2) 갈등 있음         _____ 3) 갈등 없음          _____ 4) 미상

_____ 5) 서로 모르는 사이

   
  32-1. (갈등이 있는 경우) 갈등의 주된 원인

   _____ 0) 갈등없음

  _____ 1) 치정/애정문제 _____ 2) 불화/가족문제 _____ 3) 열등감,정서불안

   _____ 4) 모욕,비하,학대 _____ 5) 기타 정서적 갈등 _____ 6) 상속/보험금

  _____ 7) 채권/채무관계 _____ 8) 사업/업무상문제 _____ 9) 금전문제

   _____ 10) 기타 경제적 갈등 _____ 11) 기타(                                            )

   32-2. (갈등이 있는 경우)  역할의 주도자

   _____ 0) 갈등없음

   _____ 1) 가해자     _____ 2) 피해자 _____3) 상호적 _____4) 제3자

   32-3. (갈등이 있는 경우) 갈등의 지속성

   _____ 0) 갈등없음    _____ 1) 지속적 _____ 2) 가끔 _____3) 일회성

   32-4. (갈등이 있는 경우) 갈등의 지속기간

_____ 0) 갈등없음   _____ 1) 24시간 이내 _____ 2) 1일 이상 _____ 3) 3일이상

_____ 4) 1주일이상  _____ 5) 15일 이상 _____ 6) 1개월 이상 _____ 7) 3개월이상

_____ 8) 6개월 이상 _____ 9) 1년 이상 _____ 10) 그 이상(_________년________개월)

33.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폭행, 학대 존재여부

_____ 1) 가해자의 폭행/학대 _____ 2) 피해자의 폭행/학대 _____ 3) 쌍방간 폭행/학대

_____ 4) 제3자의 폭행/학대 _____ 5) 폭행학대없음 _____ 6) 모르는 사이

   33-1. (가해자가 폭행/학대한 경우) 폭행/학대의 주된 내용

_____ 1) 신체적 폭행/학대 _____ 2) 성적 폭력/학대 _____ 3) 정서적 폭력/학대

_____ 4) 언어적 폭력/학대 _____ 5) 가해자의 폭행/학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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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렇다 아니다

사체처리

(유기)방식

1. 사체(안면) 숨김 (1) (0)

2. 사체(몸) 숨김 (1) (0)

3. 다른 물건(담요 등)으로 사체를 덮음(전신) (1) (0)

4. 다른 물건으로 사체를 덮음(얼굴) (1) (0)

5. 범죄현장 은폐/조작 (1) (0)

6. 사체 이동(범죄현장 내에서) (1) (0)

7. 사체 유기(범죄현장 외로) (1) (0)

   33-2. (피해자가 폭행/학대한 경우) 폭행/학대의 주된 내용

_____ 1) 신체적 폭행/학대    _____ 2) 성적 폭력/학대 _____ 3) 정서적 폭력/학대

_____ 4) 언어적 폭력/학대    _____ 5) 피해자의 폭행/학대 없음

   33-3. (폭행/학대 있는 경우) 폭행/학대의 지속성

_____ 0) 폭행/학대없음    _____ 1) 지속적 _____ 2) 가끔 _____3) 일회성

   33-4. (폭행/학대 있는 경우) 폭행/학대의 지속기간

_____ 0) 폭행/학대없음 _____ 1) 24시간 이내 _____ 2) 1일 이상 _____ 3) 3일이상

_____ 4) 1주일 이상    _____ 5) 15일 이상 _____ 6) 1개월 이상 _____ 7) 3개월이상

_____ 8) 6개월 이상    _____ 9) 1년 이상 _____ 10) 그 이상(_________년________개월)

---Ⅲ. 범죄현장(Crime Scene) 특성 ------------------------------------

34. 범죄발생지역

_____ 1) 서울     _____ 2) 부산   _____ 3) 대구 _____ 4) 인천

_____ 5) 광주     _____ 6) 대전      _____ 7) 울산 _____ 8) 경기도

_____ 9) 경상북도     _____ 10) 경상남도 _____ 11) 전라북도 _____ 12) 전라남도

_____ 13) 충청북도    _____ 14) 충청남도 _____ 15) 강원도 _____ 16) 제주도

35. 사건 발생 장소

_____ 1) 피해자의 주거지 _____ 2) 가해자의 주거지    _____ 3) 피해자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_____ 4) 제3자의 주거지   _____ 5) 사무실 등 건물내   _____ 6) 유흥업소, 요식업소

_____ 7) 숙박업소 _____ 8) 시장 또는 백화점   _____ 9) 기타 실내(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 10) 승용차안 _____ 11) 대중교통수단 내  _____ 12) 노상

_____ 13) 공원, 야외 _____14) 야산등 인적드문 곳_____ 15) 기타 (                              )  

  35-1. 장소 관련성 _____ 1) 가해자와 관련있는 곳 _____ 2) 피해자와 관련있는 곳

_____ 3) 쌍방 모두 관련있는 곳 _____ 4) 쌍방 모두 관련없는 곳

36. 사건 발생 일시               년           월            일                 시(24시간기준)

37. 범죄현장(crime scene)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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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렇다 아니다

사체처리특성

8. 사체 혹은 범죄현장에 방화 (1) (0)

9. 사체를 물속에 유기 (1) (0)

10. 사체절단(사지절단) (1) (0)

11. 사체 일부 절단(손가락 등) (1) (0)

수사방해 12. 지문, 혈흔, 무기 등을 없앰 (1) (0)

범행의 

계획성/

우발성

13. 현장에 있던 무기 사용(비소지사용) (1) (0)

14. 준비해온 무기 사용(소지사용) (1) (0)

15. 범행전 음주 (1) (0)

살인방법

16. 목을 조름(손사용) (1) (0)

17. 목을 조름(도구사용) (1) (0)

18. 손발로 때려 사망시킴 (1) (0)

19. 독극물/약물 주입 (1) (0)

20. 칼 등 흉기로 찌름 (1) (0)

21. 총기사용 (1) (0)

22. 둔기로 때림 (1) (0)

23. 과도한 폭력사용(overkill) (1) (0)

피해자 

상처부위와 

유형

24. 몸통 (1) (0)

25. 목 (1) (0)

26. 얼굴 (1) (0)

27. 머리 (1) (0)

28. 팔다리 (1) (0)

29. 1개 상해 (1) (0)

30. 한 곳에 여러 개 상해 흔적 (1) (0)

31. 여러 곳에 여러 개 상해 흔적 (1) (0)

피해자 

통제방법

32. 결박 (1) (0)

33. 재갈 (1) (0)

34. 눈을 가림 (1) (0)

재산상 

이득지향/

성적지향 

여부

35. 피해자나 현장에서 귀중품 절도 혹은 절도시도 (1) (0)

36. 성기성교 (1) (0)

37. 항문성교 (1) (0)

38. 이물질 삽입(성기,항문,구강에) (1) (0)

39. 피해자 나체 (1) (0)

40. 피해자 부분나체 (1) (0)

41. 성적동기 유무 (1) (0)

42. 성적 신체부위의 상해(가슴, 엉덩이, 성기 등) (1) (0)

43. 의류 등 피해자 물건을 간직함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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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죄당시 상호작용 ---------------------------

38. 사건의 직접적 계기나 촉발요인이 되는 폭력이나 논쟁의 존재여부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38-1. (촉발요인의 있을 경우) 역할 주도자

  _____ 1) 가해자         _____ 2) 피해자 _____ 3) 상호적 _____ 4) 제3자

  38-2. 폭력 논쟁의 성격은

_____ 1) 욕설이나 모욕 _____ 2) 주먹,발 등으로 위협 _____ 3) 흉기 도구로 위협

_____ 4) 주먹발로 폭행 _____ 5) 흉기 도구로 가해 _____ 6) 약물등 수단으로 가해

_____ 7) 기타(                                                  )

   38-3. 분쟁, 폭력의 주된 내용

_____ 0) 갈등없음

_____ 1) 치정/애정문제 _____ 2) 불화/가족문제 _____ 3) 열등감,정서불안

_____ 4) 모욕,비하,학대 _____ 5) 기타 정서적 갈등 _____ 6) 상속/보험금

_____ 7) 채권/채무관계 _____ 8) 사업/업무상문제 _____ 9) 금전문제

_____ 10) 기타 경제적 갈등 _____11) 기타(                                                  )

39. 사건현장에 제3자 존재 여부

_____ 1) 있음 ______ 2) 없음 _____ 3) 미상

   39-1. 제3자의 행동이나 역할

_____ 1) 사건의 동기나 계기를 제공 _____ 2) 사건을 부추기거나 악화

_____ 3) 상황을 조정/ 진정시킴 _____ 4) 사건을 회피 도망

_____ 5) 타인에게 구조 요청 _____ 6) 편들기

40. 범행의 계획성여부

_____ 1) 우발적 _____ 2) 우발적+계획적(범행 내용 일부를 미리 생각함)     _____ 3) 계획적

 

41. 흉기나 범행 도구의 사전준비 여부

_____ 1) 사전준비하여 사용   _____ 2) 다른 목적을 위해 사전 준비 _____3) 현장에 있던 물건 사용  

_____ 4) 피해자의 것 빼앗아 사용   _____ 5) 도구 사용 안함   

42. 흉기 및 도구 유형(복수응답)

_____ 1) 흉기 및 도구 없음    _____ 2) 칼 등 날카로운 것 _____ 3) 둔기(망치, 몽둥이 등)

_____ 4) 끈, 줄        _____ 5) 돌, 벽 등 자연물 _____ 6) 총기

_____ 7) 독극물, 약물     _____ 8) 손발 등 신체 _____ 9) 자동차 등 운송수단

_____ 10)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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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흉기도구의 사용자

_____ 1) 가해자만 흉기/도구 사용 _____ 2) 피해자만 흉기/도구사용 _____ 3) 쌍방이 사용

_____ 4) 흉기/도구 사용하지 않음

44. 처음 흉기 및 도구 사용한 사람

_____ 1)  가해자        _____ 2)  피해자        _____ 3)  쌍방  _____ 4)  흉기 사용 없음

45. 처음 사용한 흉기의 사용 방식

_____ 1) 피해자로부터의 공격 방어      _____ 2) 흉기로 위협        _____ 3) 흉기로 바로 공격         

_____ 4)  흉기 사용 없음

46. 흉기를 처음 사용한 시점

_____ 1) 사건 시작되자마자      _____ 2) 사건 시작 후 상호작용 진행되다가  _____ 3) 사건 끝나기 직전

_____ 4) 사건 끝난 후          _____ 5)  흉기 사용 없음

47.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_____ 1) 출혈과다 _____ 2) 흉기에 의한 장기손상 _____ 3) 둔기에 의한 기관파열

_____ 4) 질식 _____ 5) 익사 _____ 6) 독극물에 의한 사망

_____ 7) 쇼크에의한 심장마비등 _____8) 기타(                                       )

48. 범죄의 직접적 동기(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동기)

_____ 1) 돈을 빼앗기 위해 _____ 2) 상속이나 보험금     _____ 3) 채권/채무관계

_____ 4) 사업/업무상 문제 _____ 5) 금전문제     _____ 6) 기타 경제적 갈등

_____ 7) 모약,비하,학대 등 _____ 8) 치정/애정문제     _____ 9) 불화/가족문제

_____ 10) 기타 정서적 갈등 _____ 11) 자신의 처지를 비관   _____ 12) 열등감/정서불안

_____ 13) 사소한 말다툼 _____ 14) 술/약물에 취해서     _____ 15) 타인의 권유,부추김

_____ 16) 무관한 사건에 연루되어 _____ 17) 호기심, 우연한 이유  _____ 18)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다

_____ 19) 원한/보복/분노 _____ 20) 청부폭력/조직폭력    _____ 21) 범죄신고 방지

_____ 22) 기타(                                                                               )

49. 사건진행과 관련된 가해자의 행동내용

   49-1. 상대방에 대한 욕설/모욕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2. 상대방을 조정/진정시키려는 시도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3. 사건을 회피/도망하려는 시도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4.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순응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5. 타인에게 원조/구조를 요청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6. 흉기/도구 없는 육체적 폭력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7. 상대방을 흉기/도구로 위협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8. 상대방에 대한 흉기/도구의 사용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9. 상대방의 위협/공격에 대항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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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건진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행동내용

   49-1. 상대방에 대한 욕설/모욕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2. 상대방을 조정/진정시키려는 시도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3. 사건을 회피/도망하려는 시도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4.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순응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5. 타인에게 원조/구조를 요청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6. 흉기/도구 없는 육체적 폭력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7. 상대방을 흉기/도구로 위협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8. 상대방에 대한 흉기/도구의 사용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49-9. 상대방의 위협/공격에 대항 _____ 1) 있음 _____ 2) 없음

51. 피해자의 저항정도

_____ 1) 저항하지 못함             _____ 2) 언어적 저항          _____ 3) 물리적 힘

_____ 4)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가해자에게 외상입힘              _____ 5) 도주

52-1.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 _____ 1) 음주안함 _____ 2) 약간의 음주   _____ 3) 만취

52-2. 범행당시 가해자 약물사용여부 _____ 1) 사용함 _____ 2) 사용안함

52-3. 범행당시 가해자의 정신상태 _____ 1) 정상 _____ 2) 정신이상

52-4. 범행당시 피해자의 음주여부 _____ 1) 음주안함 _____ 2) 약간의 음주   _____ 3) 만취

52-5. 범행당시 피해자 약물사용여부 _____ 1) 사용함 _____ 2) 사용안함

53. 가해자의 범행 후 반성/후회 정도

_____ 1) 매우 후회 _____ 2) 약간후회 _____ 3) 후회안함      _____ 4) 미상

54. 범행 후 가해자의 행동

_____ 1) 자수 _____ 2) 전화신고(911/112 등) _____ 3)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

_____ 4)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 _____ 5) 그냥 현장에 머뭄 _____ 6)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