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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2014-0163
[자 료 명]  연쇄 강력범죄 수사재판기록 조사, 2014 : 강도범죄 피의자

연쇄강도범죄 기록조사표(가해자)
[XIDX] / 피해자 수 : [NUM]

 

 조사일시           [MONTH]           월              [DAY]             일

*사례(가해자)번호는 각 검찰청 별로 새로 시작하세요. 

*동일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기간 동안 사례번호는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검찰청[Q1] 조사원[Q2] 사례(가해자)[Q3]

1. 조사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검찰청[A1]

2. 가해자 (성명:             [A2]              )/[A2A]-[A2B]

-

[성별 : XA2B]

3. 가해자는 연쇄강도범이다    1)____ 그렇다     2)____ 아니다[A3]
(연쇄강도범은 다른 시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2번 이상 범죄를 한 경우 의미함, 연쇄강도범인 경

우 나누어드린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4. 가해자 국적[A4]

１）___　내국인 ２）___　귀화인 및 외국인

5. 가해자 교육정도(복수기입 가능)[A5]

6. 가해자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A6_1],[A6_2]
1)___ 장애 없음

2)___ 신체장애

3)___ 정신장애(알콜 중독 포함)

4)___ 알 수 없음(해당 없음)

1)___ 무학

2)___ 초등학교 재학

4)___ 중학교 재학

6)___ 고등학교 재학

8)___ 대학교 재학 이상

3)___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5)___ 중학교 중퇴 및 졸업

7)___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검정고시는 검정고시로 취득한 학력에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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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경력

1)___ 총체포횟수   _____ 회[수사+범죄경력조회][A7_1]
2)___ 총전과  _____ 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제외] 

*수사경력자료 중 소년보호처분도 전과로 포함하세요. [A7_2]
*향군법,도교법의 범죄경력자료도 총전과에 포함하시고, 8번 전과경력에는 기록 하지마세요. 

3)___ 동종전과  _____ 건 [강도범죄][A7_3]
4)___ 실형전과  _____ 건 [A7_4]
*집행유예는 실형전과에 포함 안됨

5)___ 이종전과  [A7_5]_건[강도범죄 제외]

6)___ 출생년도  _____________년 [A7_6] 7)___ 첫 체포년도  ___________년[A7_7]
8)___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 횟수[수사+범죄경력조회] _____ 회[A7_8]

[첫 체포 연령 : XA7]
8. 전과경력(향군법, 도로교통법 제외)(전과가 있는 사람에 한해 기입하시오)

   *부족할 경우 뒷면에 기재하고, “뒷면기재”로 표기할 것

8-1. 죄명 8-2. 처분결과 8-3. 확정일자(년도만기재)

[A8_011],[A8_012],[A8_013] [B8_011],[B8_012],[B8_013] [C8_01]

[A8_021],[A8_022],[A8_023] [B8_021],[B8_022],[B8_023] [C8_02]

... 31개 ... ...

[A8_311],[A8_312],[A8_313] [B8_311],[B8_312],[B8_313] [C8_31]

생성변수 죄명 : [XA8] 생성변수 처분결과 : [XB8]
생성변수 체포년도 

[XC8_01] ~ [XC8_31]

9. 전과가 아닌 강도범죄 체포경력(강도범죄로 인해 체포되었으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기재된 경력만 적으시오)

9-1. 죄명 9-2. 처분결과 9-3. 체포년도 

[A9_11],[A9_12],[A9_13],[A9_14] [B9_1] [C9_1]

[A9_21],[A9_22],[A9_23],[A9_24] [B9_2] [C9_2]

[A9_31],[A9_32],[A9_33],[A9_34] [B9_3] [C9_3]

8-1. 죄명 : ①강도범죄관련   ②성범죄관련   ③폭력범죄관련

             ④절도범죄관련(점유이탈물횡령 포함)   ⑤기타범죄

8-2. 처분결과 : ①벌금형 ②징역 ③집행유예 ④보호관찰 ⑤소년보호처분 ⑥기타

9-1. 죄명 : 별지에 기재된 죄명코드를 기입할 것

9-2. 처분결과 : 직접 기입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