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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 A1-2013-0144

자 료 명 : 묻지마 범죄 수사재판기록 조사, 2013

Coder ________

묻지마 범죄 수사재판기록 조사지

¡ 가해자 인구학적 정보

1. 사건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주민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이름: __________________

4. 성별 ①남 ______  ②여 _______

5. 주거지역(해당지역에 체크)

   ①서울   ②경기   ③인천   ④부산   ⑤대구   ⑥광주   ⑦대전   

   ⑧울산   ⑨전북   ⑩전남   ⑪경북   ⑫경남   ⑬충북   ⑭충남

   ⑮강원   ⑯제주   ⑰기타 ______

6. 나이: _______ 세

7. 직업 ①무직 _______ ②있음(구체적으로) ____________ 

         ③알수없음 ______

8. 최종학력

   ①학교다닌 적 없음 ______   ②초졸 ______   ③중졸 ______

   ④고졸 ______   ⑤대재 혹은 대졸 ______  ⑥대학원재학 이상 ________

9. 종교

   ①없음 ______   ②있음(구체적으로) _________ ③알수없음 ______

10. 범행당시 직업 유무

   ①없음 ______   ②있음(일용직 및 비정규직) ______ ③있음(정규직)

   ④알수없음 ______

11. 월수입

   ①없음 ______   ②있음(구체적으로: 약 월 ________ 만원)



- 2 -

12. 결혼상태

   ① 미혼 _____  ②기혼 _____  ③동거(사실혼 포함)  ④알수없음 ______

¡ 범행수법 및 상황

1. 범행장소 (복수응답 가능)

①실내 ______ ②실외 ______     (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

2. 범행수법                                                             

2-1)흉기사용여부 ①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2-2)흉기나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여부 

     ①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_

2-3)흉기 및 도구 유형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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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끈, 줄  ⑤돌, 벽 등 자연물  ⑥총기 및 기타 무기류 

⑦독극물, 약물  ⑧자동차 등 운송수단  ⑨기타  

2-4) (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범행일시: _________년 ______월 _______일       

   3-1) 계절 ①봄(3-5월) ____ ②여름(6 –8월) ____ 

              ③가을(9-11월) ____ ④겨울(12-2월) ____

   3-2) 범행시간: ________시 (24시간 기준)

4. 범죄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기소당시)

5. 전과경력

   ①없음 ________   ②있음 _______ ( _________ 회-본건 제외)

   5-1) 전과 있는 경우, 전과 범죄명 (복수 응답 가능)  

①살인   ②강도   ③폭력, 상해  ④성폭력/성매매 

⑤방화   ⑥사기/횡령   ⑦절도   ⑧재물손괴

⑨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 위반   ⑩약물(환각물질)소지/복용   ⑪기타  

5-2) 전과 있는 경우, 대인범죄 전력 여부

①없음 ________   ②있음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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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과거 동종범죄(묻지마 범죄 추정) 

     ①전과수: ______ ②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_

5-4) 과거 동종범죄 처분내용

 ①기소유예 ______  ②기소중지 ______  ③집행유예 ______ 

 ④보호관찰 ______ ⑤벌금 ______  ⑥구금형 ______ ⑦기타 ______ 

6. 범행당시 가해자 음주여부 

   ①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③알수없음 ______

7. 범행당시 가해자 약물(환각물질)사용여부 

   ①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③알수없음 ______

8. 범행동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기타 특이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검거경위

①자수 ______  ②현행범 체포 ______  

③신고에 의한 체포 ______  ④그 외의 체포 ______  ⑤알수없음 ______ 

10-1) 범행 후 가해자의 행동

①자수 ______  ②전화신고(119/112 등) ______  

③누군가에게 도움 요청 ______ ④그냥 현장에 머뭄 ______ 

⑤도주 ______  ⑥기타 ______ 

11. 혐의사실 인정여부

①전부인정 ______  ②일부인정 ______  ③전부부인 ______  ④알수없음 ______ 

12. 검찰 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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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사적 정보

1. 어린시절(학창시절포함) 부모의 존재

   ①부모 없음 _______   ②아버지만 있음(양아버지 포함) _______

   ③어머니만 있음(양어머니 포함) ________

   ④부모 둘다 있음(양부모 포함) ________   ⑤알수없음 ______

2. 부모의 이혼 여부

   ①이혼 ______   ②비이혼 _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_

3. 부모와의 관계

   ①양호 ______   ②비양호 _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_

   (구체적으로 서술:                                                  )

4. 형제와의 관계

   ①양호 ______   ②비양호 _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_

   (구체적으로 서술:                                                  )

5. 학창시절

   ①양호 ______   ②비양호 _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_

   (구체적으로 서술:                                                  )

6. 학창시절시 따돌림 경험

   ①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_

   (구체적으로 서술:                                                  )

7. 직장경력

   ①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선택: 정규직, 비정규직)

8. 직장생활

   ①양호 ______   ②비양호 ______   ③알수없음 ______

   (구체적으로 서술:                                                  )

9. 직장 사직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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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병역

   ①병역필(공익, 6개월 이상 복무) ______   

   ②미필(면제, 6개월 미만 복무) _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_

¡ 건강 상태, 병력 및 평소 일과생활

1. 범행 당시 신체 건강 상태

   ①양호 ______   ②비양호 ______   ③알수없음 ______

   (양호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질병이나 증상:                         )

2. 신체발달 상태

   2-1)키  ① ______ cm   ②알수없음 ______    

   2-2)몸무게 ① ______ kg   ②알수없음 ______

3. 범행 당시 기분:

①양호  ②둔마(정서 메마름)  ③우울  ④분노  ⑤초조·불안 

⑥혐오  ⑦공포  ⑧기타  ⑨알수없음

   (구체적으로 서술:                                                  )

4. 과거 신체적 질병으로 병원 입원한 경력:

   ①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③알수없음 _______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                                           )

5. 과거 혹은 현재 정신과적 질환 유무:

   ①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③알수없음 _______

6. 과거 혹은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험 유무:

   ①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③알수없음 _______

7. 정신과적 진단명

  진단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평소 수면 상태:

   ①양호 ______   ②비양호 ______   ③알수없음 ______

   (구체적으로 서술:                                                  )

9. 평소 하루 일과(복수 응답 가능)

①직장, 학교 등 규칙적인 생활  

②정해진 일과없이 친구들과 쏘다님 ③정해진 일과없이 혼자서 쏘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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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집에서 특정 활동없이 시간을 보냄(TV시청, 잠) 

⑤컴퓨터 게임 및 도박 ⑥술, 마약 탐닉 ⑦기타 ⑧알수없음

(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인지 및 지각, 사고 기능

  (심리평가나 정신과적 검사가 동반된 경우 그 결과에 준하여 기록)

1. 지능지수: __________

1-1) 지능수준: 상(130이상) ______ 중 ______ 하(79이하) ______

2. 지적 장애

   ①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3. 인지적/사고적 문제 (복수응답)

   ①문제 없음 _______   ②망상 _______

   ③환상 _______   ④환각(환청, 환촉, 환시 등) ________ 

   ⑤사고 와해 _______   ⑥사고 빈곤 _______

   ⑦강박적 사고 ________  ⑧기타 _____________ 

4. 평소 주된 부정적 인식이나 망상, 환상, 환청, 강박의 내용 (if an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자살 욕구(사고): 자신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

   ①없음(알수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6.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

   ①없음(알수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7. 인지영역에서의 특이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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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및 대인관계 기능

  (심리평가나 정신과적 검사가 동반된 경우 그 결과에 준하여 기록)

1. 감정적 문제(복수응답):

   ①문제 없음 _______   ②불안감 _______   ③우울감 _______

   ④분노감 ________   ⑤좌절감 ________   ⑥감정조절능력 결핍 _________

   ⑦충동성 _________   ⑧감정이입 및 공감능력 저하 _______

   ⑨정서적 위축 ________   ⑩강렬한 정서 변화 _______

   ⑪감정표현능력 결핍 _________ 

   ⑫타인의 감정인식 능력(타인의 감정에 대한 반응능력) 결핍 _______

   ⑬외로움/고립감 __________   ⑭희망 없음/무기력감 ____________

   ⑮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2. 감정영역에서의 특이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범행 당시 거주 형태

   ①혼자 거주 ________   ②동거 ________ ③알수없음 ______

3-1) 고정된 주거여부

①없음 ______   ②있음 ______ ③알수없음 ______

4. 평소 친구관계(연락 주고 받는 사람)

   ①친구 없음 ________   ②친구 있음 _________(몇 명 정도?          )

   ③알수없음 ________

5. 평소 이성 관계

①이성친구 없음 ________   ②지속적이고 안정적 이성 관계(충실한 혼인생활 

포함)  ③일회성, 문란한 이성관계  ④알수없음 ________

6. 대인관계 기능 수준

   ①문제 없음 _______   ②친밀감 결핍 ________

   ③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감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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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타인에 대한 불신(의심) __________

   ⑤사회에 대한 적대감(반감) __________

   ⑥타인에 대한 적대감 __________

   ⑦반사회적, 공격적 스타일 _____________

   ⑧기타 ___________

7. 스트레스 대처 방식

①없음 ②건전한 여가활동(독서, 등산 등) ③게임 및 도박 

④음주 및 약물 복용 ⑤기타 ⑥알수없음

8. 사회적 지지망 존재 여부

①없음 ②가족 또는 친지 ③친구 ④기관 및 기타 ⑤알수없음

9. 기타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특이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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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정보

1. 피해자수:______명 

Ÿ 피해자 1

1. 이름: __________________

2. 성별: ①남 ______  ②여 ______

3. 나이: ___________ 세

4. 피의자와의 관계:

   ①직계가족(부모형제, 조부, 조모 포함) _______   ②친인척 ______

   ③평소 아는 관계(친구, 이웃 등) _______ ④업무상 아는 관계 ______

   ⑤애인 _______  ⑥모르는 사람 _______   ⑦기타(미상포함) _______

5. 피해자 상처부위

①몸통  ②목 ③얼굴  ④머리  ⑤팔다리  ⑥해당사항없음 

5-1) 피해자 상처 유형

①1개 상해  ②한 곳에 여러개 상해 ③여러 곳에 여러개 상해  

④해당사항없음

6. 피해자 상해 진료기간 

   ①전치_____ 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해당사항없음(정신적 피해, 재물피해 only)  ④사망

7. 정신과 치료 희망 여부

   ①비희망 ______   ②희망 ______   ③치료중 _____   ④알수없음 _____

Ÿ 피해자 2

1. 이름: __________________

2. 성별: ①남 ______  ②여 ______

3. 나이: ___________ 세

4. 피의자와의 관계:

   ①직계가족(부모형제, 조부, 조모 포함) _______   ②친인척 ______

   ③평소 아는 관계(친구, 이웃 등) _______ ④업무상 아는 관계 ______

   ⑤애인 _______  ⑥모르는 사람 _______   ⑦기타(미상포함) _______

5. 피해자 상처부위

①몸통  ②목 ③얼굴  ④머리  ⑤팔다리  ⑥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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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피해자 상처 유형

①1개 상해  ②한 곳에 여러개 상해 ③여러 곳에 여러개 상해  

④해당사항없음

6. 피해자 상해 진료기간 

   ①전치_____ 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해당사항없음(정신적 피해, 재물피해 only)  ④사망

7. 정신과 치료 희망 여부

   ①비희망 ______   ②희망 ______   ③치료중 _____   ④알수없음 _____

Ÿ 피해자 3

1. 이름: __________________

2. 성별: ①남 ______  ②여 ______

3. 나이: ___________ 세

4. 피의자와의 관계:

   ①직계가족(부모형제, 조부, 조모 포함) _______   ②친인척 ______

   ③평소 아는 관계(친구, 이웃 등) _______ ④업무상 아는 관계 ______

   ⑤애인 _______  ⑥모르는 사람 _______   ⑦기타(미상포함) _______

5. 피해자 상처부위

①몸통  ②목 ③얼굴  ④머리  ⑤팔다리  ⑥해당사항없음 

5-1) 피해자 상처 유형

①1개 상해  ②한 곳에 여러개 상해 ③여러 곳에 여러개 상해  

④해당사항없음

6. 피해자 상해 진료기간 

   ①전치_____ 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해당사항없음(정신적 피해, 재물피해 only)  ④사망

7. 정신과 치료 희망 여부

   ①비희망 ______   ②희망 ______   ③치료중 _____   ④알수없음 _____

Ÿ 피해자 4

1. 이름: __________________

2. 성별: ①남 ______  ②여 ______

3. 나이: ___________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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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의자와의 관계:

   ①직계가족(부모형제, 조부, 조모 포함) _______   ②친인척 ______

   ③평소 아는 관계(친구, 이웃 등) _______ ④업무상 아는 관계 ______

   ⑤애인 _______  ⑥모르는 사람 _______   ⑦기타(미상포함) _______

5. 피해자 상처부위

①몸통  ②목 ③얼굴  ④머리  ⑤팔다리  ⑥해당사항없음 

5-1) 피해자 상처 유형

①1개 상해  ②한 곳에 여러개 상해 ③여러 곳에 여러개 상해  

④해당사항없음

6. 피해자 상해 진료기간 

   ①전치_____ 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해당사항없음(정신적 피해, 재물피해 only)  ④사망

7. 정신과 치료 희망 여부

   ①비희망 ______   ②희망 ______   ③치료중 _____   ④알수없음 _____

Ÿ 피해자 5

1. 이름: __________________

2. 성별: ①남 ______  ②여 ______

3. 나이: ___________ 세

4. 피의자와의 관계:

   ①직계가족(부모형제, 조부, 조모 포함) _______   ②친인척 ______

   ③평소 아는 관계(친구, 이웃 등) _______ ④업무상 아는 관계 ______

   ⑤애인 _______  ⑥모르는 사람 _______   ⑦기타(미상포함) _______

5. 피해자 상처부위

①몸통  ②목 ③얼굴  ④머리  ⑤팔다리  ⑥해당사항없음 

5-1) 피해자 상처 유형

①1개 상해  ②한 곳에 여러개 상해 ③여러 곳에 여러개 상해  

④해당사항없음

6. 피해자 상해 진료기간 

   ①전치_____ 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해당사항없음(정신적 피해, 재물피해 only)  ④사망

7. 정신과 치료 희망 여부

   ①비희망 ______   ②희망 ______   ③치료중 _____   ④알수없음 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