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필자는 국립경찰 창설 당시인 1945년과 현재의 경찰서

명을 비교하여 이미 그 특성을 밝혔다(송호열, 2019:17-34). 

연구 과정에서 각 경찰서의 신설·개명·폐지에 대한 근

거 자료가 부실하거나 기술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매우 많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명확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경찰사 관련 각종 참고

문헌을 섭렵하였고, 경찰청, 각 시도 지방경찰청 및 각 경

찰서의 홈페이지1) 등도 치밀하게 확인하였으나, 오히려 

오류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필자가 각종 문헌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

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오류 및 오류 시정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은 거의 들을 수 없

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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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 경찰은 불안한 국내 정세로 인하여 창설 초기부터 많은 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광복, 남북 분단, 한국 전쟁,

4.19, 5.16으로 이어진 시기는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부문이 불가피하게 겪어야만 했던 혼란기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경찰사 역시 제대로 정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혼란기 이후 경찰 관련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경찰 관련 각종 자료를 검색하여 상호 대조한 후 오류를 밝히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연구자 개인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찰사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따라서

경찰사 관련 오류 시정을 위해서는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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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d to go through vicissitudes from the beginning because of the unstable
domestic situation. The period from independence,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and the Korean War to
4.19 revolution and 5.16 coup was the chaotic period not only for the police but for all sectors of our country.
Due to this situation, the history of Korean national police could not be properly established. So after the chaotic
period, many researches related to the police has been conducted, but there are still many errors in those 
researches. I searched for various police-related data, collated them, and tried to identify and correct the errors.
Although many achievements have been made in this paper, it was not easy to accurately identify the history
of Korean national police with the efforts of individual researchers. Therefore, for the correction of errors related
to police history, active attention and support from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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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경찰 

조직 개편 관련 법령을 추적하고, 경찰서명 변화가 발생했

던 당시의 일간신문 등을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3) 및 대한

민국신문아카이브에서 검색하여 정확한 내용을 특정하

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상당수는 정확한 내

용을 특정할 수 없었고, 부득이 그 차이만을 기재하여 본

고에 제시하게 되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필자가 확보한 우리나라 각 경찰서

의 신설·개명·폐지 상황을 정리한 것이 표 1과 표 2이

다.4) 기록이 상이한 경우가 거의 없는 ‘혼란기 이후 현재까

지의 경찰서명 변동’ 상황은 별도 정리하여 단보 말미에 별

표로 제시하였다.5) 

II. 본론

1. 미군정기의 경찰서명 변화

미군정기는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다방면에서 변화가 심대하였다. 치안 부문 역시 다른 

부문과 동일하게 변화가 심대하였는데, 이후 시기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빈도가 잦았다. 식민 지배

를 공고화하기 위해 존재했던 일제의 경찰체제에서 민주

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식 경찰체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

하여 잦은 변화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1) 국립경찰 창설 당시의 경찰서명

국립경찰 창설 당시의 147개 경찰서명은 송호열(2019:20)

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윤정(2015:157)은 군정청

에 경무국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도지사 밑에 경무부를 설

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6) 그런데 내무부치안국(1958:454)

은 ‘처음에는 경무부였는데, 나중에 경찰부로 변경’된 것으

로 기재하였다.

2) 영암서 신설

전남경찰사편찬위원회(1992:328)는 ‘군정청령’ 23104

호에 의하여 영암서가 1946. 1. 12.에 신설된 것으로 기재

하였다. 영암서 담당자에 의하면 이 기록은 영암군지에서

도 확인된다고 하였다.7) 이윤정(2015:157)은 군정청령이 

아니라 ‘군정경’ 제23104호 ｢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

(1946. 1. 16. 공포)으로 기재하였다. 이윤정에 따르면 영

암서의 신설일자가 표 1과 다를 수 있다.

3) 각 도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개명

이에 대해서는 개명 시기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다. 이윤

정(2015:157)은 1945. 10. 27.,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2: 

991)는 1945. 12. 27., 내무부치안국(1958:455; 1964:13),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2:944,991; 1973:76), 경찰청

역사편찬위원회(2006:1668), 경기경찰사편찬위원회(2008: 

1154), 울산경찰사발간위원회(2009:12), 서울경찰사편찬

위원회(2017:843) 및 강원지방경찰청은 1946. 4. 11., 경찰

청(2000:365) 및 경찰청역사편찬위원회(2015:1361)는 1946. 

4. 1.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동아일보(1946. 4. 18.)와 전남경찰사편찬위원

회(1992:83) 및 전남지방경찰청은 1946. 4. 15.로 기재하

였고, 부산지방경찰청은 1946. 10. 21.에 경상남도 경찰국

이 제7관구경찰청으로 개명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4) 행정구역명 위주의 경찰서명을 구 번호제로 

변경

｢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이 확실한 근거 법령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용 시기가 1946. 4. 1.인지, 4. 

11.인지, 아니면 동아일보(1946. 4. 27.) 기사처럼 4. 27.인

지 특정해야 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946. 5. 18.에 부산

경찰서가 제15구경찰서(군정 실시)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기재하였는데, 개명 시기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광산서, 무안서, 인제서 및 달성서의 신설

전남경찰사편찬위원회(1992:83)에 의하면 광산서와 무

안서의 승격일은 1946. 4. 15.로 보인다. 개서일은 광산서

의 경우, 광주광산경찰서 및 전남경찰사편찬위원회(1992: 

171), 광주민보(1946. 5. 23.)가 5. 21.로, 무안서의 경우, 

전남경찰사편찬위원회(1992:384) 및 광주민보(1946. 6. 7.)

가 6. 1.로 기재하였다. 당시는 구 번호제 경찰서명이었는

데, 이후 변화 과정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강원 인제서의 경우, 신설 및 개서 일자가 참고문헌마다 

달랐고,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 규정은 물론이고, 

언론 보도자료 등도 찾지 못하였다. 강원경찰발전사편찬

위원회(2002a:939) 및 강원지방경찰청은 1946. 4. 25.에 

신설된 것으로 기재하였고, 강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

(2002b:640) 및 인제경찰서는 1946. 10. 21.에 개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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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군정기의 경찰서 신설･개명･폐지 

연번 시기
변동 내역

총수
구분 지역 내역

1 1945. 10. 21. 재편 전국

국립경찰 창설과 함께 재편

(경기 31, 강원 10, 충남 14, 충북 10, 경북 23, 전북 14, 경남 24, 전남 21)
147

군정청에 경무국, 각 도지사 예하에 경무부 설치 (1945. 12. 27. 도 경찰부로 

독립)
8청

2 1946. 01. 12. 신설 전남 영암경찰서(22개서) 148

3 1946. 04. 11. 개명 전국 각 도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국립경찰 조직에 관한 건｣)

4 1946. 04. 11. 개명 전국 행정구역명 위주 경찰서명을 구 번호제로 변경 (｢국립경찰 조직에 관한 건｣)

5
1946. 04. 15. 승격

전남 제23구(광산)경찰서(23개서) (광주민보, 1946. 05. 23.) (제주 분리 후 제22구) 149
1946. 05. 21. 신설

6
1946. 04. 15. 승격

전남 제24구(무안)경찰서(24개서) (광주민보, 1946. 06. 07.) (제주 분리 후 제23구) 150
1946. 06. 01. 신설

7
1946. 04. 25. 신설

강원 제11구(인제)경찰서(11개서) 151
1946. 10. 21. 개서

8 1946. 08. 01. 분청 제주
전남경찰부에서 제주감찰청(1개서) 분리 (전남은 23개서) (군정법령94, ｢제

주도의 설치｣)
9청

9
1946. 09. 01. 신설

경북 제24구(달성)경찰서(24개서) (대구시보 및 영남일보, 1946. 09. 04.) 152
1946. 09. 03. 개서

10 1946. 09. 28. 분청 서울8) 경기관구경찰청에서 수도관구경찰청(10개서) 분리 (경기는 21개서) (군정법

률106, ｢서울특별시의 설치｣) (09. 17.부터 업무 개시)
10청

11 1946. 11. 01 신설 경기
제2구(연백)경찰서를 제2구(연안)경찰서와 제22구(백천)경찰서로 분할(22개

서) (동아일보, 1946. 12. 10.) 
153

12 1946. 12. 14.
개명

제주
제22구(제주)경찰서를 제1구(제주)경찰서로

신설 제2구(서귀포)경찰서(2개서) 154

13 1947. 02. 17. 신설 서울
서울여자경찰서(11개서) (경향신문, 독립신보, 동아일보, 한성일보 및 현대

일보, 1947. 02. 19.)
155

14
1947. 05. 15. 신설

경기 인천여자경찰서(23개서) (동아일보, 1947. 05. 15. / 한성일보, 1947. 06. 04.) 156
1947. 06. 03. 개서

15
1947. 05. 15. 신설

경남 부산여자경찰서(25개서) (동아일보, 1947. 05. 15. / 부산신문, 1947. 09. 03.) 157
1947. 09. 02. 개서

16
1947. 05. 15. 신설

경북
대구여자경찰서(25개서) (신설 : 동아일보, 1947. 05. 15. / 영남일보 및 대구

시보, 1947. 06. 15.) (개서 : 대구시보, 1947. 09. 07.)
158

1947. 09. 06. 개서

17
1947. 12. 12. 신설

충남
제15구(태안)경찰서(15개서) (신설 : 경향신문 1948. 02. 17.) (개서 : 동아일

보, 1948. 07. 10. / 경향신문, 공업신문 및 현대일보, 1948. 07. 15.)
159

1948. 07. 17. 개서

18 1947. 12. 26. 신설 충남 제16구(유성)경찰서(16개서)9) 160

19 1948. 01. 21. 신설 경기 제23구(청단)경찰서(24개서) (독립신문, 1948. 01. 18. 및 21.) 161

20 1948. 05. 05. 신설 전남 제24구(벌교)경찰서(24개서) 162

21 1948. 06. 01. 신설 강원 제12구(주문진)경찰서(12개서) 163

※ 시기의 경우, 일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인용 시 재확인하기 바란다.

※ 내역 기재 내용 중 아래 내용을 유념하여 사용하기 바란다. 

1) 각 경찰서 옆 (  )안에 기재된 숫자는 해당 경찰서 신설 또는 폐지 후 각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총수를 의미한다. 

2) ‘대령’은 ‘대통령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령3’은 ‘대통령령 제3호’를 의미한다.

3) 일부 항목에 신문사와 보도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을 경우, 이를 참조하도록 부기한 것이다. 

※ 이상의 내용은 표 2 및 별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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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재하였다. 이들 기록을 바탕으로 인제서의 신설일과 

개서일을 특정하였다.

달성서10)의 경우, 대구경찰30년사편찬위원회(2011:559)

는 1919. 8. 20.에 신설(개서)되었다고 기재하였고, 1946

년 신설 여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경북지방경찰청 및 대

구남부경찰서는 1946. 9. 1.에 제24구 달성경찰서가 신설

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하지만 영남일보(1946. 9. 4.)에는 

9. 3.에 개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찌되었든 광복 후 

경찰서 기능을 잠시 상실하였다가 1946. 9. 1. 경에 다시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6) 수도관구경찰청 분리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2:994)는 1947년으로 연도

를 잘못 표기하였고, 서울경찰사편찬위원회(2017:843), 

서울지방경찰청 및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2:950)는 

일자를 17일, 17일, 18일로 각각 잘못 기재하였다. 내무부

치안국(1958:457)에 의하면 1946. 9. 17.은 실제 업무 개시

일이다.11)

7) 백천서 신설

경기 백천서의 경우, 경기경찰사편찬위원회(2008:21)

는 (정확한 일자 표시는 없이) ‘1946. 11.에 연백경찰서의 

6개 면이 분할되면서 백천경찰서가 신설되었다’고 기재하

였다.12) 하지만 동아일보(1946. 12. 10.)는 1946. 11. 1.에 

경찰서가 신설되었다고 보도13)하였다. 그런데 동아일보

(1946. 10. 22.)는 이미 경찰서 신설 이전부터 백천서를 언

급하였다.

구 번호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구역명

과 관련하여 호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향신문(1947. 

7. 11.) 및 독립신문(1948. 1. 18.)에 의하면 이 당시 이미 

연백경찰서를 연안경찰서라고 부르고 있었다.14)

당시 구 번호제 경찰서명을 사용 중이었지만, 한 군에 3

개의 경찰서가 설치되면서 실제로는 연안읍에 있는 경찰

서는 연안서, 옛 백천군(또는 배천군) 관할인 유곡면에 설

치된 경찰서는 백천서라고 불렀고, 나중에 추화면에 설치

된 경찰서(연안서 청단지서가 경찰서로 승격)는 청단서라

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1946. 12. 10.)에 백천서

가 11. 1. 개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라 정

리하였다. 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을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다.

8) 여자경찰서 신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설치되었던 여자경찰서 신설

의 경우, 참고문헌마다 상이하여 정확한 신설일자를 특정

하기가 곤란하다. 내무부치안국(1958:460), 경찰청역사

편찬위원회(2006:1668; 2015:1361)는 1946. 7. 1.로 기재

하였는데, 한국여자경찰60년사편찬위원회(2007:31,39,41)

는 1947. 5. 23.으로 기재하였다.15) 그리고 한국경찰사편

찬위원회(1972:992,994)는 1946. 7. 1.과 1947. 7. 1.에 동

일 사안을 중복 기재하였다.16)

그런데 각 경찰청별로 신설일자를 찾아보면 위 내용과 

상이한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 인천, 대구, 부산에도 여자

경찰서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동아일보(1947. 5. 15.) 보도 

내용17)과 여러 참고문헌의 기재 내용[특히 한국경찰사편

찬위원회(1972:960)]에 따르면, 1947. 5. 23.에 서울을 제

외한 3개 여자경찰서 신설에 관한 방침이 시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여자경찰서의 경우,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2: 

955,960)의 1947. 2. 및 1947. 2. 17. 기재 내용, 공업신문 및 

민보(각 1947. 2. 15.), 영남일보(1947. 2. 17.), 경향신문과 

공업신문, 독립신보, 동아일보, 한성일보(각 1947. 2. 19.) 

보도 내용, 서울경찰사편찬위원회(2017:844)와 서울지방

경찰청 기재 내용에 따르면 1947. 2. 17.에 신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국여자경찰60년사편찬위원회(2007:37)

는 신설일자를 1947. 3. 1.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천여자경찰서의 경우, 한성일보(1947. 6. 4.)18)에 따

르면 1947. 6. 3.에 개서한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런데 경기경찰사편찬위원회(2008:21,1155)는 1947. 5., 

한국여자경찰60년사편찬위원회(2007:39)는 신설일자를 

1947. 3. 1.이라고 기재하였다.

대구여자경찰서의 경우, 경북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

(2001:45)는 1947. 5. 23., 한국여자경찰60년사편찬위원

회(2007:41)는 1947. 5., 경북지방경찰청은 신설일자를 

1946. 9. 6.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

면, 신설일은 1947. 5. 11.로 보이고, 대구시보 및 영남일보

(각 1947. 6. 15.)에 따르면 1947. 6. 15.에 정식 발족하였

고, 대구시보(1947. 9. 7.)에 따르면 1947. 9. 6.에 개서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여자경찰서의 경우, 부산신문(1947. 9. 3.)19)에 따

르면 1947. 9. 2.에 개서한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런데, 한국여자경찰60년사편찬위원회(2007:39)는 신설

일자를 1947. 5.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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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태안서, 유성서 및 청단서 신설

충남 제15구(태안)경찰서 신설의 경우, 충남경찰사편

찬위원회(2013:30)는 신설일자를 1947. 12. 12.로, 충남경

찰사편찬위원회(2013:75)는 1947. 12. 2.로 기재하였다. 

경향신문(1948. 2. 17.)은 태안경찰서 신설 관련 내용30)을, 

동아일보(1948. 7. 10.), 경향신문, 공업신문 및 현대일보

(각 1948. 7. 15.)는 1948. 7. 17. 태안경찰서 개서식에 조경

무부장이 참석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충남 제16구경찰서 신설의 경우, 대전서부경찰서는 대

덕서로 기재하였으나, 충남경찰사편찬위원회(2013:30) 

및 대전지방경찰청은 유성서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충청

매일(1949. 7. 12. 및 23.)에 따르면, 이미 보도 당시에도 유

성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후의 다른 언론보도

에도 유성서가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신설 이후 경찰서명

의 개명 과정이 참고문헌에 따라 상이하지만, 처음부터 대

덕서가 아니라 유성서로 불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950. 2. 7.에 제16구 대덕경찰서를 유성서로 개명했다는 

대전서부경찰서의 기재 내용은 오류로 판단된다. 

경기 제23구(청단)경찰서의 경우, 경기경찰사편찬위원

회(2008:21)는 연안경찰서 5개 면을 분할하여 1948. 1.에 

신설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독립신문(1948. 01. 18. 및 

21.)31)에 따르면 연안경찰서 청단지서가 경찰서로 승격된 

일자는 1948. 1. 21.인 것으로 판단된다.32)

10) 벌교서 및 주문진서 신설

전남 제24구(벌교)경찰서 신설의 경우, 근거 법령이나 

규정을 찾을 수 없었고, 언론 보도내용도 찾을 수 없었으

며, 각 참고문헌마다 기록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설일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였다.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2:949)

는 1946. 4. 11. 이전에 벌교서가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기

재하였으나, 전남경찰사편찬위원회(1992:291)는 1948. 4. 

22.에, 전남지방경찰청은 1948. 5. 1.에, 내무부치안국(1958: 

462) 및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2:995)는 1948. 5. 5.에 

신설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 중 최초 기록인 내무부치안

국에 따라 정리하였다.

강원 제12구(주문진)경찰서의 경우, 현재는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고, 근거 법령 및 규정, 언론 보도내용 등도 찾

을 수 없어서 강원경찰발전사, 강원지방경찰청 및 강릉경

찰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였는데 신

설일자가 서로 다르다. 강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2002a:939) 

및 강원지방경찰청은 1948. 6. 1.에, 강원경찰발전사편찬

위원회(2002b:66) 및 강릉경찰서는 1948. 6. 15.에 신설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이 중 전자에 따라 정리하였다.

2. 내무부 치안국기(전기)의 경찰서명 변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대통령령 제3호33)에 의거 남조

선과도정부의 각 기구를 인수하여 정부 기구를 새롭게 개

편하였다. 이 당시 경무부는 토목부, 중앙선거위원회 및 

중앙소방위원회(각 소속기관 포함)와 함께 내무부에 속하

게 되었다.

이어 대통령령 제13호에 의거 내무부 직제를 비서실, 지

방국, 치안국, 건설국 등으로 정하였는데, 경무부 업무는 

치안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치안국은 다시 경무과, 보

안과, 경제과, 사찰과, 수사지도과, 감식과, 통신과, 여자

경찰과, 소방과로 구성되었다.

1) 행정구역명으로 경찰서명 환원

본정서의 중부서로의 개명은 서울경찰사편찬위원회

(2017:844),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하면 1947. 2. 1.에 이루

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당시에는 구 번호제 경

찰서명을 사용 중이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결국 대통령

령 제58호에 의거 구 번호제에서 행정구역명으로 경찰서

명을 환원할 당시인 1949. 2. 23.에 개명된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2) 인천수상서, 동인천서, 장성서 신설

동아일보(1949. 5. 3.)34)는 38선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

여 접경지역에 3개 경찰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

다. 그러나 경향신문(1949. 8. 3.)35)에 의하면, 동인천서와 

인천수상서가 실제로는 1949. 7. 30.에 서장 발령과 함께 

임무를 시작하였고, 개서식은 그 이후에 거행된 것으로 보

인다.

경향신문(1949. 9. 10.)에 의하면, 인천수상서는 선린동 

해군국 건물로 이전하여 1949. 9. 10.에 개서식을 거행했

다고 한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은 최초 개서인지, 이전 개

서인지가 불명확하다.

장성서의 경우,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79) 및 강

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2002a:940)는 1949. 5. 7.에 승

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강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

회(2002b:224,320), 삼척경찰서 및 태백경찰서는 승격일

을 1948. 11. 1.과 1949. 10. 1.로 기재하였다. 법령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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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치안국기(전기)의 경찰서 신설･개명･폐지

연번 시기
변동 내역

총수
구분 지역 내역

22 1948. 09. 13.

직제

개편
전국

경무부는 내무부장관 산하로, 각 도 경찰부는 각 시도지사 산하로 

예속.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대령3)

폐지 전국 경무총감부와 감찰서 제도 (내무부령3)20) 

23 1948. 11. 18. 개명 전국 경찰부가 경찰국으로21)

24 1948. 12. 30. 개명 서울 수도경찰국을 서울특별시경찰국으로22)

25 1949. 01. 18. 신설 제주 제3구(모슬포)경찰서(3개서) (대령50) 164

26 1949. 01. 18. 신설 제주 제4구(성산포)경찰서(4개서) (대령50) 165

27 1949. 02. 23. 개명 전국

구 번호제 경찰서명을 행정구역명으로 환원 (서울 9개서, 경기 2개서, 
강원 및 경북 각 1개서, 경남 4개서, 제주 1개서 제외) (대령58) (연합

신문 및 조선중앙일보, 1949. 02. 25.)

28 1949. 02. 23. 개명 서울 본정경찰서를 중부경찰서로 (대령58) 

29 1949. 02. 23. 개명 경북 왜관경찰서를 칠곡경찰서로 (대령58)

30 1949. 02. 23. 개명 경북 포항경찰서를 영일경찰서로 (대령58) 

31 1949. 02. 23. 개명 서울 창덕궁경찰서를 경무대경찰서로 (대령59)

32
1949. 05. 07. 신설

경기
인천수상경찰서(25개서) (대령101) (동아일보, 1949. 05. 03. / 경향신문, 

1949. 08. 03.)
166

1949. 07. 30. 개서

33
1949. 05. 07. 신설

경기
동인천경찰서(26개서) (대령101) (동아일보, 1949. 05. 03. / 경향신문, 

1949. 08. 03.)
167

1949. 07. 30. 개서

34 1949. 05. 07. 신설 강원 장성경찰서(13개서) (대령101) (동아일보, 1949. 05. 03.) 168

35 1949. 09. 03. 개명 경북 달성경찰서를 남대구경찰서로 (대령179)

36 1949. 10. 11. 신설 경기 고양경찰서(27개서) (대령198) 169

37 1952. 01. 28. 개명 경북 영일경찰서를 포항경찰서로 (대령600)

38 1954. 03. 30. 개명 충남 유성경찰서를 서대전경찰서로 (대령883)

39 1954. 11. 07. 폐지 경기 6개(개성, 옹진, 연안, 백천, 장단, 청단) 경찰서(21개서) (대령962) 163

40
1954. 11. 07. 신설

경기 연천경찰서(22개서) (대령962) 164
1954. 11. 15. 개서

41
1954. 11. 07. 신설

강원 철원경찰서(14개서) (대령962) 165
1954. 11. 17. 개서

42
1954. 11. 07. 신설

강원 양구경찰서(15개서) (대령962) 166
1954. 11. 17. 개서

43
1954. 11. 07. 신설

강원 고성경찰서(16개서) (대령962) 167
1954. 11. 17. 개서

44
1954. 11. 07. 신설

강원 화천경찰서(17개서) (대령962) 168
1954. 11. 17. 개서

45
1954. 11. 07. 신설

강원 양양경찰서(18개서) (대령962) 169
1954. 11. 17. 개서

46 1955. 07. 04. 폐지 전남 벌교경찰서(23개서) (대령1058) 168

47 1956. 01. 01. 폐지 강원 주문진경찰서(17개서) (대령1115) 167

48 1956. 01. 01. 개명 경남 통영경찰서를 충무경찰서로23) (대령1115)

49 1956. 03. 25. 폐지 충남 태안경찰서(15개서) (대령1138) 166

50 1956. 11. 16. 개명 경남 사천경찰서를 삼천포경찰서로 (대령1184)

51 1957. 08. 01. 폐지 서울 서울여자경찰서(10개서) (대령1298) 165

52 1957. 08. 01. 폐지 경기 인천여자경찰서(21개서) (대령1298) 164

53 1957. 08. 01. 폐지 경북 대구여자경찰서(24개서) (대령1298) 163

54 1957. 08. 01. 폐지 경남 부산여자경찰서(24개서) (대령1298) 162

55 1957. 08. 01. 폐지 제주 2개(모슬포, 성산포) 경찰서(2개서) (대령1298) 160

56 1957. 08. 01. 신설 서울 청량리경찰서(11개서) (대령1298) 161

57 1957. 08. 01. 신설 경북 달성경찰서(25개서) (대령1298) 162

58 1957. 08. 01. 신설 경남 서부산경찰서(25개서) (대령1298) 163

59 1957. 08. 01. 신설 경남 부산진경찰서24)(26개서) (대령1298)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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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언론 보도내용으로 볼 때, 전자가 맞는 것으로 보이지

만,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승격일은 다를 가능

성도 있다.

3) 달성서, 영일서, 유성서를 남대구서, 포항서, 

서대전서로 개명

달성서를 남대구서로 개명한 것은 대통령령 제179호에 

근거한 것이며, 내무부치안국(1958:468), 한국경찰사편

찬위원회(1973:79,1299), 대구경찰30년사편찬위원회(2011: 

559), 경북지방경찰청 및 대구남부경찰서는 1949. 9. 3.으

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대구시보(1948. 2. 13.)는 1948. 2. 

13.에 개명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구 

번호제 경찰서명을 사용 중이었으므로 실제로 남대구서

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북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2001:956)는 1951. 3. 1.에 

영일서를 포항서로 개명했다고 기재하였는데, 대통령령 

제600호 공포일을 고려하면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617)

의 1952. 1. 28. 기재 내용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성서의 서대전서 개명 시기를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3:625)는 1953. 3. 30., 충남지방경찰청 및 대전서부경

찰서는 1955. 3. 30.으로 기재하였는데, 대통령령 제883호

의 시행일과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1314), 대전지방

경찰청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둘 다 오류이고, 

1954. 3. 30.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미수복지구 6개 경찰서 폐지

대통령령 제962호의 부칙 적용일이 1954. 11. 7.이므로 

이에 따라 6개 경찰서는 이 날 폐지된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1316), 경기경찰사

편찬위원회(2008:1156) 및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54. 

12. 2.로 기재하고 있다.36)

5) 수복지구 6개 경찰서 신설

해당 경찰서들은 대통령령 제962호에 의해서 신설되었

는데, 법령의 공포일은 1954. 12. 2.이고 부칙 적용일은 11. 

7.이다. 그런데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626)는 해당 

경찰서 모두에 대해서 신설 일자를 적지 않고 모호하게 기

술하였다. 

연천서의 경우,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1316)는 

1954. 12. 2.에 신설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경기경찰사

편찬위원회(2008:1066,1156)는 1950. 10. 25.와 1954. 10. 

표 2. 치안국기(전기)의 경찰서 신설･개명･폐지(계속)

연번 시기
변동 내역

총수
구분 지역 내역

60 1957. 08. 01. 개명 경남 부산경찰서를 중부산경찰서로 (대령1298)

61 1957. 08. 01. 개명 경남 북부산경찰서를 동부산경찰서로 (대령1298)

62 1957. 08. 01. 개명 경남 부산수상경찰서를 영도경찰서로 (대령1298)

63
1959. 10. 21. 신설

서울 남대문경찰서(12개서) (대령1522) (동아일보, 1959. 11. 26.) 165
1959. 11. 25. 개서

64 1959. 12. 18. 신설 경북 동대구경찰서(26개서)25) (대령1545) 166

65 1960. 06. 28. 폐지 서울 경무대경찰서(11개서)26) (국무원령5) 165

66 1961. 07. 19. 폐지 경기 인천수상경찰서(20개서) (경향신문, 1961. 07. 20.) 164

67 1961. 07. 26. 폐지 강원 장성경찰서(16개서) (경향신문, 1961. 07. 29.) 163

68 1963. 01. 01. 이관 충남
전북 금산경찰서를 충남경찰국에 편입(16개서) (전북은 13개서) 

(법률1172)

69 1963. 01. 01. 이관 경북
강원 울진경찰서를 경북경찰국에 편입(27개서) (강원은 15개서) 

(법률1172)

70 1963. 01. 01. 분청 부산
경남경찰국에서 부산시경찰국(6개서) 분리 (경남은 20개서)27) 

(각령1111)
11청

71 1963. 01. 01. 개명 부산 중부산경찰서를 부산중부경찰서로 (각령1111)

72 1963. 01. 01. 개명 부산 동부산경찰서를 부산동부경찰서로 (각령1111)

73 1963. 01. 01. 개명 부산 서부산경찰서를 부산서부경찰서로 (각령1111)

74 1963. 01. 01. 개명 부산 부산진경찰서를 부산북부경찰서로 (각령1111)

75 1963. 02. 12. 개명 경기 양주경찰서를 의정부경찰서로28) (각령1206)

76 1963. 10. 23. 개명 강원 양양경찰서를 속초경찰서로29) (각령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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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역시 후자와 동일)로 기재하였다. 

철원서의 경우, 강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2002b:682) 

및 철원경찰서는 1954. 9. 18.로, 양구서의 경우, 강원경찰

발전사편찬위원회(2002b:764) 및 양구경찰서는 1954. 10. 

1.로, 고성서의 경우, 강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2002b:588) 

및 고성경찰서는 1954. 11. 13.으로, 화천서의 경우, 강원

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2002b:724) 및 화천경찰서는 1954. 

11. 18.로, 양양서의 경우, 강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

(2002b:270) 및 속초경찰서는 1954. 11. 24.로 기재하였다. 

반면 강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2002a:941)는 위 5개 경

찰서의 신설일을 1954. 11. 7.로 모두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그런데 경향신문(1954. 11. 18.)은 수복지구 행정권 이

양식이 연천서만 15일, 나머지 강원도 지구 경찰서는 17일37)

에 이양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기사에 따라 실제 개서일을 정리하였다. 

6) 벌교서와 주문진서의 폐지 

벌교서의 경우,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1318)는 폐

지일을 1955. 7. 4.로 기재하였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은 

1955. 7. 7.로 기재하였고,38) 전남경찰사편찬위원회(1992: 

292)는 ‘1956년 7월 4일 폐지되고, 7월 7일에 보성서로 환

원되었다.’고 연도를 잘못 기재하였다.  

주문진서 폐지의 경우, 대통령령 제1115호의 공포일은 

1955. 12. 2.이지만, 부칙 적용일은 1956. 1. 1.이므로 이에 

따라 정리하였다.39)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1319)

는 1955. 12. 2.로 기재하였는데, 역시 공포일에 따른 기록

으로 오류이다.

7) 태안서 폐지

서산경찰서는 1956. 3. 6.으로 기재하였고, 한국경찰사

편찬위원회(1973:627)는 ‘1956년 3월에는 태안경찰서가 

폐지되어 서산경찰서의 관할구역이 확장되었다’라고 기

재하였으며, 충남경찰사편찬위원회(2013:76)는 1956. 3. 

16.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대통령령 제1138호의 공포일

은 1956. 3. 6.이지만, 시행일은 1956. 3. 25.이므로 시행일

을 따라 정리하였다. 

8) 대통령령 제1298호 관련 오류

대통령령 제1298호의 공포일은 1957. 7. 26.이지만, 시

행일은 1957. 8. 1.이므로 이에 따라 정리하였다. 해당 경

찰서의 신설, 개명, 폐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참고문헌에 

1957. 7. 26.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시행일을 간

과하여 발생한 오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개 여자경찰서 폐지의 경우,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3:1321), 서울경찰사편찬위원회(2017:850) 및 경북지

방경찰청은 폐지일을 1957. 8. 1.로 기재하였으나, 부산경

찰사편찬위원회(2000:765), 한국여자경찰60년사편찬위

원회(2007:128,430), 경기경찰사편찬위원회(2008:1156),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57. 7. 26.으

로 기재하였다.

제주 모슬포서 및 성산서 폐지의 경우, 한국경찰사편찬

위원회(1973:633), 제주경찰사편찬위원회(1990:93,99,103), 

제주지방경찰청 및 제주동부경찰서40) 모두 1957. 7. 26.에 

폐지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627)는 청량리서, 달성서, 

부산진서, 서부산서의 신설일을  1957. 8. 1.로 기재41)하였

다. 청량리서의 신설은 서울여자경찰서의 폐지와 관련되

어 있는데, 서울경찰사편찬위원회(2017:850) 및 서울지방

경찰청은 1957. 7. 26.에, 서울동대문경찰서는 1957. 8. 1.

에 청량리서를 신설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달성서 신설의 경우, 대구경찰30년사편찬위원회(2011: 

659)는 ‘1957. 7. 26.에 대통령령이 공포되었고, 1957. 8. 1.

에 현풍면사무소를 임시청사로 하여 집무를 개시하였다’

고 기재하였고, 대구달성경찰서는 개서일을 1957. 7. 26.

으로 기재하였다.

서부산서와 부산진서 신설의 경우, 부산경찰사편찬위

원회(2000:111,119)는 1957. 7. 26.에 부산서와 북부산서

에서 각각 분리, 신설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하지만 부산

진경찰서 및 부산서부경찰서42)는 1957. 8. 1.로 기재하였다.

영도서의 신설은 부산수상서의 폐지와 관련되어 있는

데, 부산경찰사편찬위원회(2000:100)는 1924. 3. 3.에 창

설된 부산수상서가 1957. 7. 26.에 대통령령 제1298호에 

의거하여 영도서로 개명된 것으로 기재하였다.43) 하지만 

부산영도경찰서는 1957. 8. 1.에 개명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부산경찰사편찬위원회(2000:88,106)는 1957. 7. 

26.에 부산서를 중부산서로, 북부산서를 동부산서로 개명

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부산중부경찰서 및 부산동부경찰

서는 1957. 8. 1.에 개명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서부산서와 부산진서의 신설, 영도

서, 중부산서, 동부산서 개명이 모두 1957. 8. 1.에 이루어

진 것으로 기재하였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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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대문서 신설

대통령령 제1522호의 공포일은 1959. 10. 21.이지만, 실

제 개서일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남대문경찰서45), 

동아일보(1959. 11. 26.)에 의하면 1959. 11. 25.가 맞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627, 

1325) 및 서울경찰사편찬위원회(2017:851)는 1959. 10. 

21., 서울지방경찰청은 1959. 10. 27.로 기재하였다.

10) 인천수상서 및 장성서의 폐지

인천수상서 및 장성서의 폐지와 관련된 법령 근거를 찾

지 못하였으나, 경향신문(1961. 7. 20. 및 29.)46)에 따르면 

두 경찰서의 폐지일은 1961. 7. 19.와 1961. 7. 28. 경이 맞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수상서의 경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천중부경

찰서, 경기경찰사편찬위원회(2008:1156)도 1961. 7. 19.

로 기재하였다. 장성서의 경우, 강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

회(2002a:941)는 ‘1961. 7. 22. 장성경찰서를 폐지하고 관

할을 삼척경찰서에 병합(대통령령 제406호 62. 1. 29)’라

고 기재하였는데, 폐지일도 상이하고, 당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각령이었으며, 해당 법령이 폐지일보다 6개월이

나 늦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강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

회(2002b:224) 및 태백경찰서는 1961. 7. 26., 강원경찰발

전사편찬위원회(2002b:320) 및 삼척경찰서는 1961. 7. 22.

로 기재하고 있다. 여러 참고문헌의 내용으로 볼 때, 1961. 

7. 26.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III. 종합고찰 및 제언

경찰서명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필자는 법령, 문헌, 

언론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매우 많은 자료를 참조하였

다.47) 각 자료들을 비교해 보니 일치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상이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광복 후 혼란을 거듭하던 시

기에 관한 기록에서 상이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다수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과정에서 동일 사안에 대

한 기록 일치 여부에 관하여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모든 기록이 일치하는 경우였

다.48) 법령 시행일 및 공포일까지 고려했을 때 의심의 여지

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각 표에 정리

하였고, 본문에서도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49)

둘째는 다수의 기록이 일치하고 소수의 기록이 상이한 

경우였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수의 기록을 따르면 

된다. 하지만 일치하는 기록이 다수라고 해서 이 기록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서 편찬한 경찰사

의 집필자들은 편찬 당시에 청내에서 차출한 인력들이 대

부분이었고, 이들은 전문 연구자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했다기보다 일선 경찰서

에 자료를 요구하여 수령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 또는 집

필하였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해서 이전 

기록을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인용한 경우가 많았고, 

최초 기록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류를 

반복하게 된 것이다.

기록을 상호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필자는 경찰 직제 관련 법령과 언론 보도내용 등을 통해 사

실 관계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했

다 하더라도 각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

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① 관련 법령, ② 언

론 보도자료, ③ 사안 발생 당시에 생산된 자료, ④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서 편찬한 경찰사, ⑤ 경찰청, 각 지방

경찰청, 해당 경찰서의 홈페이지(이 경우에는 해당 경찰

서의 기록을 우선) 기재 내용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였다.

셋째는 각각의 기록이 상이한 경우였다.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리

고 둘째와 셋째의 경우에는 향후 경찰서명 변화 과정에 대

한 잘못된 기술을 바로잡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이한 기

록들을 출처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물론 다른 연구자들

이 표만 보고 잘못 인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문헌 사이에 상이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오류 

유형을 발견하였다. 첫째,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 경찰사

를 편찬하면서, 법령 공포일만 보고 정리한 경우이다. 법

령은 공포일과 시행일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시행일이 

다른 경우도 상당하다. 후자의 경우, 시행일에 따라 기록

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여 다수의 오류를 발생

하게 하였다.

둘째, ① 법령에 의하여 경찰서가 신설된 일자와 ② 경찰

서 조직을 갖추어 실제로 업무를 개시한 일자, ③ 개서식

을 거행한 일자는 - 특히 혼란기에 –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

는데, 개서일을 신설일로, 개서식을 개최한 날을 개서일로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50)

셋째, 다른 기록을 인용하면서 기록을 누락하거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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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이다. 동일 사안을 서로 다른 일자에 중복 기재한 

경우, 특정 시기의 내용을 무더기로 누락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경찰사 편찬의 경우 워낙 작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류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경찰사 편찬 이후에 내용을 

재점검하고, 발견된 오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었어

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경찰사는 공신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

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인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오류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해당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홈페

이지 관리자의 경우, 경찰사에 정통한 전문 연구자가 아니

기 때문에 기발간된 경찰사 등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연

혁을 게시하게 된다. 이들은 경찰사 등의 기록이 오류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오류를 그대로 인용할 개연성이 높

다. 홈페이지 이용자들 역시 오류인지도 모르고 이를 참고

하거나 인용하게 된다. 홈페이지는 서적에 비해 파급효과

가 훨씬 더 큰데, 이런 식으로 오류가 확대 재생산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경찰서명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

엇이 사실인지 단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앞으

로 경찰사 연구자들이 더욱 치밀한 연구를 통하여 본고에

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은 민간 연구자의 노력만으로

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 또는 각 지방경

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경찰청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기록연구사로는 본 업

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수 없다. 지금까지 경찰청이 보여 

온 미온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새로이 정립하기 바란다. 

註

1) 경찰청 홈페이지 중 “기관 소개 → 조직 안내 → 전

국 경찰관서 안내”를 활용하면, 경찰청은 물론이고 

각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의 홈페이지를 손쉽게 이

용할 수 있다.

2) 필자의 이런 노력으로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홈

페이지에 잘못 기재되어 있던 내용 중 일부가 수정

되었다.

3) 1921. 3.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경향신문, 동

아일보, 매일경제 및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제공하

고 있다. 일자별, 키워드별로 검색할 수 있고, 상세 

검색도 가능하다.

4) 본문에 언급된 각 홈페이지 기재 내용은 2019. 10. 

31. 기준이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수정, 보완 여부

를 다시 확인하였다.

5) ① 개서일의 기록이 상이하거나 ② 법령 공포일을 

시행일로 착각하여 잘못 기재한 경우가 다수 있었

으나, 전자는 언론 보도내용을, 후자는 경찰 직제 

관련 법령을 추적하여 대부분 바로잡아 정리하였

다. 그럼에도 일부 기록(특히 개서일)의 경우,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6) 같은 책의 다른 곳에는 경찰부로 기재되어 있다.

7) 매일신보(1917. 8. 1.)에 의하면 영암서는 1917. 8. 

1.에 최초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남경찰사편

찬위원회에 따르면, 광복 당시 경찰서가 일시적으

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다가(좌익단체인 보안

대가 경찰서를 접수하여 보안서를 설치, 운영) 

1946. 1. 12.에 다시 기능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인다.

8) 이하 수도관구경찰청과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는 해

당 지역을 모두 ‘서울’로 표기하였다.

9) 충청매일(1949. 11. 22.)은 4280(서기 1947)년 12

월 6일에 신설된 것으로 보도하였다.

10) 달성서는 후에 남대구서를 거쳐 대구남부서로 개

명되었으므로, 현 대구달성서와는 무관하다.

11) ① ‘제1관구경찰청을 서울시와 경기도로 분리하여 

수도관구경찰청과 제1관구경찰청(경기도)을 신설’

이라는 내용과 ② ‘각 관구경찰청 감독기구로서 경

무총감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경무총감부

(수도, 제1, 제2 – 서울), 제2경무총감부(제3, 제6, 

제8, 제주감찰 – 전주), 제3경무총감부(제4, 제5, 

제7 – 대구)’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후자의 내

용 중 괄호 안의 앞 부분은 각 경무총감부가 감독

하는 관구경찰청, 뒷 부분은 경무총감부의 소재지

를 기재한 것이다.

12)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번호제 경찰서명을 사용하

였기 때문에, “제2구(연백)경찰서를 제2구(연안)

경찰서와 제22구(백천)경찰서로 분할”한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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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황해도 백천에 경찰서를 11월 1일부터 신설하였

는데, 서장에는 박영희씨가 취임하였다.”

14) 물론 동아일보 및 경향신문(1946. 11. 20.) 등 다

른 기사에는 연백경찰서로 기재한 곳들도 있었다.

15)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2:960)는 “(1946년) 7

월 1일에는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를 신설하

고 다음 해인 1947년 2월 17일에는 수도관구경찰

청에 여자경찰과를 창설했다. 곧이어 그 해 5월 

23일에는 여자경찰관의 조직이 각 경찰청과 제주

경찰감찰청에 시달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서울·부

산·대구·인천 등지에 여자경찰서가 창설되었던 것

이다.”라고 기재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각 여자

경찰서의 신설일자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모호한 

기술 때문에 이후 발간된 여러 문헌에 오류가 반복

된 것으로 판단된다. 

16) 992쪽 : “1946. 7. 1. 경찰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

를 두고, 서울·인천·부산·대구에 여자경찰서 신설”

994쪽 : “1947. 7. 1. 세계 민주 선진 경찰 제도를 

모방하여 경찰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를 신설하

고 서울·경기·경남·경북 주요 도시에 여자경찰서

를 개설”

17) “군정청 경무부에서는 이미 서울에 여자경찰서를 

설치하였거니와 계속하여 인천, 대구, 부산에도 

여자경찰서를 설치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18) “제1관구경찰청에서는 금3일부터 인천에 여자경찰

서를 신설하였는데, 초대서장에는 경위 박봉이 여

사가 취임하였는바 서원은 약 40명이라고 한다.”

19) “부산여자경찰서 초대 서장에 서울 제1관구청에 

근무하던 박봉이(51) 경위가 지난 8월 16일부로 

임명되어 29일 착임하여 지난 2일부터 부산감찰

관실에서 집무 중인데 (후략)” 

20) 내무부치안국(1958:463-464), 경북지방경찰청. 

21) 내무부치안국(1958:465), 지방행정기구 직제 공포

22) 경찰청역사편찬위원회(2015:103)

23) 통영서는 통영읍이 충무시로 승격되면서 1955. 9. 1.

에 통영서가 충무서로 개칭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24) 당시 언론 보도와 이윤정(2015:223)은 부전서로 

기록하였으나, 대통령령에는 부산진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랐다.

25) 경북지방경찰청은 1959. 10. 26.에 신설되었다고 

기재하였다.

26) 서울경찰사편찬위원회(2017:14)는 1959. 10. 27.

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 

635,1329), 서울경찰사편찬위원회(2017:853), 서울

지방경찰청은 바르게 기재하였다.

27)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85:1285), 경찰청역사편

찬위원회(2006:1668; 2015:1361) 및 경찰청(2000: 

366)(다른 경찰통계연보도 동일) 등에는 1962. 11. 

21.로 기재되어 있다.

28) 경기경찰사편찬위원회(2008:705,1157), 경기남부

지방경찰청 및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63. 2. 1.

에 개명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의정부경찰서 및 

각령 제1206호 개정일로 보아 1963. 2. 12.에 개명

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29) 강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2002b:270) 및 속초

경찰서는 개명 시기를 1963. 10. 26.으로 기재하

였으나, 각령 제1603호의 개정일 및 시행일과 강

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2002a:941) 및 강원지

방경찰청의 기재 내용에 따라 개명 시기를 1963. 

10. 23.으로 정리하였다.

30) “태안경찰서는 작년 9월에 신설하기로 결정이 되

어 그동안 청사를 신축 중이었던 바 준공이 되어 

이번에 문을 열게 되었는데, 초대서장은 이상률 

경감이 부임하였다.” 

31) “연안경찰서 청단지서는 금번 청단경찰서로 승격

하는 동시 지서 주임인 안종연 경위는 경감으로 승

진하여 서장으로 취임하였다 한다.”

32) 하지만 승격일자까지 정확하게 보도하지는 않았

으므로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33)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1948. 9. 13. 

공포 및 시행.

34) “내무부에서는 38선의 경비를 강화키 위하여 금

번 3개 경찰서를 증설케 되었다는데 해상 경비를 

위하여 인천에 수상경찰서 그리고 38 접경인 동두

천과 장성의 두 곳에는 각각 경찰서를 신설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 중 경찰서 신

설 시기로 보았을 때, 동인천을 동두천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35) “지난 7월 5일부로 대통령령으로 동인서 신설과 

수상서 승격을 그간 인선 관계로 지연되어 오던바 

지난 30일부로 동인서장에는 전 도경 경제과장 김

진수씨, 수상서장에는 안양서 김원식씨가 발령되

어 각각 부임하였으며, 개서식은 삼사일 후에 거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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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칙 적용일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령 공포일

을 기준으로 폐지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오류를 범

한 것으로 판단된다.

37) 원래 16일에 거행하려고 하였으나 일기 불순으로 

하루 연기하여 거행한 것이라고 한다.

38) 관련 기재 내용 중 ‘보성경찰서로 전환’이라는 표

현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일부 지서는 순천, 고

성, 고흥 등 다른 경찰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39) 강원경찰발전사편찬위원회(2002a:941), 강원경

찰발전사편찬위원회(2002b:66), 강원지방경찰청, 

강릉경찰서 역시 1956. 1. 1.로 기재하였다.

40) “모슬포 지서 폐쇄에 따라 북제주 전 지역 관할”이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모슬포 지서’는 ‘모슬포 경

찰서’의 오기로 보인다.

41) 개서식은 1957. 8. 15.에 거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2) 중부산서에서 분리하여 서부산서를 신설하였다는 

내용 중 중부산서는 부산서의 오기이다. 왜냐하면 

서부산서 신설이 부산서의 개명과 동시에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43) 부산경찰사편찬위원회(2000:87)는 1946. 6.에 당

시 부산경찰서(현 중부경찰서) 소속이던 영도 지역

을 수상경찰서로 이양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44) ‘제15구경찰서가 중부산경찰서로 개명’되었다는 

내용에서 제15구경찰서는 부산경찰서의 오기이

다. 그리고 서부산서가 중부산서로부터, 부산진

서가 동부산서에서 분리, 신설되었다는 내용에서 

중부산서와 동부산서는 부산서와 북부산서의 오

기이다. 왜냐하면 서부산서 및 동부산서의 신설이 

부산서 및 북부산서의 개명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5) “1959. 11. 19. 초대 서장에 최권수 총경이 보직되

어 (중략) 11. 25. 개서 시무함으로써 남대문경찰

서가 탄생되었다.”

46) 20일 보도 내용 : “경기도경찰국은 기구를 개편하

여 19일부로 인천수상경찰서를 폐쇄하고 인천경

찰서에 편입하였다. 따라서 인천경찰서는 20일부

터 수상경찰서에서 담당해 온 사무 일체를 취급하

게 되었다.”

29일 보도 내용 : “내무부는 28일 2개 경찰서를 

폐지하고, 1급지 경찰서 18개를 2급 경찰서로 내

렸다고 발표하였다. 폐지된 경찰서는 인천수상경

찰서와 강원도 장성경찰서이며 (후략)”

47) 하지만 필자가 경찰사 관련 모든 기록을 추적했다

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본론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기록 오류는 더 많을 것이다.

48) 추적한 모든 기록이 일치한다고 해서 전혀 오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초의 잘못된 

기록을 반복하여 인용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49) 동일 사안에 대해서 1~2건의 상이한 기록이 존재

하지만, 오탈자 등 오류가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

는 표 안에서 각주 처리하고 본문에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50) 필자가 추적한 참고문헌들에 모호한 기술이 많았

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서의 신설

일, 개서일을 확정할 때 필자도 이런 오류를 범했

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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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http://www.gwpolice.go.kr



송호열

- 28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http://www.ggpolice.go.kr

경기북부지방경찰청, http://www.ggbpolice.go.kr

경북지방경찰청, http://www.gbpolice.go.kr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고성경찰서, http://www.gwpolice.go.kr/gs

광주광산경찰서, http://www.gjpolice.go.kr/gs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대구남부경찰서, http://www.dgpolice.go.kr/nambu

대구북부경찰서, http://www.dgpolice.go.kr/bukbu

대전지방경찰청, http://www.djpolice.go.kr

대전서부경찰서, http://www.djpolice.go.kr/djsb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

부산동부경찰서, http://www.bspolice.go.kr/dongbu

부산서부경찰서, http://www.bspolice.go.kr/seobu

부산영도경찰서, http://www.bspolice.go.kr/yeongdo

부산중부경찰서, http://www.bspolice.go.kr/jungbu

부산지방경찰청, http://www.bspolice.go.kr

부산진경찰서, http://www.bspolice.go.kr/busanjin

삼척경찰서, http://www.gwpolice.go.kr/sc

서울남대문경찰서, http://www.smpa.go.kr/ndm

서울동대문경찰서, http://www.smpa.go.kr/ddm

서울지방경찰청, http://www.smpa.go.kr

속초경찰서, http://www.gwpolice.go.kr/sokcho

양구경찰서, http://www.gwpolice.go.kr/yg

의정부경찰서, http://www.ggpolice.go.kr/ujb

인제경찰서, http://www.gwpolice.go.kr/ij

인천중부경찰서, https://www.icpolice.go.kr/police.php? 

dcode=jb

전남지방경찰청, http://www.jnpolice.go.kr

제주동부경찰서, http://www.jjpolice.go.kr/dongbu

제주지방경찰청, http://www.jjpolice.go.kr

철원경찰서, http://www.gwpolice.go.kr/cw

충남지방경찰청, http://www.cnpolice.go.kr

태백경찰서, http://www.gwpolice.go.kr/tb

통영경찰서, http://www.gnpolice.go.kr/ty

화천경찰서, http://www.gwpolice.go.kr/hwachun

교신: 송호열, 02832,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길 101, 101동 

1502호(이메일: shy6008@chol.com)

Correspondence: Hoyul Song, 101-1502, 101, Dongso-

mun-ro 3-gil, Seongbuk-gu, Seoul 02832, Republic of 

Korea (Email: shy6008@chol.com)

투  고  일: 2019년 11월  8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21일

투고확정일: 2019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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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64년 이후의 경찰서 신설･개명･폐지

연번 시기
변동 내역

총수
구분 시도 내역

77 1965. 09. 27. 부활 강원 장성경찰서(16개서) (대령2222) 164

78
1966. 07. 11. 신설

서울 노량진경찰서(12개서) (대령2607) (경향신문, 1966. 11. 25.) 165
1966. 11. 25. 개서

79
1966. 07. 11. 신설

서울 동부경찰서(13개서) (대령2607) (경향신문, 1966. 11. 25.) 166
1966. 11. 25. 개서

80
1968. 08. 26. 신설

부산 남부경찰서(7개서) (대령3558) (매일경제, 1968. 08. 17.) 167
1968. 09. 12. 개서

81
1968. 08. 26. 신설

서울 서부경찰서(14개서) (대령3558) (동아일보, 1969. 02. 12.) 168
1969. 02. 12. 개서

82
1968. 08. 26. 신설

서울 북부경찰서(15개서) (대령3558)  (동아일보, 1969. 02. 12.) 169
1969. 02. 12. 개서

83
1969. 09. 20. 신설

전남
서광주경찰서(24개서) (대령4064)

[개서식 : 1970. 1. 10., 전남경찰사(142)]
170

1970. 01. 04. 개서

84 1970. 12. 23. 신설 전북 북전주경찰서(14개서) (대령5419) 171

85 1971. 09. 04. 신설 경기 성남경찰서(21개서) (대령5777) 172

86
1972. 10. 25. 신설

서울 남부경찰서(16개서) (대령6367) (경향신문 및 동아일보, 1972. 12. 05.) 173
1972. 12. 05. 개서

87 1973. 07. 01. 개명 경기 동인천경찰서를 인천동부경찰서로 (대령6764)

88 1973. 07. 01. 개명 전남 서광주경찰서를 광주서부경찰서로 (대령6764)

89 1973. 07. 01. 개명 경북 남대구경찰서를 대구남부경찰서로 (대령6764)

90 1973. 07. 01. 개명 경북 동대구경찰서를 대구북부경찰서로 (대령6764)

91 1973. 07. 01. 개명 전북 북전주경찰서를 전주북부경찰서로 (대령6764)

92 1973. 07. 01. 개명 충남 서대전경찰서를 대전서부경찰서로 (대령6764)

93 1973. 07. 01. 개명 부산 부산중부경찰서를 중부경찰서로 (대령6764)

94 1973. 07. 01. 개명 부산 부산동부경찰서를 동부경찰서로 (대령6764)

95 1973. 07. 01. 개명 부산 부산서부경찰서를 서부경찰서로 (대령6764)

96 1973. 07. 01. 개명 부산 부산북부경찰서를 북부경찰서로 (대령6764)

97 1973. 07. 01. 개명 부산 부산남부경찰서를 남부경찰서로 (대령6764)

98
1973. 12. 12. 신설

경북
대구동부경찰서(28개서) (대령6952) (경향신문 및 매일경제, 1973. 12. 

01.)
174

1975. 01. 27. 개서

99
1973. 12. 12. 신설

서울

태릉경찰서(17개서) (대령6952) (신설 : 경향신문, 동아일보 및 매일

경제, 1973. 12. 01.) (개서 : 경향신문, 1973. 12. 18. / 동아일보 및 

매일경제, 1973. 12. 19.)

175
1973. 12. 19. 개서

100
1976. 12. 14. 신설

서울 강남경찰서(18개서) (대령8307) 176
1976. 12. 20. 개서

101
1976. 12. 14. 신설

서울 관악경찰서(19개서) (대령8307) 177
1976. 12. 20. 개서

102
1976. 12. 14. 신설

서울 강서경찰서(20개서) (대령8307) 178
1977. 02. 25. 개서

103 1977. 11. 09. 신설 경남 창원경찰서(21개서) (대령8739) 179

104
1977. 11. 09. 신설

부산 해운대경찰서(8개서) (대령8739) 180
1977. 11. 14. 개서

105 1978. 03. 22. 개명 경북 선산경찰서를 구미경찰서로 (대령8901)

106 1978. 10. 01. 개명 부산 북부경찰서를 부산진경찰서로(先) (대령9125)

107 1978. 10. 01. 신설 부산 북부경찰서(9개서) (대령9125) 181

108
1978. 10. 01. 신설

경기 화성경찰서(22개서) (대령9125) 182
1978. 10. 02. 개서

109
1978. 10. 01. 신설

서울 강동경찰서(21개서) (대령9125) 183
1978. 10. 05. 개서

110 1979. 10. 15. 개명 경북 대구경찰서를 대구중부경찰서로 (대령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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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64년 이후의 경찰서 신설･개명･폐지(계속)

연번 시기
변동 내역

총수
구분 시도 내역

111
1979. 10. 15. 신설

경북 대구서부경찰서(29개서) (대령9645) 184
1979. 10. 16. 개서

112
1979. 10. 15. 신설

경남 울산남부경찰서(22개서) (대령9645) 185
1979. 10. 16. 개서

113
1979. 10. 15. 신설

서울 종암경찰서(22개서) (대령9645) 186
1979. 12. 29. 개서

114 1980. 04. 01. 신설 경기 남양주경찰서(23개서) (대령9831) 187

115 1980. 04. 01. 신설 강원 동해경찰서(17개서) (대령9831) 188

116
1980. 11. 03. 개서

서울 구로경찰서(23개서) (대령10073) (매일경제, 1980. 11. 03.) 189
1980. 11. 22. 신설

117
1980. 11. 03. 개서

충북
청주서부경찰서(11개서) (대령10073) (동아일보 및 매일경제, 1980. 

11. 01.)
190

1980. 11. 22. 신설

118 1981. 07. 01. 분청 대구
경상북도경찰국에서 대구직할시경찰국(5개서) 분리 (경북은 24개서) 

(대령10352)
12청

119 1981. 07. 01. 개명 대구 대구중부경찰서를 중부경찰서로 (대령10356)

120 1981. 07. 01. 개명 대구 대구남부경찰서를 남부경찰서로 (대령10356)

121 1981. 07. 01. 개명 대구 대구북부경찰서를 북부경찰서로 (대령10356)

122 1981. 07. 01. 개명 대구 대구동부경찰서를 동부경찰서로 (대령10356)

123 1981. 07. 01. 개명 대구 대구서부경찰서를 서부경찰서로 (대령10356)

124 1981. 07. 01. 개명 경기 인천동부경찰서를 동부경찰서로 (대령10356)

125 1981. 07. 01. 개명 전남 나주경찰서를 금성경찰서로 (대령10356)

126 1981. 07. 01. 개명 강원 장성경찰서를 태백경찰서로 (대령10356)

127 1981. 07. 01. 개명 전북 정읍경찰서를 정주경찰서로 (대령10356)

128
1982. 04. 30. 신설

경기 부천경찰서(24개서) (대령10805) 191
1982. 05. 04. 개서

129
1982. 04. 30. 신설

부산 금정경찰서(10개서) (대령10805) 192
1982. 05. 06. 개서

130 1984. 01. 21. 신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23개서) (대령11333) 193

131
1984. 09. 06. 신설

대구 수성경찰서(6개서) (대령11499) 194
1984. 09. 12. 개서

132
1984. 09. 06. 신설

경기 광명경찰서(25개서) (대령11499) 195
1984. 12. 01. 개서

133
1985. 11. 27. 신설

서울 서초경찰서(24개서) (대령11791) 196
1985. 12. 02. 개서

134 1986. 02. 22. 개명 전남 금성경찰서를 나주경찰서로 (대령11857)

135 1986. 02. 22. 개명 충남 보령경찰서를 대천경찰서로 (대령11857)

136 1986. 02. 22. 개명 경북 문경경찰서를 점촌경찰서로 (대령11857)

137 1987. 02. 27. 분청 인천
경기도경찰국에서 인천직할시경찰국(3개서) 분리 (경기는 22개서) 

(대령12080)
13청

138
1987. 03. 01. 신설

서울 신정경찰서(25개서) (대령11923) (매일경제, 1987. 06. 01.) 197
1987. 06. 01. 개서

139 1987. 09. 03. 개명 인천 인천경찰서를 인천중부경찰서로 (대령12240)

140 1987. 09. 03. 개명 인천 동부경찰서를 인천동부경찰서로 (대령12240)

141 1987. 09. 03. 신설 인천 인천남부경찰서(4개서) (대령12240) 198

142 1988. 08. 01. 개명 전남 광주경찰서를 동부경찰서로 (대령12498)

143 1988. 08. 01. 개명 전남 광주서부경찰서를 서부경찰서로 (대령12498)

144 1988. 08. 01. 신설 전남 북부경찰서(25개서) (대령12498) 199

145 1988. 10. 15. 신설 경기 안산경찰서(23개서) (대령12536) 200

146 1989. 08. 01. 신설 부산 사하경찰서(11개서) (대령12650) 201

147 1990. 10. 05. 개명 서울 태릉경찰서를 중랑경찰서로 (대령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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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64년 이후의 경찰서 신설･개명･폐지(계속)

연번 시기
변동 내역

총수
구분 시도 내역

148 1990. 10. 05. 개명 경남 거제경찰서를 장승포경찰서로 (대령13059)

149 1990. 10. 05. 신설 서울 노원경찰서(26개서) (대령13059) 202

150 1990. 10. 05. 신설 서울 송파경찰서(27개서) (대령13059) 203

151 1990. 10. 05. 신설 경기 과천경찰서(24개서) (대령13059) 204

152 1990. 10. 05. 신설 경기 부천중부경찰서(25개서) (대령13059) 205

153 1990. 10. 05. 신설 인천 인천서부경찰서(5개서) (대령13059) 206

154 1990. 10. 05. 신설 충남 대전동부경찰서(17개서) (대령13059) 207

155 1990. 10. 05. 신설 대구 달서경찰서(7개서) (대령13059) 208

156 1991. 07. 31. 개명 서울 신정경찰서를 양천경찰서로 (대령13431)

157 1991. 07. 31. 개명 인천 인천중부경찰서를 중부경찰서로 (대령13431)

158 1991. 07. 31. 개명 인천 인천동부경찰서를 동부경찰서로 (대령13431)

159 1991. 07. 31. 개명 전남 광산경찰서를 광주광산경찰서로 (대령13431)

160 1991. 07. 31. 개명 전남 동부경찰서를 광주동부경찰서로 (대령13431)

161 1991. 07. 31. 개명 전남 북부경찰서를 광주북부경찰서로 (대령13431)

162 1991. 07. 31. 개명 전남 서부경찰서를 광주서부경찰서로 (대령13431)

163 1991. 07. 31. 개명 충남 대전경찰서를 대전중부경찰서로 (대령13431)

164
1991. 08. 01. 신설

서울 방배경찰서(28개서) (대령13431) 209
1991. 11. 01. 개서

165
1991. 08. 01. 신설

서울 은평경찰서(29개서) (대령13431) 210
1991. 11. 01. 개서

166
1991. 08. 01. 신설

서울 도봉경찰서(30개서) (대령13431) 211
1991. 11. 01. 개서

167
1991. 08. 01. 신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26개서) (대령13431) 212
1991. 12. 02. 개서

168
1991. 08. 01. 신설

경기 군포경찰서(27개서) (대령13431) 213
1991. 12. 02. 개서

169
1991. 08. 01. 신설

경기 성남남부경찰서(28개서) (대령13431) 214
1991. 12. 02. 개서

170
1991. 08. 01. 신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25개서) (대령13431) 215
1991. 12. 02. 개서

171
1991. 08. 01. 신설

전북 완주경찰서(15개서) (대령13431) 216
1991. 12. 02. 개서

172
1991. 08. 01. 신설

부산 연산경찰서(12개서) (대령13431) 217
1991. 12. 02. 개서

173
1991. 08. 01. 신설

경남 울산동부경찰서(24개서) (대령13431) 218
1991. 12. 02. 개서

174 1992. 10. 17. 개명 경남 울산경찰서를 울산중부경찰서로 (대령13740)

175 1992. 10. 17. 신설 전남 광주남부경찰서(26개서) (대령13740) 219

176 1992. 10. 17. 신설 충남 대전북부경찰서(18개서) (대령13740) 220

177 1994. 01. 22. 신설 부산 강서경찰서(13개서) (대령14148) 221

178
1994. 01. 22. 신설

인천
계양경찰서(6개서) (대령14148) (동아일보, 1994. 01. 30. / 경향신문, 
1994. 01. 31.)

222
1994. 01. 31. 개서

179 1995. 01. 27. 개명 충남 대천경찰서를 보령경찰서로 (대령14512) 

180 1995. 01. 27. 개명 충남 온양경찰서를 아산경찰서로 (대령14512)

181 1995. 01. 27. 개명 경북 점촌경찰서를 문경경찰서로 (대령14512)

182 1995. 01. 27. 개명 전북 정주경찰서를 정읍경찰서로 (대령14512)

183 1995. 01. 27. 개명 경남 충무경찰서를 통영경찰서로 (대령14512)

184 1995. 01. 27. 개명 경남 장승포경찰서를 거제경찰서로 (대령14512)

185 1995. 01. 27. 신설 경기 분당경찰서(29개서) (대령14512) 223



송호열

- 32 -

[별표] 1964년 이후의 경찰서 신설･개명･폐지(계속)

연번 시기
변동 내역

총수
구분 시도 내역

186 1995. 03. 01. 이관 인천
경기 강화경찰서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편입(7개서) (경기는 

28개서) (대령14532)

187 1995. 03. 01. 이관 대구
경북 달성경찰서를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편입(8개서) (경북은 

24개서) (대령14532)

188 1995. 07. 13. 개명 전북 이리경찰서를 익산경찰서로 (대령14729)

189 1995. 07. 13. 개명 경남 삼천포경찰서를 사천경찰서로 (대령14729)

190 1995. 09. 22. 개명 경기 수원경찰서를 수원중부경찰서로 (대령14770)

191 1995. 09. 22. 개명 경기 성남경찰서를 성남중부경찰서로 (대령14770)

192 1995. 09. 22. 개명 충북 청주경찰서를 청주동부경찰서로 (대령14770)

193 1995. 09. 22. 개명 경북 포항경찰서를 포항북부경찰서로 (대령14770)

194 1995. 09. 22. 개명 경남 마산경찰서를 마산중부경찰서로 (대령14770)

195 1996. 06. 29. 개명 경기 부천경찰서를 부천남부경찰서로 (대령15072)

196 1996. 06. 29. 개명 충남 강경경찰서를 논산경찰서로 (대령15072)

197 1997. 08. 01. 신설 인천 연수경찰서(8개서) (대령15400) 224

198 1998. 02. 19. 신설 서울 수서경찰서(31개서) (대령15642) 225

199 1998. 08. 01. 개명 전북 전주경찰서를 전주중부경찰서로 (대령15856)

200 1999. 07. 02. 분청 울산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3개서) 분리 (경남은 21

개서) (대령16342)
14청

201 1999. 07. 02. 개명 울산 울산중부경찰서를 중부경찰서로 (대령16342)

202 1999. 07. 02. 개명 울산 울산남부경찰서를 남부경찰서로 (대령16342)

203 1999. 07. 02. 개명 울산 울산동부경찰서를 동부경찰서로 (대령16342)

204 1999. 07. 02. 개명 부산 북부경찰서를 사상경찰서로(先) (대령16342)

205 1999. 07. 02. 신설 부산 북부경찰서(14개서) (대령16342) 226

206 1999. 07. 15. 신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22개서) (대령16342) 227

207 1999. 12. 28. 개명 경남 창원경찰서를 창원중부경찰서로 (대령16620)

208 1999. 12. 28. 신설 경기 일산경찰서(29개서) (대령16620) (경향신문, 1999. 12. 28.) 228

209
1999. 12. 28. 신설

경기 시흥경찰서(30개서) (대령16620) (경향신문, 1999. 12. 28.) 229
1999. 12. 30. 개서

210
2000. 12. 20. 신설

충남 대전둔산경찰서(19개서) (대령17016) 230
2000. 12. 28. 개서

211 2001. 12. 27. 개명 서울 31개 전 경찰서 명칭 앞에 ‘서울’ 추가 (대령17436)

212 2001. 12. 27. 개명 인천 8개 전 경찰서 명칭 앞에 ‘인천’ 추가 (대령17436)

213 2001. 12. 27. 개명 인천 인천남부경찰서를 인천남동경찰서로 (대령17436)

214 2001. 12. 27. 개명 대구 8개 전 경찰서 명칭 앞에 ‘대구’ 추가 (대령17436)

215 2001. 12. 27. 개명 부산 부산진서를 제외한 13개 경찰서 명칭 앞에 ‘부산’ 추가 (대령17436)

216 2001. 12. 27. 개명 울산 3개 전 경찰서 명칭 앞에 ‘울산’ 추가 (대령17436)

217 2001. 12. 27. 신설 울산 울산서부경찰서(4개서) (대령17436) 231

218 2003. 12. 18. 신설 경기 양주경찰서(31개서) (대령18162) 232

219 2003. 12. 18. 신설 경기 구리경찰서(32개서) (대령18162) 233

220
2005. 11. 09. 신설

대구 대구성서경찰서(9개서) (대령19122) 234
2005. 11. 15. 개서

221 2006. 03. 01. 개명 서울 서울노량진경찰서를 서울동작경찰서로 (대령19122)

222 2006. 03. 01. 개명 서울 서울동부경찰서를 서울광진경찰서로 (대령19122)

223 2006. 03. 01. 개명 서울 서울북부경찰서를 서울강북경찰서로 (대령19122)

224 2006. 03. 01. 개명 서울 서울남부경찰서를 서울금천경찰서로 (대령19122)

225 2006. 03. 01. 개명 서울 서울동대문경찰서를 서울혜화경찰서로(先) (대령19122)

226 2006. 03. 01. 개명 서울 서울청량리경찰서를 서울동대문경찰서로(後) (대령19122)

227 2006. 03. 01. 개명 경기 성남중부경찰서를 성남수정경찰서로 (대령19122)

228 2006. 03. 01. 개명 경기 성남남부경찰서를 성남중원경찰서로 (대령19122)

229 2006. 03. 01. 개명 충북 청주동부경찰서를 청주상당경찰서로 (대령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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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64년 이후의 경찰서 신설･개명･폐지(계속)

연번 시기
변동 내역

총수
구분 시도 내역

230 2006. 03. 01. 개명 충북 청주서부경찰서를 청주흥덕경찰서로 (대령19122)

231 2006. 03. 01. 개명 충남 조치원경찰서를 연기경찰서로 (대령19122)

232 2006. 03. 01. 개명 전북 전주중부경찰서를 전주완산경찰서로 (대령19122)

233 2006. 03. 01. 개명 전북 전주북부경찰서를 전주덕진경찰서로 (대령19122)

234 2006. 03. 01. 개명 부산 부산연산경찰서를 부산연제경찰서로 (대령19122)

235 2006. 03. 01. 개명 울산 울산서부경찰서를 울산울주경찰서로 (대령19122)

236 2006. 11. 21. 신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33개서) (대령19721) 235

237 2006. 11. 21. 개명 경기 안산경찰서를 안산단원경찰서로 (대령19721)

238 2006. 12. 04. 개명 인천 인천동부경찰서를 인천남부경찰서로 (대령19742)

239 2007. 07. 02. 분청 광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서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5개서) 분리 

(전남은 21개서) (대령20121)
15청

240 2007. 07. 02. 분청 대전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5개서) 분리 

(충남은 14개서) (대령20121)
16청

241 2007. 09. 06. 신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34개서) (대령20121) 236

242 2007. 11. 30. 신설 인천 인천삼산경찰서(9개서) (대령20409) 237

243 2007. 11. 30. 신설 제주 제주서부경찰서(3개서) (대령20409) 238

244 2007. 11. 30. 개명 제주 제주경찰서를 제주동부경찰서로 (대령20409)

245 2007. 11. 30. 개명 대전 대전북부경찰서를 대전대덕경찰서로 (대령20409)

246 2008. 04. 04. 개명 경기 화성경찰서를 화성동부경찰서로 (대령20760)

247 2008. 04. 04. 신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35개서) (대령20760) 239

248 2008. 12. 30. 신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15개서) (대령20960) 240

249 2008. 12. 30. 개명 충남 천안경찰서를 천안서북경찰서로 (대령20960)

250 2008. 12. 30. 신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23개서) (대령20960) 241

251 2008. 12. 30. 개명 경남 김해경찰서를 김해중부경찰서로 (대령20960)

252 2009. 04. 20. 신설 경기 동두천경찰서(36개서) (대령21352) 242

253 2009. 04. 20. 신설 경기 의왕경찰서(37개서) (대령21352) 243

254 2009. 04. 20. 신설 경기 하남경찰서(38개서) (대령21352) 244

255 2010. 07. 23. 신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39개서) (대령22177) 245

256 2010. 07. 23. 개명 경기 안양경찰서를 안양동안경찰서로 (대령22177)

257 2010. 07. 23. 신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41개서) (대령22177) 246

258 2010. 07. 23. 개명 경기 용인경찰서를 용인동부경찰서로 (대령22177)

259 2010. 07. 23. 신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40개서) (대령22177) 247

260 2010. 07. 23. 개명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를 부천소사경찰서로 (대령22177)

261 2010. 07. 23. 개명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를 부천원미경찰서로 (대령22177)

262 2010. 11. 30. 신설 부산 부산기장경찰서(15개서) (대령22459) 248

263 2011. 05. 09. 신설 충북 청주청남경찰서(15개서) (대령22919) 249

264 2012. 07. 01. 개명 충남 연기경찰서를 세종경찰서로 (대령23859)

265
2013. 05. 06. 신설

대구 대구강북경찰서(10개서) (대령24526) 250
2013. 05. 08. 개서

266 2014. 07. 01. 개명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를 청주청원경찰서로(先) (대령25421)

267 2014. 07. 01. 개명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를 청주상당경찰서로(後) (대령25421)

268 2015. 10. 01. 신설 대전 대전유성경찰서(6개서) (대령26569) 251

269 2016. 03. 25. 분청 경기
경기지방경찰청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30개서)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11개서)으로 분할 (대령27055) 
17청

270 2016. 12. 05. 신설
경기

북부
일산서부경찰서(12개서) (대령27657) 252

271 2016. 12. 05. 개명
경기

북부
일산경찰서를 일산동부경찰서로 (대령27657)

272 2017. 09. 22. 신설 인천 인천논현경찰서(10개서) (대령28229) 253

273 2017. 11. 28. 부활 충남 태안경찰서(16개서) (대령28448)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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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기
변동 내역

총수
구분 시도 내역

274 2018. 07. 01. 개명 인천 인천남부경찰서를 인천미추홀경찰서로 (법률15499)

275 2018. 12. 27. 신설
경기

남부
화성동탄경찰서(31개서) (대령29308) 255

276 2018. 12. 27. 개명
경기

남부
화성동부경찰서를 오산경찰서로 (대령29308)

277 2019. 06. 25. 분청 세종
세종지방경찰청(1개서) 신설. (충남은 15개서) (대령29899) 

(2019. 07. 19. 임시청사 개청식)
18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