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대한민국 경찰은 미군정당국이 1945년 10월 21일 조병

옥 박사를 경무국장으로 임명하면서 처음 창설되었다. 당

시 경무국 산하에 도별로 8개 경찰국을 설치하였다. 1946

년 1월 16일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켰으며, 각 시·도

의 경찰국은 경찰부로 개명1)하였다.2) 이어 1946년 4월 1

일3) 각 시·도의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개편하였으며, 

경찰서도 지명 위주에서 구 번호로 개명4)하였다(경찰청

역사편찬위원회, 20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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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창설된 지 벌써 73년이 지났지만 경찰서명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국립경찰 창설 당시인 1945년과 현재의 경찰서명을 비교하면서 경찰서명의 언어적,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음절수는 1945년에는 2음절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2018년에는 2음절이 52.9%, 4음절이 42.7%로 이봉분포를

보였다. 어종별로는 1945년 100%, 2018년 87.8%(사실상 100%)로 한자어 일색이었다. 명명 유연성 측면에서는 1945년에는 행정구역

명이 97.8%로 압도적이었고, 2018년에는 행정구역명이 82.7%, 결합지명이 17.3%(사실상 행정구역명이 93.3%)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아직도 일부 부적합 경찰서명이 존재하지만,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할 행정구역명과 경찰서명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 온 결과 경찰서명의 부적합성은 크게 개선되어 왔다.

주요어 : 경찰서명, 음절, 어종(語種), 명명 유연성(有緣性), 행정구역명, 부적합성

Abstract : It has been 73 years since the Korean national police were founded. However, there has been neither
professional nor academic studies about police station nam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nguistic and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police station names by comparing two different time periods: 1945 and 20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syllable analysis, names with ‘two-syllable’ in 1945 showed the highest portion with 95.2%, but 
in 2018 ‘two-syllable’ was 52.9% and ‘four-syllable’ was 42.7%. In word type analysis, ‘Sino-Korea word’ was
high with 100% in 1945 and 87.8% (in fact, 100%) in 2018. In name source analysis,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has major influence showing 97.8% in 1945 and 93.3% in 2018. Some incongruent police station names were 
observed. However, the incongruity has been greatly improved. Continu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match
police station names with administrative district names for enhancing citizens’ convenience.
Key Words : Police station name, Syllable, Word (vocabulary) type, Name source,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Incongr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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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8월 1일 제주도 승격에 따라 제8관구경찰청에서 

제22구(제주)경찰서가 독립하여 일반 관구경찰청과 대등

한 제주경찰감찰서가 되었고, 1947년 3월 10일 제주감찰

청으로 개명되었다(경찰청역사편찬위원회, 2015:100).5) 

1946년 9월 18일 경기도에서 서울이 분리되어 서울특별자

유시가 설치6)됨에 따라 수도관구경찰청이 창설되었으며, 

1948년 12월 30일 수도경찰청이 서울특별시경찰국으로 

개명되었다(서울경찰사편찬위원회, 2017:843,845).

1948년 11월 4일7) 내무부장관 산하에 치안국을 설치(격

하)8)하였으며, 11월 18일 각 시·도에 경찰국을 설치(개

명)9)하였다.10) 1949년 2월 23일 ‘구 번호’ 형식의 경찰서명

이 다시 지역명으로 환원되었다(경찰청역사편찬위원회, 

2015:100,103).11) 1974년 12월 24일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격상)12)하였으며, 1991년 8월 1일 치안본부를 내무

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지방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개

명13)하였다(경찰청역사편찬위원회, 2006:1679; 2015: 1367; 

서울경찰사편찬위원회, 2017:864).

1963년 1월 1일 부산시경찰국이 경상남도경찰국에서 

분리 독립14)하였다(부산지방경찰청).15)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경찰국을 경상북도경찰국에서 분리 신설16)하

였다(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1987년 2월 27일 

인천직할시경찰국이 경기도경찰국에서 분리 신설17)되었

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1999년 7월 2

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서 분

리 신설18)되었다(경남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2006년 6월 30일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라 7월 1일 제주

지방경찰청의 공식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

로 개명19)하였다(제주지방경찰청). 2007년 7월 2일 광주 

및 대전 광역시지방경찰청이 전라남도 및 충청남도 지방

경찰청에서 각 분리 신설20)되었다(대전지방경찰청; 전남

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2016년 3월 25일 직제 개정

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을 분리하여 경기북부지방경찰

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신설21)하였다(경기남부지방

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상위 조직에 해당하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대한 연

혁은 (비록 약간의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명확하고 

각종 기록 역시 일관된다. 그런데 하위 조직인 경찰서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이 

누락되어 있기도 하고, 오류도 상당하다. 각 지방경찰청

에서 발간한 해당 지방경찰청의 경찰사(警察史)는 물론이

고, 경찰청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찰 전체 역사를 집대성한 

한국경찰사 I~VI권 역시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반 연구자가 집필한 한국경찰사들 역시 경찰청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다보니 문제점이 반복 재생

산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이현희, 2004; 이윤정, 2015; 

김형중, 2016).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시작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

다. 경찰서들에 대한 연혁이 불비하기 때문에 경찰사를 제

대로 연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관련 다른 연구도 매우 

부실하다. 그래서 필자는 두 갈래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일단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

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찰서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어

서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경찰서명의 변화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두 연구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

초 자료 수집 과정은 유사하다.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경찰 

직제와 관련된 대통령령 등을 확인한 후, 당시의 ｢경찰서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열거한 첨부 파일을 통하여 경

찰서의 신설, 폐지, 개명 내역을 확인하였다(국가법령정

보센터). 이어 치안본부 및 경찰청에서 발간한 한국경찰

사 I~VI권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하였고(한국경찰사편찬

위원회, 1972; 1973; 1985; 경찰청역사편찬위원회, 1994; 

2006; 2015),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이 홈

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연혁 자료를 검색하여 대

조 작업을 거쳤다(경찰청).22)

이 과정에서 상이한 기록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시 각 지방경찰청에서 발간한 경찰사
23)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대조하였다. 이 외에도 경찰

청에서 1954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경찰통계연보의 내용 

역시 중요한 자료로 삼았다(경찰청, 2000; 2018b). 수합한 

자료를 각 시·도 경찰청별로 정리한 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였고, 이 자료를 다시 경찰청

에 최종 확인한 후 분석 대상 자료로 삼았다. 

명명 유연성 분석에 있어서는 행정구역의 변천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

한 한국지명유래집을 주로 참조하였다(국토지리정보원, 

2008; 2010a; 2010b; 2011). 그런데 지명 유래는 물론이고 

행정구역 변천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해당 지역 관할청(주로 시·군·구)의 홈페이

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

국향토문화전자대전 등도 다수 참조하였다(한국민족문



우리나라 경찰서명의 특성: 1945년과 2018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 19 -

화대백과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경찰서명 유형 분류는 송호열(2017:45; 2018a:32)이 새

로 고안하여 제시한 지명 유형 분류표에 따랐다. 지명 유

형 분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찰서명에 대해서는 송호열(2018b)의 발표문

에 따라 분류하고 적용하였다(송호열, 2018d:46). 그리고 

해양경찰서 및 경찰대, 직할대는 본고의 분석 대상에 포함

하지 않았으며, 후부(後部) 요소인 ‘경찰서’를 제외한 전부

(前部) 요소만을 대상으로 언어적, 지리적 분석을 수행하

였다.

II. 과거와 현재의 경찰서명

국립경찰 창설 당시인 1945년과 현재인 2018년의 경찰

서명 특성을 비교하려면, 먼저 두 시기의 경찰서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경찰서명은 매우 명확한데, 혼란

이 극심했던 광복 당시의 경찰서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

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1. 1945년의 경찰서명

광복부터 한국전쟁 종전까지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

적으로 매우 혼란하였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역시 거듭

된 시행착오와 더불어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경찰 

상위 조직의 변천 과정은 상당히 명확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 하위 조직의 변천 과정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1945년

의 정확한 경찰서 명단은 전해 내려오는 것이 없다. 다만 

그 당시 남한 전역에 147개 경찰서가 존재했다는 기록은 

있다.

경찰통계연보 제14호(1970:61)에 의하면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연도별 경찰관서 일람표를 제시하면서, 

1945년에 147개의 경찰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불

행하게도 1970년의 각 시·도별 경찰관서 수는 기재되어 

있지만, 1945년의 각 시·도별 경찰관서 수는 기재되어 있

지 않다. 이후 발간된 경찰통계연보에도 위와 유사한 방식

으로 작성된 연도별 경찰관서 일람표가 제시되어 있다.

한국경찰사 I(1972:980)의 각종통계제표 중 ‘5. 미군정

하 경찰관서 현황표(1945-1948)’에 의하면, 각 연도별 경

찰서는 경찰통계연보와 동일하게 1945년에 147개, 1946

년에 152개, 1947년에 159개, 1948년에 163개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중에 1946. 4. 11. 시행된 관구경찰청 및 

구 번호 경찰서 제도와 관련하여 개편된 경찰서 명단이 제

시되어 있다(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2:944-949).

불행하게도 한국경찰사Ⅱ(1973)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

립 이후인 1948. 8. 15. 이후의 경찰사만 기술되어 있다. 하

지만, 1949. 2. 23.에 구 번호 경찰서명이 행정구역명으로 

환원될 당시의 경찰서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한국경찰사

편찬위원회, 1973:77-79).

한국경찰사 I~II권에 제시된 경찰서 명단 중 다른 기록

을 통해 국립경찰 창설 이후부터 이때까지 신설(또는 폐

지)된 경찰서를 파악하여 이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광복 

당시의 경찰서 명단을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경찰사 I~VI권 외에도 각 지방경찰청 및 산

하 경찰서의 홈페이지, 8개 지방경찰청에서 발간한 경찰

사들의 관련 기록을 모두 취합하여 1945년 당시의 경찰서 

전체 명단을 특정하였다. 이후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경찰

청 및 각 지방경찰청의 연혁 담당자들 역시 기존 기록을 재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필자가 각 지방경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른 지방경찰청은 상이한 점이 없었는데, 경기지방경찰청

의 경우 광복 당시 경기도 소재 경찰서 수를 30개로 기재한 

경우(수도관구경찰청, 1947:93)와 31개로 기재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경기경찰사(2008:1154)에 의하면, 국립경찰 창설 당시 

21개 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경성부 소재 경찰서를 제외한 경찰서 수를 의미한다. 그런

데 서울경찰연혁사(1974:61) 및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

지에는 국립경찰 창설 당시 서울에 10개 경찰서(본정, 종

로, 서대문, 동대문, 용산, 성북, 마포, 영등포, 성동, 창덕

궁)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둘을 합하면 광복 당시 경

기도에 31개 경찰서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서울경찰사(2017:14)에는 창덕궁경찰서가 수도

관구경찰청 창설일인 1946. 9. 17.에 신설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24) 그런데 1946년 전반기의 조선일보와 동아일

보 기사25)에 의하면 1946. 9. 17.에 창덕궁 경찰서가 신설

되었다는 서울경찰사의 기록은 명백한 오류이다. 따라서 

국립경찰 창설 당시 경기경찰부 산하에는 31개 경찰서가 

존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경우, 1919년에 이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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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경찰서가 있었다고 기록(전남경찰사편찬위원회, 1992:82)

되어 있고, 전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의 전남경찰청연혁 

중 1945. 10. 21. 항목에도 “1946년 4월까지 22개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전남지방경찰청).

위와 같은 기록에 의하면 국립경찰 창설 당시 전라남도

에 22개 경찰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흥경찰서는 

국립경찰 창설일에 개서하였고, 영암경찰서는 1946. 1. 12.

에 개서하였다는 기록(전남경찰사편찬위원회, 1992:257,328)

이 있으므로 국립경찰 창설 당시에는 21개 경찰서가 존재

했던 것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1945년 경찰서 명단 중 경상남도경찰부 소속의 사천과 

통영은 한국경찰사 I~II, 경남경찰70년사(2016:45)에 삼천

포와 충무로 기재되어 있지만, 광복 이후부터 통영 및 사

천경찰서가 충무 및 삼천포경찰서로 개명된 1956년까지 

경찰서명의 변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남경찰70

년사(2016:681,685)의 기재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보아 필자

가 수정하였다(표 1).

2. 현재의 경찰서명

2018년 현재의 경찰서명은 2018. 11. 27. 개정(동시 시

행)된 대통령령 제2930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 [별표 2]에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표 2). 다만 개

정된 경찰서명은 2018. 12. 27.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

III. 경찰서명의 언어적 특성

1. 음절 특성

후부 요소를 제외한 경찰서명의 음절 특성을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국립경찰 창설 당시인 1945년의 경찰서명은 

147개소 중 2음절이 140개소(95.2%), 3음절이 6개소(4.1%), 

4음절이 1개소(0.7%)로서 2음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런데 현재의 경찰서명은 255개소 중 2음절이 135개소

(52.9%), 3음절이 5개소(2.0%), 4음절이 109개소(42.7%), 

5음절이 6개소(2.4%)로 2음절과 4음절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즉 이봉 분포(二峯 分布, bimodal distribution)

를 보인다. 경찰서 전체의 평균 음절은 1945년에 2.05, 

2018년에 2.95로서 그 사이에 0.9음절이 더 길어졌다(표 3).

경찰서명의 지역별 음절 특성을 살펴보면, 1945년에는 

서울과 부산 등 극히 일부 지역에만 3음절 이상의 경찰서

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경찰서명 중에는 4음절 이

상이 45.1%로 절반에 가까우며, 이 중 특별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경우가 80개소(산하 경찰서의 98.8%)26)이고, 도 지

역에 위치한 경우가 35개소(산하 경찰서의 20.1%)이다.

이렇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찰서명이 길어지게 된 것

은 2001년 12월 27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대

통령령 제17436호) 개정의 영향이 매우 크다(국가법령정

보센터). 이 당시 5개 지방경찰청 산하 63개 경찰서명 앞에 

2음절의 지역명을 각각 추가하였다27).

표 1. 국립경찰 창설 당시의 경찰서

경찰부 경찰서 수

경기
동대문, 마포, 본정, 서대문, 성동, 성북, 영등포, 용산, 종로, 창덕궁 // 가평, 양주, 파주, 포천 / 강화, 광주, 

김포, 수원,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평택 / 개성, 연백, 옹진, 장단 // 부평, 인천
 31

강원 강릉, 삼척, 영월, 울진, 원주, 정선, 춘천, 평창, 홍천, 횡성  10

충남 강경, 공주,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온양, 예산, 조치원, 천안, 청양, 홍성 / 대전  14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진천, 청주, 충주  10

경북
경산,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선산,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왜관, 예천, 울릉, 

의성, 청도, 청송, 포항 / 대구
 23

전북 고창, 군산, 금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이리,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14

경남
거제, 거창, 고성, 김해, 남해, 마산, 밀양, 산청, 사천, 양산, 의령, 진주, 진해, 창녕, 통영, 하동, 함안, 함양, 

합천 / 울산 / 동래, 부산, 북부산, 부산수상
 24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영광,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광주 / 제주
 21

전체 147



우리나라 경찰서명의 특성: 1945년과 2018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 21 -

표 2. 현재의 경찰서

지역 경찰서 비고

서울

서울강남, 서울강동, 서울강북, 서울강서, 서울관악, 서울광진, 서울구로, 서울금천, 서울남대문, 서울노원, 서울

도봉, 서울동대문, 서울동작, 서울마포, 서울방배, 서울서대문, 서울서부, 서울서초, 서울성동, 서울성북, 서울송파, 

서울수서, 서울양천, 서울영등포, 서울용산, 서울은평, 서울종로, 서울종암, 서울중랑, 서울중부, 서울혜화

31

부산
부산강서, 부산금정, 부산기장, 부산남부, 부산동래, 부산동부, 부산북부, 부산사상, 부산사하, 부산서부, 부산

연제, 부산영도, 부산중부, 부산진, 부산해운대
15

대구 대구강북, 대구남부, 대구달서, 대구달성, 대구동부, 대구북부, 대구서부,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중부 10

인천 인천강화, 인천계양, 인천남동, 인천논현, 인천미추홀, 인천부평, 인천삼산,인천서부, 인천연수, 인천중부 10

광주 광주광산, 광주남부, 광주동부, 광주북부, 광주서부 5

대전 대전동부,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서부, 대전유성, 대전중부 6

울산 울산남부, 울산동부, 울산울주, 울산중부 4

경기

북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일산동부, 일산서부, 파주, 포천 12

경기

남부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소사, 부천오정, 부천원미, 분당, 성남수정, 성남중원, 수원남부, 수원서부, 

수원중부, 시흥, 안산단원, 안산상록, 안성, 안양동안, 안양만안, 양평, 여주, 오산, 용인동부, 용인서부,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서부, 화성동탄

31

강원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17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진천, 청주상당, 청주청원, 청주흥덕, 충주 12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세종, 아산, 예산, 천안서북, 천안동남, 청양, 홍성, 태안 16

전북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덕진, 전주완산, 정읍, 진안 15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목포, 무안, 보성, 순천, 여수,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21

경북
경산,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포항남부, 포항북부
24

경남
거제, 거창, 고성, 김해중부, 김해서부, 남해, 마산동부, 마산중부, 밀양, 사천, 산청, 양산, 의령, 진주, 진해, 

창녕, 창원서부, 창원중부, 통영, 하동, 함안, 함양, 합천
23

제주 서귀포, 제주동부, 제주서부 3

전체  255

출처 : 대통령령 제2930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1.27. 공포, 2018.12.27. 시행)

표 3. 1945년과 2018년의 경찰서명의 음절 특성

연도
음절

지역
2 3 4 5 합계 평균

1945

경기  27   4  31 2.13

강원  10  10 2.00

충북  10  10 2.00

충남  13   1  14 2.07

전북  14  14 2.00

전남  21  21 2.00

경북  23  23 2.00

경남  22   1   1  24 2.13

전체 140   6   1 147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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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의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는 대도시28)에 위치한 

경찰서 중 고양과 분당, 진해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경찰

서 및 화성시, 김해시, 제주시에 위치한 각 2개 경찰서의 명

칭이 4음절이다. 3음절 이하인 경찰서명은 고양, 분당, 진

해, 부산진을 제외하면 도 지역의 인구가 비교적 적은 시·

군에 위치한 경찰서들이다.

2. 어종 특성

후부 요소를 제외한 경찰서명의 어종 특성을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1945년의 경찰서명은 147개소 전체가 단 하

나의 예외도 없이 한자어였다(표 4). 그리고 현 경찰서명

의 어종 역시 혼종인 서울의 31개(12.2%) 경찰서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224개, 87.8%)가 한자어이다(표 5). 서울 소

재 경찰서명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명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만 보면 모두 한자어이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나라 

경찰서명 전부는 한자어인 셈이다.

IV. 경찰서명의 지리적 특성

1. 생성 특성  

1) 1945년 경찰서명의 명명 유연성29)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각 군의 군청 소재지

는 주내면, 부내면, 현내면, 군내면, 읍내면, 군중면 등으

로 불려오다가 대부분 1910년대에 군명과 동일하게 개명

되었고,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순차적으로 읍으로 승

격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한 경찰서가 군 전체를 관

할해 왔다. 따라서 읍·면명이 경찰서명에 미친 영향은 미

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군명과 동일한 읍·면명이 존

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군명을 따른 것으로 분류하였다.

1945년에 존재했던 147개 경찰서의 명명 유연성을 살펴

보면, 행정구역명에서 유래된 것이 144개(97.8%)였고, 1

개는 인문지명, 나머지 2개(1.4%)는 결합지명이었다. 먼

저 결합지명에는 경상남도경찰부 소속의 북부산과 부산

수상이 해당된다. 북부산은 자연지명 중 분포지명의 ‘방

위’에 속하는 ‘북’과 행정지명 중 시·군·구의 시(당시에

표 3. 1945년과 2018년의 경찰서명의 음절 특성(계속)

연도
음절

지역
2 3 4 5 합계 평균

2018

서울  27   4  31 4.13

부산   1  13   1  15 4.00

대구  10  10 4.00

인천   9   1  10 4.00

광주   5   5 4.00

대전   6   6 4.00

울산   4   4 4.00

경기남부  15  16  31 3.03

경기북부   7   3   2  12 2.58

강원  17  17 2.00

충북   9   3  12 2.50

충남  14   2  16 2.25

전북  13   2  15 2.27

전남  21  21 2.00

경북  22   2  24 2.17

경남  17   6  23 2.52

제주   1   2   3 3.67

전체 135   5 109   6 255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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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립경찰 창설 당시의 어종별 경찰서명

경찰부 경찰서 수

경기
東大門, 麻浦, 本町, 西大門, 城東, 城北, 永登浦, 龍山, 鍾路, 昌德宮 // 加平, 楊州, 坡州, 抱川 / 江華, 廣州, 金浦, 

水原, 安城, 安養, 楊平, 麗州, 龍仁, 利川, 平澤 / 開城, 延白, 甕津, 長湍 // 富平, 仁川
 31

강원 江陵, 三陟, 寧越, 蔚珍, 原州, 旌善, 春川, 平昌, 洪川, 橫城  10

충남 江景, 公州, 唐津, 保寧, 夫餘, 瑞山, 舒川, 溫陽, 禮山, 鳥致院, 天安, 靑陽, 洪城 / 大田  14

충북 槐山, 丹陽, 報恩, 永同, 沃川, 陰城, 堤川, 鎭川, 淸州, 忠州  10

경북
慶山, 慶州, 高靈, 軍威, 金泉, 聞慶, 奉化, 尙州, 善山, 星州, 安東, 盈德, 英陽, 榮州, 永川, 倭館, 醴泉, 鬱陵, 義城, 

淸道, 靑松, 浦項 / 大邱
 23

전북 高敞, 群山, 錦山, 金堤, 南原, 茂朱, 扶安, 淳昌, 裡里, 任實, 長水, 全州, 井邑, 鎭安  14

경남
巨濟, 居昌, 固城, 金海, 南海, 馬山, 密陽, 山淸, 泗川, 梁山, 宜寧, 晉州, 鎭海, 昌寧, 統營, 河東, 咸安, 咸陽, 陜川 

/ 蔚山 / 東萊, 釜山, 北釜山, 釜山水上
 24

전남
康津, 高興, 谷城, 光陽, 求禮, 羅州, 潭陽, 木浦, 寶城, 順天, 麗水, 靈光, 莞島, 長城, 長興, 珍島, 咸平, 海南, 和順 

/ 光州 / 濟州
 21

전체  147

※ 한글 명칭은 표 1(동일 순서로 기재되어 있음) 참조 요망.

표 5. 현재의 어종별 경찰서명

지역 경찰서 비고

서울

서울江南, 서울江東, 서울江北, 서울江西, 서울冠岳, 서울廣津, 서울九老, 서울衿川, 서울南大門, 서울蘆原, 서울

道峰, 서울東大門, 서울銅雀, 서울麻浦, 서울方背, 서울西大門, 서울西部, 서울瑞草, 서울城東, 서울城北, 서울

松坡, 서울水西, 서울陽川, 서울永登浦, 서울龍山, 서울恩平, 서울鍾路, 서울鐘岩, 서울中浪, 서울中部, 서울惠化

31

부산
釜山江西, 釜山金井, 釜山機張, 釜山南部, 釜山東萊, 釜山東部, 釜山北部, 釜山沙上, 釜山沙下, 釜山西部, 釜山蓮堤, 

釜山影島, 釜山中部, 釜山鎭, 釜山海雲臺
15

대구 大邱江北, 大邱南部, 大邱達西, 大邱達城, 大邱東部, 大邱北部, 大邱西部, 大邱城西, 大邱壽城, 大邱中部 10

인천 仁川江華, 仁川桂陽, 仁川南洞, 仁川論峴, 仁川彌鄒忽, 仁川富平, 仁川三山, 仁川西部, 仁川延壽, 仁川中部 10

광주 光州光山, 光州南部, 光州東部, 光州北部, 光州西部 5

대전 大田東部, 大田屯山, 大田大德, 大田西部, 大田儒城, 大田中部 6

울산 蔚山南部, 蔚山東部, 蔚山蔚州, 蔚山中部 4

경기북부 加平, 高陽, 九里, 南楊州, 東豆川, 楊州, 漣川, 議政府, 一山東部, 一山西部, 坡州, 抱川 12

경기남부

果川, 光明, 廣州, 軍浦, 金浦, 富川素砂, 富川梧亭, 富川遠美, 盆唐, 城南壽井, 城南中院, 水原南部, 水原西部, 水原

中部, 始興, 安山檀園, 安山常綠, 安城, 安養東安, 安養萬安, 楊平, 麗州, 烏山, 龍仁東部, 龍仁西部, 義王, 利川, 

平澤, 河南, 華城西部, 華城東灘

31

강원 江陵, 高城, 東海, 三陟, 束草, 楊口, 寧越, 原州, 麟蹄, 旌善, 鐵原, 春川, 太白, 平昌, 洪川, 華川, 橫城 17

충북 槐山, 丹陽, 報恩, 永同, 沃川, 陰城, 堤川, 鎭川, 淸州上黨, 淸州淸原, 淸州興德, 忠州 12

충남 公州, 錦山, 論山, 唐津, 保寧, 夫餘, 瑞山, 舒川, 世宗, 牙山, 禮山, 天安西北, 天安東南, 靑陽, 洪城, 泰安 16

전북 高敞, 群山, 金堤, 南原, 茂朱, 扶安, 淳昌, 完州, 益山, 任實, 長水, 全州德津, 全州完山, 井邑, 鎭安 15

전남
康津, 高興, 谷城, 光陽, 求禮, 羅州, 潭陽, 木浦, 務安, 寶城, 順天, 麗水, 靈光, 靈巖, 莞島, 長城, 長興, 珍島, 咸平, 

海南, 和順
21

경북
慶山, 慶州, 高靈, 龜尾, 軍威, 金泉, 聞慶, 奉化, 尙州, 星州, 安東, 盈德, 英陽, 榮州, 永川, 醴泉, 鬱陵, 蔚珍, 義城, 

淸道, 靑松, 漆谷, 浦項南部, 浦項北部
24

경남
巨濟, 居昌, 固城, 金海中部, 金海西部, 南海, 馬山東部, 馬山中部, 密陽, 泗川, 山淸, 梁山, 宜寧, 晉州, 鎭海, 昌寧, 

昌原西部, 昌原中部, 統營, 河東, 咸安, 咸陽, 陜川
23

제주 西歸浦, 濟州東部, 濟州西部 3

전체 255

※ 한글 명칭은 표 2(동일 순서로 기재되어 있음)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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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에 속하는 ‘부산’이 결합된 것이다. 부산수상은 행정

지명 중 시·군·구의 시에 속하는 ‘부산’에 자연지명 중 

지형에 속하는 ‘수상’이 결합된 것이다. 다음으로 창덕궁

경찰서는 인문지명 중 유적과 관련하여 명명된 것이다.

행정지명 관련 경찰서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2개

(89.8%)가 시·군·구와 관련된 것이고, 12개(8.2%)가 

읍·면·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시·군·구 관련 경찰서명 132개 중 6개(4.1%)가 시

(당시에는 부), 119개(81.0%)가 군, 7개(4.8%, 모두 경성부 

소재)가 구와 관련되어 있었고, 읍·면·동 관련 경찰서명 

12개 중 1개(0.7%)가 읍, 8개(5.4%)가 면, 3개(2.0%)가 동

과 관련되어 있었다(표 6).

2) 현 경찰서명의 명명 유연성 

1945년 이전에 신설된 후 지금까지 그 명칭을 그대로 유

지해 온 경우에는 그 당시의 명명 유연성을 그대로 인정하

였고, 1946년 이후 신설되었거나 개명된 경우에는 신설 또

는 개명 당시 행정구역의 위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현 255개 경찰서의 명명 유연성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명에서 유래된 것이 211개(82.7%)였고, 결합지명이 44개

(17.3%)였다. 그런데 44개 결합지명 중 27개는 같은 명칭

을 사용하는 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행정구역명 관련 

경찰서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표 7). 따라서 두 경우를 구

분하여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6. 1945년 경찰서명의 명명 유연성 분류

지명 유형 지역 경찰서 비고

인문 역사 유적 경기 창덕궁 1

행정

시･군･구

부

경기 인천 1

  6

132

경북 대구 1

전북 군산 1

경남 마산, 부산 2

전남 목포 1

군

경기
가평, 양주, 파주, 포천 / 강화, 광주, 김포, 수원,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평택 / 개성, 연백, 옹진, 장단 
18

119

강원 강릉, 삼척, 영월, 울진, 원주, 정선, 춘천, 평창, 홍천, 횡성 10

충남 공주,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예산, 천안, 청양, 홍성 / 대전 11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진천, 청주, 충주 10

경북
경산,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선산,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의성, 청도, 청송
20

전북 고창, 금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12

경남
거창,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사천, 산청, 양산, 의령, 진주, 창녕, 통영, 

하동, 함안, 함양, 합천 / 울산 / 동래
18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보성, 순천, 여수, 영광,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광주 / 제주
20

구 경기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영등포, 용산, 종로 7

읍･면･동

읍 전북 이리 1

 12면

경기 안양 1

  8
충남 강경, 온양, 조치원 3

경북 왜관, 포항 2

경남 거제, 진해 2

동 경기 본정, 성북, 부평 3

결합 자연+행정 경남 북부산, 부산수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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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합지명 일부를 ‘행정지명 중 결합지명’으로 분류

하는 경우

결합지명 44개 중 27개를 행정지명으로 분류하면, 행정

지명 관련 경찰서명이 238개(93.3%), 결합지명 관련 경찰

서명이 17개(6.7%)가 된다(표 8). 먼저 결합지명을 살펴보

면, 1개(서울남대문)가 행정지명(시·도명)과 인문지명

(역사 중 유적)의 결합지명이고, 나머지 16개는 행정지명

과 자연지명의 결합지명이다. 후자 중 대구강북은 시·도

명과 ‘자연지명 중 결합지명’(지형+분포)이 결합된 것이

고, 서울서부는 시·도명과 ‘분포 중 방위’가 결합된 것이

며, 나머지 14개 경찰서는 시·군·구명과 ‘분포지명 중 방

위’가 결합된 것이다. 

행정지명 238개를 중분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시·

군·구명 관련 경찰서명이 149개(58.4%), 읍·면·동명 

관련 경찰서명이 3개(1.2%), 행정지명 중 결합지명이 86

개(33.7%)이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149개 시·

군·구명 관련 경찰서명 중 28개(11.0%)가 시와, 108개

(42.4%)가 군과, 13개(5.1%)가 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3개 

읍·면·동명 관련 경찰서명 중 1개가 동(화성동탄)과, 2

개가 면(진해 및 서귀포)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이들 중에

는 신설 당시의 행정구역 위계에 따른 경우(특히 군 및 면

과 관련된 경찰서명)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구역 위계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표 8 하단 및 면명 관

련 부분 참조).

86개 ‘행정지명 중 결합지명’에 해당하는 경찰서명은 

시·도명(특별시 25개, 광역시 40개)과 자치구명이 결합

된 것이 65개(25.5%), 시·도명(광역시)과 군명이 결합된 

것이 4개(1.6%), 시·도명(특별시 4개, 광역시 4개)과 동

명(또는 면명)이 결합된 것이 8개(3.1%), 시명(지방 대도

시)과 행정구명이 결합된 것이 9개(3.5%)이다.

(2) 결합지명 일부를 행정지명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

결합지명 44개 전체를 원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그대

로 결합지명으로 분류하고, 현 경찰서명의 명명 유연성을 

표 7. 분포지명 관련 경찰서명과 행정구역명의 관계

a) 행정구역명과 관련 있는 경우

연번 경찰서명 행정구역명 연번 경찰서명 행정구역명

1 서울중부 서울 중구 15 광주동부      광주 동구

2 부산남부 부산 남구 16 광주북부      광주 북구

3 부산동부 부산 동구 17 광주서부      광주 서구

4 부산북부 부산 북구 18 대전동부      대전 동구

5 부산서부 부산 서구 19 대전서부      대전 서구

6 부산중부 부산 중구 20 대전중부      대전 중구

7 대구남부 대구 남구 21 울산남부      울산 남구

8 대구동부 대구 동구 22 울산동부      울산 동구

9 대구북부 대구 북구 23 울산중부      울산 중구

10 대구서부 대구 서구 24 일산동부      경기 고양 일산동구

11 대구중부 대구 중구 25 일산서부      경기 고양 일산서구

12 인천서부 인천 서구 26 포항남부      경북 포항 남구

13 인천중부 인천 중구 27 포항북부      경북 포항 북구

14 광주남부 광주 남구

b) 행정구역명과 관련 없는 경우

연번 경찰서명 행정구역명 연번 경찰서명 행정구역명

1 서울서부  서울 은평구 소재 9 김해서부  경남 김해 소재

2 대구강북  대구 북구 소재 10 김해중부  경남 김해 소재

3 수원남부  경기 수원 영통구 소재 11 마산동부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4 수원서부  경기 수원 권선구 소재 12 마산중부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5 수원중부  경기 수원 장안구 소재 13 창원서부  경남 창원 의창구 소재

6 용인동부  경기 용인 처인구 소재 14 창원중부  경남 창원 의창구 소재

7 용인서부  경기 용인 기흥구 소재 15 제주동부  제주 제주 소재

8 화성서부  경기 화성 소재 16 제주서부  제주 제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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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현 경찰서명의 명명 유연성 분류(경우 1)

지명 유형 지역 경찰서 비고

행정

시･군･구

시

경기 구리, 동두천, 양주, 의정부, 과천, 광명, 군포, 시흥, 오산, 의왕, 하남 11

28

149

강원 동해, 속초, 태백  3

충남 논산, 보령, 아산 / 세종  4

전북 군산, 익산, 정읍  3

전남 나주, 목포  2

경북 구미, 문경  2

경남 거제, 사천, 통영  3

군

경기
가평, 고양, 남양주, 연천, 파주, 포천 / 광주, 김포, 안성, 양평, 여주, 이천, 

평택 
13

108

강원
강릉, 고성, 삼척, 양구,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평창, 홍천, 화천, 

횡성
14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진천, 충주  9

충남 공주, 금산, 당진, 부여, 서산, 서천, 예산, 청양, 홍성, 태안 10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10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담양, 무안, 보성, 순천, 여수,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19

경북
경산,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20

경남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양산, 의령, 진주,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13

구

부산 부산진  1

13
경기

일산동부, 일산서부, 부천소사, 부천오정, 부천원미, 분당, 성남수정, 성남중

원, 안산단원, 안산상록, 안양동안, 안양만안
12

읍･면･동
면

경남 진해 (현재 구)  1
2

 3제주 서귀포 (현재 시)  1

동 경기 화성동탄 1

결합

시+자치구

서울강남, 서울강동, 서울강북, 서울강서, 서울관악, 서울광진, 서울구로, 서울

금천, 서울노원, 서울도봉, 서울동대문, 서울동작, 서울마포, 서울서대문, 서울

서초, 서울성동, 서울성북, 서울송파, 서울양천, 서울영등포, 서울용산, 서울은

평, 서울종로, 서울중랑, 서울중부 / 부산강서, 부산금정, 부산남부, 부산동래, 

부산동부, 부산북부, 부산사상, 부산사하, 부산서부, 부산연제, 부산영도, 부산

중부, 부산해운대, 대구남부, 대구달서, 대구동부, 대구북부, 대구서부, 대구수

성, 대구중부, 인천계양, 인천남동, 인천미추홀, 인천부평, 인천서부, 인천연수, 

인천중부, 광주광산, 광주남부, 광주동부, 광주북부, 광주서부, 대전동부, 대전

대덕, 대전서부, 대전중부, 대전유성, 울산남부, 울산동부, 울산중부

65
69

86

시+자치군 부산기장, 대구달성, 인천강화, 울산울주  4

시·도+동 서울방배, 서울수서, 서울종암, 서울혜화, 인천삼산, 인천논현, 대전둔산  7
8

시·도+면 대구성서  1

시+행정구
청주상당, 청주청원, 청주흥덕, 천안서북, 천안동남, 전주덕진, 전주완산, 포

항남부, 포항북부
9

결합

행정+인문 서울남대문 1

17
행정+자연

대구강북 // 서울서부 / 수원남부, 수원서부, 수원중부, 용인동부, 용인서부, 

화성서부, 김해중부, 김해서부, 마산동부, 마산중부, 창원서부, 창원중부, 제

주동부, 제주서부

16

※ 군명과 관련하여 제정된 경찰서명 중, 경찰서 신설 이후 개명 없이 경찰서명이 유지되어 왔으나 이후에 소재지가 군에서 시로 승격된 

곳은 다음과 같다.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광주, 김포, 안성, 여주, 이천, 평택, 강릉, 삼척, 원주, 춘천, 제천, 충주, 공주, 당진, 서산, 김제, 남원, 

광양,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밀양, 양산, 진주(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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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겠다(표 9). 먼저 결합지명을 살펴보면, 1개(서울남

대문)가 행정지명(시·도명, 특별시)과 인문지명(역사 중 

유적)의 결합지명이고, 나머지 43개(16.9%)는 행정지명

과 자연지명의 결합지명이다. 후자 중 대구강북은 시·도

명(광역시)과 ‘자연지명 중 결합지명’(지형+분포)이 결합

된 것이고, 나머지 42개(16.5%)는 시·도명 또는 시·군·

표 9. 현 경찰서명의 명명 유연성 분류(경우 2)

지명 유형 지역 경찰서 비고

행정

시･군･구

시

경기 구리, 동두천, 양주, 의정부, 과천, 광명, 군포, 시흥, 오산, 의왕, 하남 11

     

28

147

강원 동해, 속초, 태백  3

충남 논산, 보령, 아산 / 세종  4

전북 군산, 익산, 정읍  3

전남 나주, 목포  2

경북 구미, 문경  2

경남 거제, 사천, 통영  3

군

경기
가평, 고양, 남양주, 연천, 파주, 포천 / 광주, 김포, 안성, 양평, 여주, 이천, 

평택 
13

108

강원
강릉, 고성, 삼척, 양구,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평창, 홍천, 

화천, 횡성
14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진천, 충주  9

충남 공주, 금산, 당진, 부여, 서산, 서천, 예산, 청양, 홍성, 태안 10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10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담양, 무안, 보성, 순천, 여수,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19

경북
경산,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20

경남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양산, 의령, 진주,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13

구

부산 부산진  1

11
경기

부천소사, 부천오정, 부천원미, 분당, 성남수정, 성남중원, 안산단원, 안산

상록, 안양동안, 안양만안
10

읍･면･동
면

경남 진해 (현재 구)  1
 2

 3제주 서귀포 (현재 시)  1

동 경기 화성동탄 1

결합

시+자치구

서울강남, 서울강동, 서울강북, 서울강서, 서울관악, 서울광진, 서울구로, 

서울금천, 서울노원, 서울도봉, 서울동대문, 서울동작, 서울마포, 서울서대

문, 서울서초, 서울성동, 서울성북, 서울송파, 서울양천, 서울영등포, 서울

용산, 서울은평, 서울종로, 서울중랑 / 부산강서, 부산금정, 부산동래, 부산

사상, 부산사하, 부산연제, 부산영도, 부산해운대, 대구달서, 대구수성, 인

천계양, 인천남동, 인천미추홀, 인천부평, 인천연수, 광주광산, 대전대덕, 

대전유성

42
46

 61

시+자치군 부산기장, 대구달성, 인천강화, 울산울주  4

시·도+동 서울방배, 서울수서, 서울종암, 서울혜화, 인천삼산, 인천논현, 대전둔산  7
 8

시·도+면 대구성서  1

시+행정구 청주상당, 청주청원, 청주흥덕, 천안서북, 천안동남, 전주덕진, 전주완산 7

결합

행정+인문 서울남대문 1  

44
행정+자연

대구강북 // 서울서부, 서울중부, 부산남부, 부산동부, 부산북부, 부산서부, 

부산중부, 대구남부, 대구동부, 대구북부, 대구서부, 대구중부, 인천서부, 

인천중부, 광주남부, 광주동부, 광주북부, 광주서부, 대전동부, 대전서부, 

대전중부, 울산남부, 울산동부, 울산중부 / 일산동부, 일산서부, 수원남부, 

수원서부, 수원중부, 용인동부, 용인서부, 화성서부, 포항남부, 포항북부, 

김해중부, 김해서부, 마산동부, 마산중부, 창원서부, 창원중부, 제주동부, 

제주서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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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과 ‘분포지명 중 방위’가 결합된 것이다. 42개 중 시·

도명(특별시 2개, 광역시 22개)과 방위가 결합된 것이 24

개(9.4%)이고, 시·군·구명(시가 16개, 구가 2개)과 방위

가 결합된 것이 18개(7.1%)이다. 

행정지명 211개를 중분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시·

군·구명 관련 경찰서명이 147개(57.6%), 읍·면·동명 

관련 경찰서명이 3개(1.2%), 행정지명 중 결합지명이 61

개(23.9%)이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147개 시·

군·구명 관련 경찰서명 중 28개(11.0%)가 시와, 108개

(42.4%)가 군과, 11개(4.3%)가 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3개 

읍·면·동명 관련 경찰서명 중 1개가 동(화성동탄)과, 2

개가 면(진해 및 서귀포)과 관련되어 있다.

61개 ‘행정지명 중 결합지명’에 해당하는 경찰서명은 

시·도명(특별시 24개, 광역시 18개)과 자치구명이 결합

된 것이 42개(16.5%), 시·도명(광역시)과 군명이 결합된 

것이 4개(1.6%), 시·도명(특별시 4개, 광역시 4개)과 동

명(또는 면명)이 결합된 것이 8개(3.1%), 시명(지방 대도

시)과 행정구명이 결합된 것이 7개(2.7%)이다.

2. 현 경찰서명의 부적합성

경찰청은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찰

서명을 개정해 왔고, 관할구역도 시·군·구 행정구역 범

위와 일치하도록 조정해 왔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시·

군·구당 1개의 경찰서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원

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먼저 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2개의 경찰서가 있는 경

우이다. 이는 다시 ① 행정구역명과 경찰서명이 일치하는 

경찰서가 있는 경우30)와 ②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서울 서초구로서 서울서초경찰서가 

있는데, 별도로 같은 행정구역 내에 서울방배경찰서가 배

치되어 있다. 이런 유형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만 분포하는

데, 서울에 6개로 가장 많고, 대구 및 인천에 각 2개, 대전에 

1개가 있다.31) 후자의 예로는 행정구로 분구할 정도까지

는 아니지만 비교적 인구가 많은 도시들로서, 경기 화성시

(사실상 화성서부와 화성동부로 관할구역 분할), 제주 제

주시, 경남 김해시가 이에 해당한다(표 10).

두 번째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경찰서가 배치되

어 있지 않아서 인접 시·군·구 소재 경찰서의 관할 하에 

있는 경우이다. 부산 수영구는 부산남부경찰서와 부산연

제경찰서가 분할하여 관할하고 있고, 인천 동구와 옹진군

은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울산

중부경찰서와 울산동부경찰서가 분할하여 관할하고 있

는데, 2020년 하반기에 울산북부경찰서가 신설되면 관할

구역이 구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4

개 행정구가 있는데, 소재지 위치와 관련하여 명명된 수원

남부, 수원서부, 수원중부 3개 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하고 

표 10. 주요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경찰서

구분 경찰서명 소속 행정구역명 구분 행정구역명 관할 경찰서명

복수 서울남대문 서울 중구 부재  부산 수영구 부산남부 및 부산연제

복수 서울방배 서울 서초구 부재  인천 동구 인천중부

복수 서울서부 서울 은평구 부재  인천 옹진군 인천중부

복수 서울수서 서울 강남구 부재  울산 북구 울산중부 및 울산동부

복수 서울종암 서울 성북구 부재  경기 수원 팔달구 수원 3개서가 분할 관할

복수 서울혜화 서울 종로구 부재  경기 용인 수지구 용인서부

복수 대구강북 대구 북구 부재  강원 양양군 속초

복수 대구성서 대구 달서구 부재  충북 청주 서원구 청주 3개서가 분할 관할

복수 인천논현 인천 남동구 부재  충북 증평군 괴산

복수 인천삼산 인천 부평구 부재  충남 계룡시 논산

복수 대전둔산 대전 서구 부재  전남 신안군 목포

복수 화성동탄 경기 화성시 모호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중부 (1구1서)

복수 화성서부 경기 화성시

복수 제주동부 제주 제주시

복수 제주서부 제주 제주시

복수 김해서부 경남 김해시

복수 김해중부 경남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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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각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

서 1개 경찰서를 추가 신설해야 행정구별로 관할구역을 

단순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경기 용인시의 경우,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는데,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동부경찰서가 처인구 일원과 기흥

구 일부 지역을 담당하고,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서부경찰

서가 수지구 일원과 기흥구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상

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로 재편되었는데, 관내에 청

주상당, 청주청원, 청주흥덕 3개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 경찰서는 각 행정구 지역을 관할하면서 서원구 지역

을 삼분하여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곳 역시 1개 경찰서

를 추가 신설해야 행정구별로 관할구역을 단순하게 조정

할 수 있다.

이 외에 강원도 양양군은 속초경찰서에서, 충북 증평군

은 괴산경찰서에서, 충남 계룡시는 논산경찰서에서, 전남 

신안군은 목포경찰서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창원중부경찰서가 의창구에 위

치하므로 엄밀하게 본다면 경찰서가 부재한 것이 맞지만, 

창원중부서의 관할구역 대부분이 성산구이고, 구 경계부

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경찰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32) 오히려 복잡한 행정구의 경계를 재조정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연 대상인 행정구역의 밖에 위치하여 명

칭이 부적합한 경찰서의 경우이다. 부적합성 판단 시, 일

단 행정구역 경계 내에 위치하면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33)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찰서가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

는 것은 맞지만, 애초부터 그 지역만 관할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속한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출동 

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

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

서 선행 연구와 달리 관할 행정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에만 

부적합한 경찰서명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분포와 관련하여 생성된 경찰서명의 경우이다. 하

지만, 이들은 대부분 분포와 관련하여 생성된 시·군·구

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포 관련 지명이라고만 보

기는 어렵다. 분포 관련 행정구역명은 시역의 확장으로 부

적합해졌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경찰서명도 부적합성

을 지니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서부, 부산남부 등

으로 16개 경찰서가 여기에 해당한다.34) 

그러나 이들 경찰서명을 분포가 아닌 소재지의 행정구

역명과 관련되어 생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대부분 적합

하다. 그럼에도 행정구역명과 관련이 없는 서울서부, 수

원남부, 제주동부, 마산중부, 용인동부, 화성서부 등의 경

찰서명은 여전히 부적합하다. 이 중 용인동부와 화성서부

의 경우, 절대적 위치상으로는 부적합하지만, 다른 경찰서

와의 상대적 위치로 보면 부적합하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나머지는 동명에 준하는 대표 지역명과 관련하여 명명

된 서울수서 및 서울혜화, 지형과 분포가 결합되어 생성된 

대구강북 등으로 이 역시 관점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볼 여

지가 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개포동에 위치하므로 인접

한 수서동에서 연유하였다고 보면 (심지어 일원동마저 건

너 뛰어) 동 경계 밖에 위치하므로 부적합하다고 볼 여지

가 충분하다. 하지만 인접 지역(동쪽 및 남쪽)이 수서택지

개발지구 등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대표 지역명에서 연유

하였다고 보면 적합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법정동 상으로 인의동에 속하고, 행

정동 상으로는 종로1·2·3·4가동에 속하므로 동명인 

혜화동에서 연유하였다고 보면 매우 부적합하다. 경찰서 

북쪽에 KT혜화지사, 혜화역 등의 주요 시설이 있기는 하

지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혜화가 이 지역의 대표 지

역명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단서도 찾을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합한 경찰서명이다. 

대구 북구 구암동에 위치한 대구강북경찰서는 금호강

의 북쪽에 위치하므로 ‘(대구)강북’이라는 경찰서명이 적

합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구에는 금호강 외

에도 대구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류하는 신천이 있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금호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지명도가 높은 낙동강이 있으며, 경찰서 서쪽에 인접

하여 팔거천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기준 하천에 따라서 

‘대구강동경찰서’로 불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적합하다고

만 말할 수는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부적합 경찰서명의 비중을 보면, ‘분

포’ 지명과 관련된 경찰서명을 행정구역명과 관련된 것으

로 볼 경우, 8개(또는 7개)가 부적합하고, 그렇지 않을 경

우, 19개(또는 18개)가 부적합하다.

V. 요약 및 종합고찰, 제언

1945년에 국립경찰이 창설된 후 벌써 73년이 흘렀다. 그 

동안 급격한 인구 증가 및 집중, 도시화 및 산업화,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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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치안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질적, 

양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일선에서 직접 치안을 담당

하는 경찰서도 1945년 147개에서 2018년 255개로 108개

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경찰서의 신설, 폐지, 개명 등에 대한 기록은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경찰서명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국립경찰 창설 당시인 1945년과 2018

년 현재의 경찰서명의 전부 요소에 대해서 음절, 어종, 명

명 유연성, 부적합성 등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경찰서명의 음절은 1945년에는 2음절이 95.2%로 압도

적으로 많았고, 2018년에는 2음절이 52.9%, 4음절이 42.7%

로 이봉 분포를 보였다. 선행 연구인 우리나라 288개 대로

명의 경우, 2음절이 79.2%로 매우 많았고, 평균 2.30음절

이었으며(송호열, 2017:45-46),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282

개 도시철도 역명의 경우, 2음절이 65.2%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전체적으로 지수분포를 보이면서 다양했으며, 평

균 2.7음절이었다(송호열, 2018a:40). 선행 연구 결과에 비

해, 현 경찰서명의 평균 음절은 2.95로 약간 긴 편이고, 좌

편포(左偏布)인 선행 연구에 비해 이봉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경찰서명의 어종은 1945년에는 한자어가 100%, 2018년

에는 87.8%(혼종 포함 시 100%)로서 압도적이었다. 이렇

게 경찰서명이 한자어 일색인 이유는 경찰서명을 제정할 

때 행정구역명을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나

마 2001년 말에 경찰서명을 개정하면서 광역단체명이 한

글인 서울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명 앞에 추

가되면서 한자어 일색에서 약간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선행 연구인 우리나라 288개 대로명의 경우, 한자어가 

89.6%(혼종 포함 시 93.8%)로 압도적이었고(송호열, 2017:48),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282개 도시철도 역명의 경우, 한자

어가 89.0%로 역시 압도적으로 많았다(송호열, 2018a:41).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한자어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서명의 한자어 비중은 이들 연구 결과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다.

경찰서명의 명명 유연성을 보면, 행정구역명에서 연유

한 것이 1945년에 97.8%, 2018년에 82.7%(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포’ 관련 결합지명을 ‘행정지명 

중 결합지명’으로 간주할 경우, 93.3%)로 역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1년 말 경찰서명 개정으로 약간 다양해진 측면

이 있지만, 사실상 행정구역명 관련 경찰서명 일색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인 우리나라 288개 대로명의 경우, 행정구역

명 관련 대로명이 38.9%, 인문지명 관련 대로명이 38.2%

였고(송호열, 2017:55),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282개 도시

철도 역명의 경우, 행정구역명 관련 역명이 58.9%, 인문지

명 관련 역명이 35.5%였다(송호열, 2018a:45). 선행 연구 

결과에 비해, 행정구역명에서 연유된 경찰서명이 압도적

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경찰서명의 부적합성을 보면, 255개 경찰서 중 최대 

7.4%가 부적합하며, 적어도 2.7%는 부적합하다. 선행 연

구인 630개 행정구역명 관련 도시철도 역명의 경우, 부적

합한 역명이 32.38%였는데(송호열, 2018c:99), 이에 비해 

부적합한 경찰서명은 현저하게 적은 편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01년 말에 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 

전(부산진 1개 제외) 경찰서명 앞에 광역자치단체명을 추

가함으로써 음절이 길어졌는데, 외견상으로 보면 시민 편

의성을 저하시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시민 편의성을 제고한 훌륭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당시에는 ‘분포’ 관련 경찰서명이 지금보다 더 많

았는데, 여러 시·도 및 시·군·구에 동일 경찰서명의 존

재로 인한 혼동 가능성을 저감시켜 주는 효과가 발생하였

다고 판단된다. 둘째, 수도권, 경남 해안 등에는 과도한 인

구 집중으로 거대 도시들이 연접하게 되었다. 이들 대도시 

소재 경찰서들의 소속 광역자치단체를 명확하게 표시해 

줌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쉽게 관할구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서명의 생성 특성을 보면, ‘분포’ 관련 경찰서명들

이 상당하다. 물론 이들 중에는 표현상으로만 ‘분포’와 관

련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분포’ 관련 행정

구역명이 부적합한 상태에서, 이 행정구역명을 따라 경찰

서명을 제정하게 되면 부적합한 경찰서명이 된다. 그래서 

표현상 ‘분포’ 관련 경찰서명이라 하더라도 타지 이용자들

에게는 혼동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

들에게는 위치 혼동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분포’ 관련 경찰서명인 경우에는 경찰서의 위치

가 방위와 어느 정도 일치해야 혼동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수 경찰서명의 경우에는 이런 부적합

성에 노출되어 있다. 아직 행정구도 운영하지 않는 지방 

대도시의 경우, ‘분포’와 관련하여 경찰서명을 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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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고, 방위와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

견된다.

반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에 복수의 경찰서가 설

치될 때, 동명을 따라 명명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데, 

넓은 관할구역 중 일부인 소재지의 동명을 따르게 되면 대

표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시

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경찰서명 제정 시 보다 신중한 접

근이 요구된다.

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1:1로 대응하면서 경찰서가 

운영되어 온 것과 달리 경찰서가 없는 시·군·구도 있고, 

한 시·(군)·구에 2개의 경찰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가 부재한 시·군·구의 경우, ‘인구가 훨씬 적은 많

은 군들에도 경찰서가 존재하는데, 인구 규모가 더 큰 자신

들의 거주 지역에 경찰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서 유

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치안 수요는 관할 

구역 내의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활동 등과 관련된 유동인

구, 시·군·구의 면적 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서의 신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곳에서의 경찰서 증설뿐만 아니라 치안 수요가 감소

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 통폐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1군1서(一郡一署) 정책에서 과

감하게 탈피하여 경찰서 운영 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시점

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경찰청에 제안하고자 하

는 것이 있다. 최근 들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기록

연구사를 선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단순

히 기록물을 관리하는 임무만 수행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경찰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하도록 하는 임무

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고 미흡한 

경찰사를 제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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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개명 시기는 동일하나(대통령령 제59호,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건｣;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3:79, 

1298; 경기경찰사편찬위원회, 2008:1155; 서울

경찰사편찬위원회, 2017:846), 폐지 시기는 1960. 

6. 28.로 기재되어 있다(국무원령 제5호, ｢경찰

서 직제｣;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경찰사편찬위원

회, 1973:635,1329; 서울경찰사편찬위원회, 2017: 

853). 법령 시행일자로 볼 때 후자의 기록이 맞다.

25) 동아일보 1946. 3. 13. “최 초대 경무감의 취임 포

부” 기사에는 서울 소재 10개 경찰서(1구에 종로, 

동대문, 성동, 성북, 창덕궁, 2구에 본정, 서대문, 

마포, 용산, 영등포)가 열거되어 있다. 

동아일보 1946. 4. 17. “경찰서명에 번호제” 기사

에도 창덕궁경찰서가 등장한다. 더욱 명확한 자

료로는 조선일보 1946. 1. 5. “시내 8서장 사직 – 

군정청의 명령 저촉 관계로-” 기사가 있는데, 여

기에도 창덕궁 경찰서가 언급되어 있다. 

26) 특별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81개 경찰서 중 부산

진경찰서만 유일하게 3음절이다. 

27)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부산지방경찰

청 산하 13개 경찰서(14개 경찰서 중 부산진경찰

서 제외),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8개 경찰서, 인천

지방경찰청 산하 8개 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 소

속 3개 경찰서(동시에 신설된 울산서부경찰서를 

포함하면 4개 경찰서), 합계 63개 경찰서명이 개

정되었다. 이후 광역시에 신설된 모든 경찰서는 

앞에 지역명을 추가하여 명칭을 제정하였다.

28) 부천시는 1993년에 3개 행정구(소사구, 오정구, 

원미구)를 설치했었으나, 2016년에 폐지하였다

(부천시청). 따라서 경찰서명 특성 분석에서는 부

천시를 행정구를 둔 대도시로 분류하였다. 

29)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찰서명은 행정구역명에서 

연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복 이후의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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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변천은 비교적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명과 신설 또는 개정된 경찰서 명칭의 유

연성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런데 광복 이

전부터 존재한 경찰서의 경우 개서일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행정구역 변천 내역을 정확하게 파

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립경찰 창설 당시의 경찰서명의 경우, 개서일

과 그 당시의 행정구역명이 어느 정도 특정될 경

우에는 개서 당시를 기준으로 명명 유연성을 파악

하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 개서(신

설)일이 아니라 광복 당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30) 현 경찰서명의 명명 유연성 분석에서 “결합지명 

일부를 ‘행정지명 중 결합지명’으로 분류하는 경

우”로 상정하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중부

경찰서는 서울 중구의 행정구역명과 관련(또는 

일치)되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31) 거주 또는 유동 인구가 많아서 치안 수요가 폭증

하거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라서 경찰서를 추가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현재 창원중부경찰서는 성산구 일원과 의창구 일

부 지역을, 창원서부경찰서는 의창구 대부분 지

역을 관할하고 있다. 

33) 행정구역 경계부에 위치한 경찰서도 부적합으로 

볼 경우, 서울강남(동쪽 송파구 경계부에 위치), 

서울강동(서남쪽 송파구 경계부에 위치), 서울구

로(동쪽 동작구에 인접), 서울도봉(노원구 경계부

에 위치), 서울서대문(중구 경계부에 위치), 부산

연제(동쪽에 편재), 부산영도(북쪽에 편재), 부산

해운대(서쪽에 편재), 대구달성(서남부 편재), 수

원중부(북쪽 편재) 등도 부적합한 경찰서명이라

고 볼 수 있다. 

34) 서울서부(북부에 가까운 북서부 위치), 부산남부

(부산 중심부 위치), 부산동부(부산남부서보다 더 

동남쪽에 위치), 부산서부(부산 중심부에 인접), 

대구남부(대구달서서 및 대구달성서가 더 남쪽인 

서남부에 위치), 대구북부(더 북쪽에 대구강북서 

위치), 대구서부(서남쪽에 대구달서서 위치), 인

천서부(북쪽에 위치), 광주서부(광주광산서가 더 

서쪽에 위치), 대전서부(서남쪽에 위치하며 더 서

쪽에 대전유성서 위치), 대전중부(대전둔산서가 

더 중심부에 위치), 수원남부(동쪽에 위치), 용인

동부(중앙부에서 서쪽에 위치. 그러나 용인서부

서보다는 동쪽에 위치), 화성서부(화성시의 중앙

부에 위치. 그러나 화성동탄서보다는 서쪽에 위

치), 마산중부(마산 전체로 보면 남부에 위치), 제

주동부(제주시 중심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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