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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troduc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police uniform 
during Japan’s early Meiji period, in order to get deeper understand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uniform. The research method included a literature review of laws related to police 
uniform, which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the uniform stipulated by 
Keisi-cho Uniform regulation in 1874 included characteristics of Western uniforms that show the 
rank of the officers using emblems, such as different cap badges and uniform stripes, while main-
taining the same form. Later, the modern uniform system came into form with the addition of a 
national symbol, building system of formal wear, separating uniforms for different classes, and 
adding additional uniforms. This illustrates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establishing west-
ern-style uniform in the East and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similar studies. 

Key words: early Meiji Period(명치전기), police uniform(경찰복), system of formal wear(예복체계), 
western-style uniform(서양식 제복)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Kyungmee Lee, e-mail: evangelline@hanmail.net



服飾 第65卷 4號

- 32 -

Ⅰ. 서론
동양권의 근대화 시기 복식사에서 제일 큰 이슈는

서양복식의 도입이 아닐 수 없다. 서양복식의 도입은

근대화 이전 전통식 의생활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는

단지 옷의 형태만 바뀐 문제가 아니라 옷 제작과 관

련된 산업적 측면, 가정에서의 보관과 관리, 옷에 함

유된 사상, 옷이 나타내는 의미, 나아가서는 옷을 착

용하는 사람의 몸짓까지 옷과 관련된 모든 생활양식

을 바꿔버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선구적인 개인이 먼저 입어본 사례를 제외하

면 서양복식은 근대적 기관에서 제복으로서 도입이

시작되었다. 관청과 군대, 학교 등 근대적 기관에서

대외적 내지는 대내적 요인으로, 또는 기능적 요인으

로 서양식 제복이 도입되었다. 근대적 기관에서의 제

복 도입과정은 서양복식으로 바뀐 후 현대까지 이어

지는 근현대 복식사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대화시기 제복 도입과 개정과정을 알

아보기 위해서 근대적 조직 중 경찰을 대상으로 하

여, 동양권에서 근대 경찰제도 도입이 시기적으로 앞

섰던 일본의 경찰복 도입과 정비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은 전근대 시기에도 존재했던 관

청과 군대 등과 달리, 근대에 들어 군대와 분리되어

새로 만들어진 근대적 조직이다(Obinata, 1992). 또

한 시대가 내려갈수록 경찰이 일반서민들의 생활 근

대화에 직접 관여했으며1), 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

는 서양식 제복 착용자였던 것을 생각하면, 일반서민

들의 의생활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대 서양식 제복 중 경찰

복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근대화 시기 경찰복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한

국의 경우 Rhee(1980)가 1880년부터 1910년까지의

경찰복제도를 관보에 수록된 법령을 중심으로 정

1) 1886년(명치19년)에 제정된 ‘경시청 사무 분장(分掌)

심득(心得)’(1886년 6월 12일 경시청훈령 갑 제13호)

을 보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범죄뿐만 아니라 식품위

생과 전염병 예방, 제사, 장례식까지 이르렀으며 그 내

용은 일반서민들의 생활 근대화에 관여하는 성격이었

던 것을 알 수 있다.

리하였고 Kim(2012)은 대한제국기 경찰복제도를 각

종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Lee(2011)는 대한제국기 외국공사 접견례의 복식 고

증 연구에서 총순과 순검의 경찰복을 고증하였다. 일

제강점기 경찰복제도는 Jo(2013)의 일제강점기 관복

제도 연구 중에서 제도에 관한 법령과 복제의 내용

이 정리되었다. 해방 후 경찰복제도는 Lee(2015)의

연구에서 정리되었으며 Gaang(1995)은 경찰복의 개

선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일

본 명치기 경찰복제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치기 경

찰복제도에 관한 단독연구는 없으며 Showa Women's

University clothing Laboratory(1971)와 Ota(1989)에

서 개괄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므로 일본 명치기 서

양식 경찰복제도 도입과 정비과정을 상세히 정리하

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근대적 경찰조직의 시초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졸(羅卒)의 제도(1871)가 있었으며 그 후

번인(番人) 제도(1873) 등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1874

년 동경경시청 설치로 본격적인 근대 경찰제도가 시

작되었다. 이 경시청 설치와 함께 ‘경시청 복제’

(1874)도 제정되었다. 경시청 설치에 앞서 활동했던

나졸과 번인에게도 서양식 제복이 있었으며 그 내용

은 Nomura(2013)에서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 다룰

1874년 경시청 복제와 그 후 개정과정과 비교하면

디자인과 제도면에서 연결성이 희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경시청 설치 후의 복제를

중심으로 제정과 개정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874년에 처음 제정된 ‘경시청 복제’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890년에 전면 개정되었다2). 이 사이의

개정과정은 경찰복제도 자체를 정비해가는 과정으로,

1890년 이후의 개정과정에서 디자인적 변화를 중심

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동

양에서 근대 서양식 제복 도입의 시행착오와 정비과

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 명치시대는

1868년(명치원년)부터 1912년(명치45)까지의 45년간

이며, 경찰복제도가 처음 전면 개정되는 1890년(명치

2) 1890년 7월 11일 칙령 제123호 ‘경찰관 및 소방관 복제

개정’,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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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은 명치시대 중간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1874년에 제정된 ‘경시청 복제’가 1890년(명치23)에

전면개정되기 전까지를 명치시대 전기(前期)로 보고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역적 범

위로는 당시 경시청이 있던 동경부(東京府)와 지방

각 부․현(府․縣)의 경찰복제도에 약간 차이가 있

으므로 경시청의 복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시청에서 서양

식 제복 도입의 의미를 가지는 1874년 ‘경시청 복제’

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고, 그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1874년 ‘경시청 복제’ 제정 후 개정 과정 중 특징적

인 사항을 추출하여 그 내용을 살피고, 경찰복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밝힌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Hourei-zensyo [法令全
書]와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에 수

록된 경찰복제도 관련 법령을 모두 수집하고 정리,

분석한다.

본 연구는 동양에서 근대 서양식 제복 도입과 정

비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명치

기 일본의 경찰복제도는 한국의 개화기 이후, 특히

일제시대 경찰복제도 연구의 필수적 기초자료가 된

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는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각종 시각․예술표현의 고증자료가 될 수 있으며, 문

화콘텐츠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Ⅱ. 경시청 설치와 1874년(명치7) 
‘경시청 복제’의 내용

1. 경시청 설치
근대화 시기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경찰조직이

나졸(羅卒)이었다. 나졸은 명치유신이후 혼란스러운

동경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 명치 신정부 유력자들의

출신 지방 무사들을 3000명 모아서 결성되었다3).이

나졸 조직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군사력과 분리되어

만들어진 근대적 경찰제도였다(Obinata, 2000). 이

3) 1871년 10월 23일 태정관 사태(沙汰) 제553호 ‘나졸을

동경부에 둠’,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4년.

제도는 그 후 번인(番人)의 설치 등 여러 시행착오

를 거친 후, 1874년에 동경경시청 설치로 체계를 갖

추게 되었다4).

명치기 일본의 수도경찰이자 국가경찰이었던 경시

청 설치는 서양의 경찰제도를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명치유신을 일으킨　무사들을　배출한　사츠마번[薩

摩藩] 출신의 가와지 도시요시[川路利良](1834-1879)

가 근대적 경찰제도 조사를 위해 유럽을 다녀온 후,

프랑스 경찰제도에 따른 개혁을 건의하였다(Yui &

Obinata, 1990). 이로 인해 사법성(司法省) 경보료

(警保寮)는 내무성(內務省)으로 이전되어 1874년(명

치7) 1월 15일에 동경경시청(東京警視廳)이 설치되

었다5).

2. 1874년 ‘경시청 복제’ 제정과 그 내용
경시청 설치와 함께 제정된 ‘경시청 복제’6)는 그

전에 존재했던 경찰조직인 나졸과 번인의 제복을 개

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찰체계에 맞게 만들어진

복식제도였다. 법령에는 관등별 복제를 규정한 표와

각 복식의 도식화가 제시되었다.

복제표 앞부분에서 이번 복제는 “대소(大小)의 예

복(禮服)으로도 겸용”할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므

로 이 복제는 평상 근무시뿐만 아니라 소례복, 대례

복으로도 착용하는 복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서는 1872년(명치5)에 문관(文官)과 비역유위자(非

役有位者)의 대례복과 통상예복이 제정되었는데7),

대례복은 서구의 궁정제복에 따른 형태였으며 통상

4) 경시청은 1874년에 동경경시청(東京警視廳)으로서 설

립된 이후 1877년에 내무성(內務省) 설치에 따라 내무

성 경시국(内務省警視局)으로 이관되어 동경경시본서

(東京警視本署)라는 한 부서가 되면서 일단 폐지되었

다가, 1881년에 경시청(警視廳)으로서 재설치 되었다.

폐지와 재설치를 거쳤지만 경찰기능은 유지되었으므

로, 본고에서는 동경경시청과 동경경시본서, 그리고 경

시청을 모두 ‘경시청’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5) 1874년 1월 15일 태정관달 제6호, ‘동경경시청을 두고

관등을 정함’,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7년.

6) 1874년 2월 7일 경시청달 번외(番外) ‘경시청 복제’,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 명치7년.

7) 1872년 11월 12일 태정관포고 제339호, ‘대례복 및 통

상예복을 정하고 의관(衣冠)을 제복(祭服)으로 하는

건 등’,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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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이란 소례복이라고도 불리는 연미복을 말한다

(Lee, 2010). 경시청 관원의 경우 ‘경시청 복제’에서

제정된 제복이 대례복과 소례복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다.

Contents

The

government

official rank system &

Keisicho titles

Caps Jackets
Collar

marks

Sleeve

marks
Buttons Trousers

Chikimgwan

[勅任官]

3deung[等]

Gyeongsijang

[警視長]

(Refer to

Jackets)

Juimgwan

[奏任官]

5deung

Daegyeongsi

[大警視]

Juimgwan

6deung

Gwondaegyeongsi

[権大警視]

Juimgwan

7deung

Sogyeongsi

[少警視]

Panimgwan

[判任官]

8deung

Gwonsogyeongsi

[権少警視]

Panimgwan

9deung

Daegyeongbu

[大警部]

Panimgwan

10deung

Gwondaegyeongbu

[権大警部]

Panimgwan

11deung

Junggyeongbu

[中警部]

Panimgwan

12deung

Gwonjunggyeongbu

[権中警部]

Panimgwan

13deung

Sogyeongbu

[少警部]

Panimgwan

14deung

Gwonsogyeongbu

[権少警部]

Deungoe

[等外]

1deung

1deungsunsa

[一等巡査]

-

(Refer to

Jackets)

Deungoe

2deung

2deungsunsa

[二等巡査]

Deungoe

3deung

3deungsunsa

[三等巡査]

Deungoe

4deung

4deungsunsa

[四等巡査]

(Hourei-zensyo[法令全書], 1874, pp. 1377-1382)

<Table 1> Uniform System of Keisicho in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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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제시된 복제표의 가로축은 직함이고, 세로

축은 복식의 종류로 모자[帽], 의령장[襟章], 수장

[袖], 바지[袴], 단추[鈕釦], 옷감의 색과 재질[地色]

로 되어 있다. 법령에 제시된 도식화를 직함과 복식

의 종류별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경시청 직

함에 당시 명치 정부의 관등8)을 대응시켜서 표에 함

께 제시하였다.

옷감 색과 재질[地色]은 감색[紺] 라사(羅紗)이다.

라사는 두꺼운 방모직물(紡毛織物)의 총칭이었으며 라

사라는 명칭은 포르투갈어 ‘raxa’에 유래한다(Tanno,

1980). 경시청 관원들에게는 따로 하복(夏服)이 없었

으며 순사의 하복(夏服)에는 상의에 검은색 견직물

‘기누고로[キヌゴロウ]’(견사로 모직처럼 짠 직물),

바지에 흰색 면직물 ‘운사이[ウンサイ]’(사문직(斜文

織)의 질긴 무명)를 사용했다.

모자는 본체가 낮은 원통형이고 앞 차양이 달린

캡 형태이다. 관등의 차이는 모표(帽標)와 선장(線

章)으로 구별된다. 모표와 선장은 경시장이하 권소경

부까지는 금(金)모르로 만들고, 순사는 은모르로 만

든다. 경시장의 모표는 너비 8푼9)의 넓은 줄 1줄을

중앙에 수직으로 세우고, 거기에 너비 2푼의 줄이 사

선으로 기대는 철교와 같은 모양이다. 모자 본체 주

위를 두르는 선장(線章)[横筋]은 3푼 3줄이다. 대경

시와 권대경시의 모표(帽標)는 경시장과 동일하며

선장(線章)은 경시장 보다 1줄 적은 2줄이다. 소경시

와 권소경시의 모표(帽標)는 산 모양으로 만드는데

줄의 너비가 6푼이고 선장(線章)은 2푼이 1줄이다.

선장(線章)의 너비가 경시장과 대경시․권대경시보

다 1푼 좁고, 줄 수도 1줄 적다.

대경부와 권대경부의 모표(帽標)는 너비 3푼의 줄

이 X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모양이다. 선장(線章)은

8) 1871년 8월 10일 태정관 제400호 ‘관제(官制) 등급 개

정’,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 4년.

9) 본고에서는 원문에 ‘尺’으로 표기된 것을 ‘자’로, ‘寸’을

‘치’로, ‘分’을 ‘푼’으로, ‘厘’를 ‘리’로 해석하였다. ‘경시

청 복제’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후술할 1881년 ‘경

찰관 정복(正服)’에서는 복제표 첫머리에 ‘표 중 치수

는 모두 곡척(曲尺)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 곡척

은 1876년에 규정된 ‘도량형(度量衡) 개정 규칙’(태정

관 포고 제17호)에서 기본적인 척도로 규정되었으며

1891년에 규정된 ‘도량형법(度量衡法)’에서는 1척(尺)

이 0.30303미터로 제시되었다.

<Fig. 1> Sunsa

Uniform in 1875

(Keisicho-tassi-

zensyo, 1875,

p. 15)

소경시․권소경시와 같이 너비 2푼 1줄이다. 중경부

와 권중경부, 소경부와 권소경부도 동일하다. 순사의

모표(帽標)는 너비 8푼의 줄을 수직으로 I자 모양으

로 중앙에 세우며 너비 6푼의 선장이 1줄이다.

상의(上衣)는 도식화에 의하면 경시장과 1등 순사

모두 깃의 형태가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이고

허리에 절개선이 있으며 앞 중앙에서 이중으로 여미

는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double-breasted jacket)이

다. 경시장의 경우 깃의 가장자리와 평행으로 의령장

이 들어가고, 소맷부리와 평행으로 수장이 들어간다.

단추는 앞길 중앙에 8개가 두 줄로 총 16개가 달려

있고, 뒷길 하부에 장식으로 총 6개가 있다. 순사의

경우 의령장이 없고 수장이 경시장과 마찬가지로 소

맷부리와 평행으로 들어간다. 도식화를 보면 앞길에

단추가 없으나, ‘경시청 복제’ 제정부터 약 1년 후인

1875년(명치8) 2월 3일에 순사 제복의 상의 길이를

규정한 그림10)에 의하면 단추가 한 줄 달려 있다

(<Fig. 1>). ‘경시청 복제’ 순사 상의 도식화 앞면에

단추가 왜 그려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10) 1875년 2월 3일 경시청 문(文) 제18호 ‘순사 제복 상

의(上衣) 치수’,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
명치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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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길에는 하부에 단추가 경시장과 마찬가지로 총

6개 달렸다. 그리고 경시장과 달리 뒷길 허리부분 왼

쪽에 단추가 달린 부분이 있는데, 칼이나 경찰봉 고

정용으로 추측된다.

의령장[襟章]은 경시장이 금 너비 5푼 1줄과 너비

2푼 2줄이다. 대경시와 권대경시의 의령장은 금 너비

5푼 1줄은 경시장과 동일하고 너비 2푼이 1줄로 경

시장보다 1줄 적다. 소경시․권소경시의 의령장은 금

너비 5푼이 1줄만으로 너비 2푼의 선이 없어졌다. 대

경부․권대경부의 의령장은 금 너비 3푼이 1줄이다.

소경시․권소경시와 비교하면 줄 수는 같지만 선의

너비가 좁다. 중경부․권중경부와 소경부․권소경부

의 의령장은 대경부․권대경부와 동일하다. 1등부터

4등까지 순사는 의령장이 없다.

경시장의 수장(袖章)은 금 너비 1치의 선이 1줄이

고 너비 5푼의 선이 3줄이다. 대경시․권대경시와 소

경시․권소경시의 수장은 1치의 선이 경시장과 동일

하고, 5푼의 선이 1줄씩 줄어든다. 대경부․권대경부

의 수장은 금 너비 3푼의 선이 4줄이고, 중경부․권

중경부는 3줄, 소경부․권소경부는 2줄이다. 순사의

수장은 황(黃)색이고 1등순사의 경우 너비 5푼의 선

이 1줄, 너비 2푼이 3줄이다. 5푼의 선은 2등순사 이

하도 동일하고, 2푼의 선이 2등 순사가 2줄, 3등 순

사가 1줄, 4등 순사에는 없다.

단추[鈕釦]는 경시장부터 권소경부까지 동일한데

벚꽃 조각[櫻彫]이 들어가는 지름 7푼의 금단추이며

순사는 검은색으로 감싸고[黑包] 크기는 동일하다.

바지[袴]는 허리 벨트 부분 뒷면에 V자형의 홈이

있으며 관원의 경우 앞면 벨트 부분에 단추 4개가

있다. 선장(線章)은 허리에서 부리까지 옆선에 수직

으로 댄다. 경시장의 선장은 금으로 된 너비 3푼의

선이 2줄이고 대경시․권대경시와 소경시․권소경시

도 동일하다. 대경부․권대경부와 중경부․권중경부,

소경부․권소경부은 1줄이다. 순사의 선장(線章)은

황색이고 너비 7푼의 선이 1줄이다.

3. ‘경시청 복제’의 특징
‘경시청 복제’에서 관등의 차이를 나타내는 방식은

의복의 형태가 아니라 계급장이다. 계급장의 형태와

색이 등급별로 상세히 나누어져 있어서 이들로 등급

을 가시화시켰다. 의복의 기본형태는 동일하면서도

계급장으로 등급을 나타내는 방식은 근대에 도입된

서양식 제복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대만총독부 관리

들의 제복은 견장(肩章)이나 단추, 수장 등으로 신분

을 나타냈으며 그들은 상당히 화려했으므로 멀리서

봐도 한눈으로 그 사람의 등급을 판별할 수 있었다

고 한다(Okamoto, 2008). ‘경시청 복제’도 모자, 상

의, 바지의 기본형태가 동일하며, 감색 바탕에 금과

은, 황색의 계급장으로 눈에 띄게 등급을 가시화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등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시스템 중 하나는 계급장

의 색이다. 모자에서는 경시청 관원의 금(金)과 순사

의 은(銀), 의령장[襟章]과 수장(袖章), 바지 선장

(線章)에서는 경시청 관원의 금(金)과 순사의 황

(黃)으로 구별되었다. 또 하나는 선의 수와 너비이다.

선으로 표현되는 계급장은 기본적으로 관등이 올라

갈수록 선이 넓어지고 줄 수도 많아지며 관등이 내

려갈수록 선이 좁아지고 줄 수가 줄었다. 의령장[襟

章]의 경우 경시청 관원에만 의령장이 있고 순사에

는 의령장이 없어서 계급장의 유무로도 관등이 구별

되었다.

등급의 차이를 가장 상세하게 규정한 부위는 수장

(袖章)이었는데, 등급마다 계급장이 모두 달라 총 10

단계가 있었다. 이는 깃이나 모자에 비해 소매가 의

복 구성상 공간적으로 선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부위

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장 외의 계급장은 몇 가

지 직함이 동일한 계급장으로 규정되어 모자의 경우

5단계, 의령장의 경우 4단계, 바지의 경우 3단계로

구분되었다.

무늬는 단추에만 사용되었는데 벚꽃무늬이다. 복

식에 나타나는 상징적 무늬의 역할은 전근대와 근대

에서 차이가 있는데, Mok(2008)은 그 차이를 대내

적․대외적 차이로 고찰하였다. 즉 조선시대 흉배의

상징은 대내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충족했던

반면 대한제국기 문관복은 대외적으로도 국가 정체

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능을 갖추었다고 한다. 경찰

복의 경우 근대국가를 상징하는 의도로 대내적과 대

외적 양쪽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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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무늬[櫻紋]는 일본에서 12세기경부터 무늬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성(姓)이 벚꽃과 관련이 있는

씨(氏)가 이를 가문(家紋)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러나 가문으로 사용된 예는 비교적 적어 에도시대

다이묘[大名]들 중 이를 가문으로 사용한 씨는 셋

밖에 없었다(Numata, 1926). 그러므로 벚꽃무늬는

에도시대에 국가의 대표적인 문장은 아니었지만 근

대에 들어서 국가 개념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근대적 제복 중 벚꽃무늬가 처음 사용된 것

은 1870년 11월 5일에 제정된 ‘제복(制服)’11)이다. 제

복은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이 비상시 혹은 여행시

에 착용하도록 제정된 복제이며, 단추에 벚꽃무늬가

사용되었다. 근대 국가의 제복에 사용된 벚꽃무늬는

국가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

시청복제 단추에 들어간 벚꽃무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시청 복제’는 복제를 규정한 표의 내용이 아주

간략해서 의복의 제작방식, 계급장의 소재와 제작방

식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복식 종류가 모자

와 상의, 바지만으로 구성되어 장신구나 외투 등의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복제가 최소한의 규정에 머

무른 점 또한 ‘경시청 복제’의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경시청 복제’는 동일한 의복형태를

바탕으로 계급장으로 신분 등급을 가시화시키는 근

대 서양식 제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계급장은

색과 형태로 등급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근대적 국가

상징무늬 즉 벚꽃무늬가 사용되었다. 다만 법령 규정

은 간략해서 최소한의 규정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다.

Ⅲ. ‘경시청 복제’의 개정
1874년에 제정된 ‘경시청 복제’는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정비되어 갔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개정 과정 중 특징적인 사항을 추출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1870년 11월 5일 태정관포고 제800호 ‘제복(制服)을

정함’,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3년.

1. 일장(日章)무늬의 등장
1874년에 제정된 ‘경시청 복제’에 사용된 무늬는

단추에 사용된 벚꽃무늬만 있었으며 모표(帽標)는

철교 모양이나 X자 모양 등 관등마다 차이가 있는

직선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모표에 일장

(日章)무늬가 들어가게 되었다. 1877년 10월 예모 휘

장 개정에서 모표(帽標)가 관등에 따른 차이 없이

모두 일장(日章)으로 통일되었다12). 재질은 경시(警

視)가 금, 경부(警部)와 경부보(警部補)가 놋쇠[真

鍮], 순사가 백동(白銅)으로, 모양이 아니라 재질로

차등이 주어지게 되었다.

일장무늬는 일본에서 예부터 태양을 신으로 신앙

했던 데에 유래하며 12세기경부터 무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854년에 에도막부[江戶幕府]가 일본선(日

本船)과 외국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장기를 달게

한 것이 일장기가 일본을 대표하게 된 처음이라고

한다(Numata, 1926). 1870년에는 일본의 국기로서

일장기가 제정되었다13). 일장무늬에는 단순한 원형과

빛의 줄기를 추가한 일족(日足)이 있는데, 경찰복에

사용된 일장무늬는 이 일족에 해당된다.

일본에서 근대에 제정된 서양식 제복 중 일족이

있는 일장무늬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70년 12월에

제정된 육군 복제이며 모표에 사용되었다14). 앞에서

보았듯이 근대 국가가 제정한 복제에 들어가는 무늬

는 국가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장무늬는 일본 국기에도 사용되는 무늬이므

로, 국가 기관인 경찰 제복에 일장무늬를 도입한 데

에는 경찰의 권위를 대내적․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후술할 1881년 경시청

관원 정복(正服) 제정시에는 기존에 벚꽃이었던 단

추의 무늬도 일장으로 바뀌면서15) 경찰복제도에 사

12) 1877년 10월 6일 태정관달 제73호 ‘경찰관 이하 예모

전장(前章) 개정’,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10년.

13) 1870년 5월 15일, 태정관 포고 제355호 ‘육군 국기장

및 제기장 등 제정’,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3년.

14) 1870년 12월 22일, 태정관 포고 제957호 ‘육군 휘장

(徽章)’,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3년.

15) 1881년 12월 17일 태정관달 제106호 ‘경시총감 이하

정모(正帽) 정복(正服) 표(表) 도식(圖式)’, Hourei-
zensyo [法令全書] 명치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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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무늬가 모두 일장으로 통일되었다. 현재도 일

본 경찰복에는 일장무늬가 들어가는데 그 기원은 명

치시대 전기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시청 관원 약복 제정과 예복체계의 정비
경찰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등이 있는 경

시청 관원(官員)과 관등이 없는 순사(巡査)로 구별

된다. 경시청 복제는 1874년에 경시청 관원과 순사

복제가 동시에 제정되었다가 개정과정에서는 제도가

구별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경시청

관원 복제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1874년 ‘경시청 복제’는 평상복과 예복의 구별이

없었지만, 개정과정에서 그 구별이 나타나게 된다.

1876년 4월에는 감독(監督), 순시(巡視) 등을 할 때

약모복(略帽服)을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16). 법령에

는 약모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그 다음 달에는 약복 착용방법이 규정되어17) 여기에

서 약복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약복이란 동색(同色)

의 조끼와 백색의 셔츠를 입고 흑색의 금식(襟飾)을

달며 흉부의 옷깃을 여는 차림이며 통상예복(通常禮

服)에 준하는 차림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

색이란 상의와 바지가 같은 색이라는 뜻이고 금식이

란 넥타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약

복이란 특정 제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착용되었던

양복차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9월에는 경시청 관원의 제복(制服)을 예

복(禮服)으로 하고 약복(略服)을 제복(制服)으로 개

정하고 제복을 통상예복으로 겸용한다고 규정하였

다18). 경시청 관원의 제복이란 1874년에 제정된 ‘경

시청 복제’로 생각되는데 이 복제가 예복이 되었고,

평상복은 기존의 약복이고 이것을 앞으로 제복이라

16) 1876년 4월 8일 졍시청 1-제61호 ‘약모 복제를 정하고

착용시 유의사항’,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
書] 명치9년.

17) 1876년 5월 20일 졍시청달 제101호 ‘약복 착용 방법,

통상예복(通常禮服)에 준함’,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 명치9년.

18) 1876년 9월 13일 경시청달 제86호 ‘본청 관원 제복을

예복 약복을 제복으로 정함’,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 명치9년.

고 부른다는 내용이다. 이로부터 약 2년 후인 1878년

10월에는 경시청 관원의 약복이 도식화와 함께 새로

규정되었다19). 도식화는 상의 앞․뒷면만 제시되었고

도식화 옆에 한 줄 설명이 있는데, 옷감은 감색 또는

흑색 바탕이고 천으로 감싼 단추[包釦]를 10개 단다

고 되어 있다. 약복의 도식화는 <Fig. 2>와 같다.

<Fig. 2> Yakbok[略服] of Keisicho officials in 1878

(Keisicho-tassi-zensyo, 1878, p. 21)

도식화를 보면 깃이 턴다운 칼라(turndown collar)

이고 앞 중앙 단추는 5개씩 두 줄이며 허리에 절개

선이 없는 재킷형이다. 1874년의 ‘경시청 복제’ 즉 당

시 예복(禮服)과 비교하면 앞 중앙에서 이중으로 여

미는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double-breasted jacket)

인 점은 동일하나 깃 형태와 허리 절개선 유무가 다

르며 주머니가 있는 등 보다 실용적인 디자인인 것

을 알 수 있다.

1879년 4월에는 개정이 잦아 혼란스러워진 복제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경시청 복제가 개정되었다20). 복

제표와 도식화로 규정되었는데 경시청 관원의 복제

는 예복(禮服)과 제복(制服), 약복(略服)의 세 가지

가 되었다. 예복은 기존의 예복 즉 1874년 ‘경시청

복제’와 동일한 형태이며, 제복은 예복과 같은 형태

인데 다만 상의와 바지에 계급장이 없으며 단추도

검은색으로 감싼 단추(黑包)이다. 약복은 1878년에

제정된 것과 동일하다. 이 복제는 예복이 대례복, 제

복이 통상예복, 약복이 평상복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

19) 1878년 10월 17일 경시청달 제148호 ‘경시 이하 경부

시보(警部試補) 이상 약복 창정(創定)’, Keisicho-
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 명치11년.

20) 1879년(명치12) 4월 25일 경시본서달 제57호 ‘당국 복

제 및 기 제등 휘장 개정’, Keisicho-tassi-zensyo [警
視庁達全書] 명치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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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1881년 12월 13일에는 순사총장(巡査總長) 이하

약복이 제정되었다21). 동경경시청은 1877년(명치10

년)에 폐지되어 내무성 산하가 되었다가 1881년(명

21) 1881년(명치14) 12월 13일 경시청달 제123호 ‘순사총

장 소방사령장 이하 약복 제정’,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 명치14년.

치14) 1월에 다시 설치되었는데, 그 때 경시청에는

본청과 순사본부, 경찰서, 소방본서, 감옥서가 있었

다22). 1881년 12월에 제정된 순사총장 이하 약복은

복제표에 제시된 직함으로 보아 순사본부와 소방본

서 관원들에게 해당되는 복제로 보이는데 기존 약복

22) 1881년 1월 14일 태정관달 제1호 ‘경시청을 두고 관등

봉급 제정’,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14년.

Uniform

System

Occasions

Uniform System of

Keisicho in 1874

Yakbok[略服] system

legislated in 1878

Keisicho uniform system

amended in 1879

Jeongbok[正服] system

legislated in 1881

Daeryebok

[大禮服]

<Fig. 3>

Jebok[制服]

(Hourei-zensyo, 1874,

p. 1379)

<Fig. 4>

Jebok[制服]

(Hourei-zensyo, 1874,

p. 1379)

<Fig. 5>

Ryebok[禮服]

(Keisicho-tassi-zensyo,

1879, p. 69)

<Fig. 6>

Jeongbok[正服]

(Hourei-zensyo, 1881,

p. 345)Tongsang

ryebok

[通常禮服]

<Fig. 7>

Jebok[制服]

(Keisicho-tassi-zensyo,

1879, p. 78)

Pyeongsang

bok[平常服]

<Fig. 8>

Yakbok[略服]

(Keisicho-tassi-zensyo,

1878, p. 21)

<Fig. 9>

Yakbok[略服]

(Keisicho-tassi-zensyo,

1879, p. 79)

<Fig. 10>

Yakbok[略服]

(Keisicho-tassi-zensyo,

1879, p. 79)

<Table 2> Changes of Keisicho officials Formal Wear System in Early Meiji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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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다른 부서에서는 유지되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약복제도는 기존 약복제도와 비교하면 의복

의 형태는 동일하나 흑모사(黑毛絲)의 수장(袖章)이

있는 점과 단추가 금일장(金日章)인 점이 다르다.

3일 후인 12월 16일에는 약복 제정으로 종전의 제

복(制服)을 다음해 1월 1일 이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다23). 이 제복 또한 순사본부와 소방본부에서만 폐

지된 것인지, 다른 부서에서도 폐지된 것인지 이 규

정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 다음날 12월 17일에는 경시총감 이하 정복(正

服)이 제정되었다24). 이 복제는 복제표와 도식화로

규정되었는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 예복(禮服)

즉 1874년 ‘경시청 복제’와 동일하다. 그런데 복제표

다음에 제시된 범례에 의하면 정복은 대례복과 통상

예복으로 착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 제복(制

服)은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을 알 수 있다.

1885년 10월에는 경시청 관원의 약복이 개정되었

다25). 이 약복은 1881년에 제정된 순사총장이하 약복

과 내용이 동일하다.

1874년 ‘경시청 복제’ 제정 이후 예복체계의 변천

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를 보면 1874년 ‘경시청 복제’ 제정 당

23) 1881년 12월 16일 경시청달 제127호 ‘제복(制服)제 폐

지’,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 명치14년.

24) 1881년 12월 17일 태정관달 제106호 ‘경시총감 이하

정모(正帽) 정복(正服) 표(表) 도식(圖式)’, Hourei-
zensyo [法令全書] 명치14년.

25) 1885년 10월 22일 경시청달 제55호 ‘경시총감 이하 약

복 및 외투 등 제정’,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
全書] 명치18년.

시에는 예복과 평상복의 구별 없이 모든 경우에 제

복을 착용했는데, 1878년의 약복 제정으로 기존 제

복이 예복이 되고, 새로 규정된 약복이 평상복이 되

었다. 그리고 1879년에 복제가 정리되면서 예복․제

복․약복의 세 가지 종류가 되었다가, 1881년 정복

제정으로 예복과 제복이 정복으로 통일되었다. 그리

하여 예복인 정복, 평상복인 약복으로 체계가 확립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순사 복제 개정
순사 복제는 1874년 ‘경시청 복제’에서 경시청 관

원과 동시에 제정되었다가 그 후 개정과정에서 경시

청 관원 복제보다 간소화된 복제로 정비되어 갔다.

1877년 10월 예모 휘장 개정26)에서 경시청 관원과

함께 모표(帽標)가 일장(日章)이 되었으며 재질로

차등이 주어졌는데 경시청 관원의 금과 놋쇠에 비해

순사는 백동(白銅)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예모(禮

帽) 선장(線章)이 개정되었는데27), 순사의 선장이 기

존 은색에서 노란색이 되었다.

1879년(명치12) 6월에는 순사의 제복(制服)이 새

로 제정되었고28), 기존 1874년 ‘경시청 복제’의 순사

제복은 예복(禮服)이 되었다. 법령에는 옷감 재질과

26) 1877년 10월 6일 태정관달 제73호 ‘경찰관 이하 예모

전장(前章) 개정’,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10년.

27) 1877년 12월 28일 태정관달 제104호 ‘경찰관 이하 예

모 횡선(橫線) 개정’,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
10년.

28) 1879년 6월 27일 태정관달 제28호 ‘경시국 순사 예복

제복 제정’,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12년.

<Fig. 11> Uniform of Sunsa in 1879

(Hourei-zensyo, 1879,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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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앞․뒷면 도식화가 제시되었는데, 순사 제복 도

식화는 <Fig. 11>과 같다.

<Fig. 11>을 보면 기존 1874년 ‘경시청 복제’ 즉

예복은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이고 허리에 절

개선이 있는 더블 브레스티드(Double-breasted) 재킷

이었는데 이번에 제정된 제복은 같은 스탠딩 칼라

(standing collar)이지만 허리에 절개선이 없는 재킷

형태이다. 그리고 예복에는 없던 주머니가 왼쪽 가슴

과 아래쪽 좌우에 달려 있으며 예복 뒷면 아래쪽에

있던 단추 장식이 없다. 제복은 예복에 비해 디자인

상 간략화 되었으며 주머니의 부착으로 기능성이 더

해지는 등 실용적인 의복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제복 제정 다음해인 1880년 10월에는 순사 예복이

폐지되었으며29) 모자와 제복을 개정하고 예복과 겸

용하도록 했다. 즉 순사의 복제는 1879년에 제정된

제복(制服) 하나가 되고 1874년 ‘경시청 복제’는 순

사 복제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모자 선장(線章)은 1

등순사부터 4등순사까지 차등이 있던 것이 모두 같

은 노란색 1푼 4줄로 통일되었으며, 상의와 바지에는

선장이 없어졌다. 1880년 10월에 개정된 순사 제복

도식화는 <Fig. 12>와 같다.

29) 1880년 10월 29일 태정관달 제56호 ‘경시국 순사 예복

폐지, 제모제복을 개정하고 예복과 겸용하게 함’,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13년.

이상과 같이 순사 복제는 1874년 ‘경시청 복제’에

서 제정되었다가 1877년에 모표(帽標)가 백동(白銅)

일장(日章)이 되었으며, 모자 선장(線章)이 노란색이

되었다. 1879년에는 순사 제복이 새로 제정되면서 기

존 제복 즉 1874년 ‘경시청 복제’의 순사 복제가 예

복이 되었으며, 그 다음해에는 예복이 폐지되고 제복

만 남게 되었다. 이 제복은 상의의 형태가 실용적인

디자인이었고 예복과 평상복의 차이가 있는 경시청

관원의 복제와 달리 한 가지로 예복과 평상복으로

통용되었다.

4. 부수적 복식의 정비
1874년 ‘경시청 복제’에서는 모자와 상의, 바지의

세 가지 복식만 제정되었으나, 그 후 부수적인 복식

으로 모자에 씌워서 비나 햇빛을 막는 우복(雨覆)과

일복(日覆), 그리고 외투(外套) 등이 추가로 규정되

었다.

경시청 관원의 경우 1874년 2월에 제모(制帽)에

씌우는 우복(雨覆)이 제정되었는데30) 법령에 제시된

도식화는 <Fig. 13>과 같다. 또한 1876년에는 우의(雨

衣)가 제정되었다31)(<Fig. 14>). <Fig. 14>를 보면 외

30) 1874년 2월 10일 경시청달 제20호 ‘경시청 관원 우복

통일’,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 명치7년.

<Fig. 12> Uniform of Sunsa in 1880

(Hourei-zensyo, 1880, pp. 5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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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는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의 긴 코트형이다.

1885년 10월에는 약복 개정과 함께 외투, 우복(雨

覆), 일복(日覆)도 규정되었다32). 외투는 기존 우의

(雨衣)와 기본 형태가 동일한데 옷길이가 길어졌으

며, 우복은 도식화를 보면 기존의 모양과 다른 후드

형(hood)이 되었다. 일복(日覆)은 외투와 우복의 흑

감색(黑紺色)과 달리 흰색이다. 법령에 제시된 도식

31) 1876년 6월 27일 경시청달 제14호 ‘판임관 이상 우의’,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 명치9년.

32) 1885년 10월 22일 경시청달 제55호 ‘경시총감 이하 약

복 및 외투 등 제정’,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
全書] 명치18년.

화는 <Fig. 15>와 같다.

순사의 경우 1879년에 경시청 복제가 개정을 거듭

해 혼란해져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모든 복제가 개정

되었을 때33), 모복(帽覆)과 외투가 규정되었다. 모복

과 외투 형태는 경시청 관원의 1874년 우복과 1876

년 우의와 동일하다. 1884년(명치17)에는 우복(雨覆)

의 형태가 1885년 경시청 관원 우복과 같은 후드형

으로 바뀌었다34). 그 다음해인 1885년 11월에는 순사

33) 1879년(명치12) 4월 25일 경시본서달 제57호 ‘당국 복

제 및 기 제등 휘장 개정’, Keisicho-tassi-zensyo [警
視庁達全書] 명치12년.

34) 1884(명치17) 6월 27일 경시청달 제44호 ‘간수장(看守

<Fig. 13> Rain Hood of Keisicho

Officials in 1874

(Keisicho-tassi-zensyo, 1874, p. 12)

<Fig. 14> Rain Coat of Keisicho Officials in 1876

(Keisicho-tassi-zensyo, 1876, pp. 141-142)

<Fig. 15> Coat, Rain Hood and Sun Hood of Keisicho Officials in 1885

(Keisicho-tassi-zensyo, 1885,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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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투, 우복, 일복, 그리고 망토형의 견괘(肩掛)가

새로 제정되어 종전의 제도는 모두 폐지되었다35). 법

령에 제시된 도식화는 <Fig. 16>과 같다. <Fig. 16>을

보면 우복과 일복의 경우, 이보다 한 달 전에 제정된

경시청 관원의 것과 형태가 동일하다. 외투는 주머니

와 뒷면 허리부분 등 세부적인 디자인만 약간 다르

며, 경시청 관원 복제에서 제정되지 않았던 견괘(肩

掛)가 추가되었다.

이상과 같이 모자와 상의, 바지 외의 부수적 복식

으로서 경시청 관원의 경우 먼저 우복과 우의가 제

정되었으며, 그 후 외투와 우복, 일복의 제도로 정리

되었다. 순사의 경우 외투와 우복, 일복 외에도 견괘

의 제도도 갖추어졌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근대화시기 서양식 제복의 도입과 개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 명치 전기 경찰복제도

를 사례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시청에서의 서양식 제복 도입인 1874년 ‘경

시청 복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

長) 순사 모우복 개정’,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
達全書] 명치17년.

35) 1885년 11월 21일 경시청달 제65호 ‘순사 간수(看守)

외투 등을 정함’,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
書] 명치18년.

을 알 수 있었다. 모자와 상의, 바지의 기본형태는

동일하면서도 모장(帽章)과 선장(線章) 등 계급장으

로 등급을 가시화시키는, 근대 서양식 제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계급장은 금과 은, 황색으로 된 색상

의 차이와, 선의 넓이와 수, 또는 계급장의 유무로

등급의 차이를 나타냈다. 등급의 차이를 가장 상세하

게 나타낸 부분은 수장(袖章)이었다. 근대 국가 상징

의 의미를 가지는 무늬로는 벚꽃무늬가 사용되었으

며, 복제는 제작방식이나 외투 등의 규정 없이 최소

한의 규정에 머물렀다.

둘째, 복제의 개정과정은 1874년에 도입된 복제가

정비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특징적인 사항으로

일장(日章)무늬의 등장과 경시청 관원의 예복체계

정비, 순사 복제 정비, 부수적 복식의 정비를 들 수

있었다. 일장무늬는 벚꽃무늬에 대체되는 무늬로 모

장(帽章)과 단추에 사용되었다. 일장무늬는 국기에도

사용되는 국가 상징무늬였으며, 현재도 일본 경찰복

에 사용되는 경찰의 상징이기도 하다. 경시청 관원의

복제는 1874년 ‘경시청 복제’ 제정 당시 예복과 평상

복의 구별 없이 모든 경우에 착용되었는데, 1878년의

약복(略服) 제정으로 기존 제복(制服)은 예복(禮服)

이 되고, 새로 규정된 약복은 평상복이 되었다. 그리

고 1879년에 복제가 정리되면서 예복․제복․약복의

세 가지 종류가 되었다가, 1881년 정복(正服) 제정으

로 예복과 제복이 정복으로 통일되었다. 그리하여 예

복인 정복, 평상복인 약복으로 경시청 관원의 예복체

　　　

<Fig. 16> Coat, Rain Hood, Sun Hood and Cape of Sunsa in 1885

(Keisicho-tassi-zensyo, 1885,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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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확립되었다. 순사의 경우 1874년 ‘경시청 복제’

제정 이후 모표(帽標)와 선장(線章)의 개정을 거쳐

1879년에는 순사 제복(制服)이 새로 제정되면서 기

존 제복 즉 1874년 ‘경시청 복제’의 순사 복제가 예

복이 되었으며, 그 다음해에는 예복이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순사에게는 예복과 평상복의 구별 없이 제

복 한 가지의 복제가 되었다. 부수적 복식의 정비로

는 경시청 관원의 경우 먼저 우복(雨覆)과 우의(雨

衣)가 제정되었으며, 그 후 외투(外套)와 우복, 일복

(日覆)의 제도로 정리되었다. 순사의 경우 외투와 우

복, 일복 외에도 견괘(肩掛)의 제도도 갖추어졌다.

이와 같이 일본 명치전기 경찰복제도는 1874년

‘경시청 복제’를 통해 도입된 이후 국가상징무늬의

부여, 예복체계 정비, 신분 등급에 따른 복제의 분리,

부수적 복식의 추가로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였다.

이는 동양권에서 서양식 제복 도입과 정비과정의 사

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양권 각 나라의 서양식 제

복 도입과정 연구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군복 등 기타 제복과의 비교, 시간적으로 앞

뒤 시대와의 비교, 지역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가간

의 비교를 다룰 수 없었던 한계점을 가진다. 이 부분

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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