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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municipal police is in contrast to the national police, which is 

in charge of the overall people. With increased localization, the need for a 

municipal police system is emphasized in each reg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role of municipal police uniform considering the change in security 

from the national to the local level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The study investigators developed the concept of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and decentralized self-governing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research. The investigators analyzed 

the design of municipal police uniform by reviewing the systems in several 

other countries. The results revealed specific formative features of municipal 

police uniform such as representative ambivalence, expression of visual 

language, manifest visibility, and 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municipal police uniform is adapted to changes in local government requiring a 

shift of awareness on to municipal police compared with the existing national 

police. The creation of a municipal police uniform enhances the efficiency of 

work by projecting a resident-friendly image, social support and cooperation, 

which play a huge role in illustrating the exemplary service to promote a stable 

and peaceful society lo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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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본 연구는 년 전국적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2021

에 따라 전체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에서 지역주

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로 변화되는 데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제복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전체 . 

국민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 분, 

권의 이념에 의해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의 소속 경찰

로 그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담당하는 경찰을 말한다. 

한국의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이다 자치경찰제도는 .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언급되었으며, 

년 월에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시범시행기간을 거쳐 2006 7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채택되고 있다 년 월에는 자치. 2019 2

경찰제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년부터 개 광역지2019 5

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년에는 , 2021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방분권에 따른 . 

지역화가 대두되면서 각 지역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복은 소속된 조직이나 기관의 상징성이 반영되는 복제  

이며 조직이나 기관의 정체성의 표현하고 착용자의 근무 능

률을 높여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자치경. , 

찰제의 전국적 시행에 따른 국가경찰과 대별되는 자치경찰

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제복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이다.

자치경찰제복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전무한 상태로 자치경  , 

찰과 국가경찰제복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어진 상태이다 자. 

치경찰에 대한 선행연구는 처음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언급

되었던 김대중 정부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연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했던 노무현 정부 이, 

후로 많은 수량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치경찰. 

제를 실시한 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시행 후의 문제점과 10

선진 국가들의 자치경찰 제도와의 비교 분석 국내 자치경찰 , 

제도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최근 년간인 년부터 . 5 2014

년까지는 연구는 학위논문은 편 학술지 논문 편 2018 93 , 466

등 여 편으로 자치경찰 시행 후의 문제점과 전국적 시행600

을 위한 구체적 제안들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경찰제복에 대한 연구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의 경찰제복의 변화를 연구한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 ‘

의 경찰제복 고증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Park, 2019)’, ‘

경찰제복 연구 와 경찰제복의 이미지를 분석한 (Lee, 2015)’

경찰 제복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교통경찰제‘ (Paek, 2010)’, 

복을 연구한 우리나라 교통경찰 제복의 시인성 연구‘ (Kim, 

시각연어로서의 교통경찰관복의 디자인 특성 연구1998)’, ‘

으로 총 편의 연구가 진행된 상태(Lee & Guem, 2008)’ 19

로 자치경찰제복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에 관한 관련서  

적과 학술 학위논문 연구 정책 보고서를 활용한 문헌연구와 · , ·

관련 웹사이트를 기초로 국내외 자치경찰제도 사례 현황을 

통한 자치경찰제복을 분석했다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개념을 확립하고 국가경찰  , , 

과 자치경찰의 비교를 통한 장 단점 비교하였다 국내는 자· . 

치경찰제의 시범실시에 이어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에 자치경찰제에 관한 해외 동향을 살피기 위해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자치경찰제 실시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자치경. , 

찰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 되었을 당시에 벤치마킹되었던 프

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자치경찰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 , 

제주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복을 분석하였다 셋째 프랑스. , , 

이탈리아 스페인과 제주 자치경찰제복에 나타난 조형적 특, 

징을 도출하였다.

연구범위로는 자치경찰 복식은 자치경찰모 자치경찰제복  , , 

계급장 표지장 자치경찰화 자치경찰장구 및 그 부속물로 , , , 

분류되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연구대상을 기관의 정체, 

성을 가장 잘 표현되는 정복과 노출의 빈도가 많은 근무복, 

외근조끼로 제한하였다 또한 다른 유사 경찰조직과 비교하. , 

여 자치경찰을 확인할 수 있는 자치경찰 표지장과 휘장 계, 

급장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색상은 관용색 색. 

상표에 의거하여 관용색명으로 표기하였으며 연구대상연도, 

는 년부터 년까지 최근 년간으로 제한하여 기간 2015 2019 5

내 자치경찰제복 디자인 사례를 취합해 자치경찰제복의 특

성을 연구하였다.

자치경찰제복 연구는 자치경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  

께 국가경찰에 대별되는 자치경찰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지

방자치단체별로 차별되는 자치경찰제복 디자인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자치경찰의�정의�및�역할.�Ⅱ

경찰의�정의�및�분류1.�

경찰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에서 라틴어로 진화한 ‘politeia'

것으로서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이상적인 상태 국, , 

가 헌법 국가활동 등을 의미하는 다의적인 말이었다· , (Lee & 

세기에는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국Geum, 20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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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세기에서 세기 전반까지, 17 18

는 지금의 내무행정인 치안작용과 복리작용을 담당하는 경

찰이었다 세기 이후 법치국가가 성립에 의해 국민의 치. 18

안유지만을 담당하는 근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성립되었

다 세기말부터 세기에 걸쳐서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 19 20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됨에 따라

서 현재의 경찰의 의미가 확립되었다.

경찰의 분류는 존재목적과 권한시점 경찰권 행사의 주체  , , 

경찰 유지 직권의 주체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존재목적. 

에 의해 사법 경찰과 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되며 이는 사

법경찰과 구별되는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권한 시점에 의해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나눠지. 

고 경찰권을 행사하는 주체에 따라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 

분류된다 경찰 유지 직권의 책임과 권한이 국가기관에 있는 . 

경우는 국가경찰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는 자치경찰로 

분류된다 이 논문의 연구주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경찰과 자. 

치경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경찰1) 

국가경찰의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

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일련의 권력 작용을 의미하며 형식, 

적 경찰의 의미는 경찰조직에서 수행하는 사무나 역할을 통

틀어서 일컫는다 국가경찰은 효율성과 집행력(Shin, 2017). 

Table� 1.� National� Police� System� and�Municipal� Police� System

National� Police� System Municipal� Police� System

Organization 

Operation

 The nation has authority of the police 

system. 

 It directs and supervises national police

 The nation will bear all costs of police 

operations

  Local government has police rights and 

police activities in local areas

 Local government bears costs of police 

operations

Advantages

 Excellent efficiency and executive power

 Nationwide balanced police service

 Close coordination and uniformity among 

police agencies

 Police activities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Strong cooperation and solidarity among local 

residents

 High sense of local belonging

Disadvantages
 Bureaucracy of police organization

 Low understanding of local specificity

 Different local government security services

 Nationwid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difficulties

 Possibility of indigenous corruption

이 우수하며 경찰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로 업무의 통일성을 

갖춘 탁월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균일한 경찰 서. ,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경찰은 획일적인 운영에 . 

의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와 행정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함으로 인해 특수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경찰 조, 

직의 관료화 가능성도 있다.

자치경찰2) 

자치경찰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통제되며 지방자치단체, 

의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담당하는 경찰을 지

칭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통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원인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자치경. 

찰은 주민과의 협력 및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경찰 자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한 지역 소속감이 높아 국가경찰에 비해 조직의 탄력적인 , 

운영이 기대되고 국가 재정 부담감이 경감된다는 점이 자치, 

경찰제의 우수성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범죄예방과 대응. , 

에 있어 전국적인 협조와 조정에 곤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토착비리의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다(Table 1). 

자치경찰의�현황2.�

국내 자치경찰 1) 

한국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을 근간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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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년 시범적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년 개 , 2007 2019 5

광역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계

기로 이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국내 자치경찰은 지역적 . 

특성을 고려한 치안 행정 실현으로 치안 역량의 저변 확대

와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에 집중된 행정조직이다 이것은 년 월 국회에서 지. 2003 12 ‘

방분권 대 특별법 중 지방분권특별법 에 의해 교육 경찰3 ’ ‘ ’ , , 

재정 입법 등 자치권을 강화하도록 제정된 제도의 일환으, 

로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경, 

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및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권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행사된다.

자치경찰 법안은 노무현 참여정부 년 월 년   (2003 2 2008 2∼

월 기인 년 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실시하면) 2006 7

서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자치경찰 법안은 이명박 정부. 

년 월 년 월 기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2008 2 2013 2 ) , ∼

년 월 문재인 정부 년 월 현재 의 대통령 직2018 11 (2017 5 )∼

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에 대한 도입 방안이 공개되면서 진척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년 시험 실시에 이어 년 전2019 2021

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자치경찰2) 

해외 각국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로 분류가 

되며 모든 국가들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제도는 영미법계의 종주국으로 전통적으로 지  ‧
방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경찰로 대변된다 영, . 

국에서 런던은 특수치안 문제로 수도 경찰청에 의한 국가경

찰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년 수도 경찰청과 북아일랜, 2000

드 경찰은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변경되었다 영국 . 

경찰조직은 수도 경찰청 런던 시경찰(Metropolitan police), 

시경찰 특별시경찰(City of London police), (Count police), 

과 조합경찰(Country borough force) (Combined police 

로 분류된다force) (Shin, 2017). 

프랑스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군인경찰로 구  , 

분된다 국가경찰은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전국적으로 통제가 . 

가능한 국가보안경찰이며 자치경찰은 기초 지방단체인 시, ·

읍 면을 담당하고 도지사의 감독 하에 운영되어 군인경찰은 · , 

파리와 개현을 관할하고 지방 국가경찰의 형태를 취하는 3

일반 행정 및 경찰업무를 집행한다 프랑스의 경찰조직은 . 

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년 법에 의해 국가경찰의 1982 1995

개혁정책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년에는 인구 만 명 이, 1996 2

상의 도시의 경우는 국가경찰제를 채택하고 그 이하의 경우

는 자치경찰제로 실시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찰제도는 주를 국가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경찰  

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각 주는 국가의 권능을 가지고 . 

있기 때문에 주단위로 분화된 국가경찰제도라고 불리고 있

다 독일의 개주 중에 개의 주인 (Shin & Hong, 2013). 16 3

헤센 바텐 뷔르넴베르크 브(Hessen), - (Baden-W rttemberg), ü
레멘 주에서만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Bremen) . 

국가경찰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주의 법률에 의해 ,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도와 비슷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 내무부가 최상급 경찰관청이며. , 

내무장관이 경찰을 관리한다 그러나 경찰권의 비대화를 방. 

지하기 위해 민간인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며 민간인 경찰, 

청장이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 군인  (Polizia nazionale), 

경찰 재정경찰 이 있으며 이것(Carabinieri), (Finanza polizia) , 

은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류된다 국가경찰은 내무. 

장관 소속으로 중앙조직의 통할과 각 경찰기관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군인경찰은 국방장관 소속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 

보장받으며 군인과 헌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군인경찰. 

에서 발전된 재정경찰은 재무장관 소속으로 운영된다 자치. 

경찰은 특별지방행정기관 형태로 내무부의 조정 하에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주 도. (Polizia regione) · (Polizia 

시 의 자치경찰은 상하관provinciale) · (Polizia municipale)

계가 아닌 수평 관계를 형성되어 독립적인 업무 처리를 한

다.

스페인의 경찰제도는 년 경찰조직법  1986 (Ley origanica 

에 따라 de fuerzas y cuerpos del estado de la seguriadad)

중앙정부소속의 국가경찰 군인경찰(Policia nacional), 

자치경찰 로 분류되는 이(Guardia civil), (Policia municipal)

원 체제이다 군인경찰은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인구 만명 . 2

이하의 소도시나 농촌을 관할하며 전시나 계엄 하에서는 국, 

방부장관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국방부장관의 지휘하의 군인

경찰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소속의 주자치 경. 

찰 기초자치단체소속의 기초자치 경찰(Policia locale), 

로 구분된다 현재는 완전자치주인 바스(Policia municipal) . 

꼬 주의 에르짜인짜(Vasco) (la Ertzaintza en el Pa s Vasco), í
카탈루냐 주의 모쏘스 데스꽈드라(Catalu a) (los Mozos de ñ

나바라 주의 뽈 리씨아 포Escuadra en Catalu a), (Navarra)ñ
랄 등 자치주경찰이 치안을 (La Polic a Foral en Navarra)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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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다(Lee, 2017). 

미국의 경찰제도는 시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자치경찰제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찰조직은 연방경찰. 

주 경찰 자치 경(Federal law enforcement), (State police), 

찰 군 경찰 과 읍(Municipal police), (County Police) (town)

과 면 에 경찰을 포함하는 마을 경찰 로 (village) (Town police)

크게 단계로 분류된다 미국은 자치경찰인 지방경찰에서 5 . 

출발해서 주 경찰과 연방경찰이 창설되었다(Kang, 1994). 

미국의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위임된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 법률 및 시 조례를 집행하거나 치안 및 

교통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전국을 통합 관리하는 . , ·

일원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경찰제도의 분권화로 각각, 

의 경찰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

로 각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캐나다의 경찰제도는 연방경찰  (The royal Canadian 

주 경찰 자치경찰로 분mounted police), (Provincial police), 

류된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federal), (provincial), 

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그에 따르는 권(municipal)

한과 경계가 명확한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일. 

정한 인구를 가진 시나 읍지역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의무를 가진다 자치경찰은 개의 주인 온. 3

타리오 주와 퀘백 주 뉴펀드랜드(Ontario) (Quebec) , 

주에만 운영되며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지 (Newfoundland) , 

않는 주는 왕립캐나다의 연방경찰에 의해 주 경찰 및 지방

자치경찰 사무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Shin, 2013).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절충되어 있는   

통합형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크게 . 

상부와 하부로 분류할 수 있다 상부는 국가공안위원회 밑에 . 

Table� 2:� Municipal� Police� System� in� Major� Advanced� Countries

Police� System
United

� Kingdom
France Germany Italy Spain

United�
of� States�

Canada Japan
Republic�
of� Korea

System Type Municipal
Binary 

system

State unit 

municipal

Binary 

system

Binary 

system

Municipal/

Federation

Municipal/

Federation

Integrated 

system

National 

police

National Police ○ ○ ○ ○ ○ ○ ○ ○

Municipal 

Police
○ ○ ○ ○ ○ ○ ○ ○ ○

Municipal 

Police

Introduction 

Unit

Metropolitan Local State
Metropolitan/

Local

Metropolitan/

Local

Regardless 

of unit

State/City/ 

District
Metropolitan State/City

독립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국

가경찰과 하부는 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도도부현공안47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도도부현 자치경찰이 , 

자리 잡고 있다 국가경찰이 도도부현의 지방자치경찰들을 . 

개의 관구로 나누어 관구경찰본부 체제를 통한 직접 관리 7

감독하는 시스템을 취하는 국가 지방자치경찰제도라고 할 -

수 있다. 

주요 해외 국가들의 경찰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국내외�자치경찰제복의�조형성.� ·Ⅲ

자치경찰제복�정의�및�구성1.�

자치경찰제복의 정의 및 유래1) 

제복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규정되어진 일정 양식의 복장으

로 유니폼 이라고도 한다 유니폼은 라틴어의 우누(uniform) . 

스 와 포르마 에서 생긴 합성어로 일정한 형태(unus) (forma)

나 외양을 말한다 유니폼은 현대 사회에서 요(Kim, 1998). 

구되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갖게 하여 

복잡한 사회로부터 질서를 세우는 시각적 상징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의 경향이 인간중심 문화(Kim, 2003). , , 

중심의 디자인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

하고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반영되기도 한다, (Noh & Lee, 

이와 같이 유니폼은 소속 집단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2017). 

하나의 시각적 기호로 기관이나 단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면

서 시작걱 상징 언어이면서 이와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책, 

임이 반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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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복은 국가경찰이나 타 경찰과 구별되는 자치경  

찰에 제공되는 제복으로 국가경찰과 혼동을 초래하는 어떠

한 형식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착용형식은 . 

자치경찰 이라는 표지장과 함께 자치경찰의 계급이 제복의 ‘ ’

특성에 따라 가슴 위 명찰이나 견장 형태로 부착된다 공무 . 

수행 중에서 자치경찰의 신분증 휴대와 제복 착용을 필수적 

의무이다.  

자치경찰제복의 유래는 년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 경  1829

찰인 영국의 런던 수도경찰 의 (London metropolitan police)

제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보비 라고 불리. ‘ (Bobbies)’

던 런던 수도경찰은 진청색의 높은 스탠드 칼라의 밀리터리 

튜닉으로 허리에 벨트를 착용한 파라밀러터리 스타일

의 제복을 착용했다 당시의 (paramilitary-style) (Figure 1). 

수도경찰 제복의 진청색은 영국 군인의 적색과 흰색을 구별

하기 위해 선택된 색상이였으나 이후 의 국가들은 , , EU EU

규정에 의해 경찰제복의 색상을 청색 계통으로 채택하고 있

다(Johnson, 2017). 

년에 오픈 넥 튜닉 이 나타나면  1948 - (open-necked tunic)

서 현재 자치경찰제복이나 경찰제복 유사 타기관의 다수 착, 

용 되는 노치드칼라 의 버튼 싱글 브레스트 (notched collar) 4

슈트 에 플랩 이 있는 아웃 포켓(single breasted suit) (flap)

이 가슴과 허리에 부착된 제복의 형태가 정복(out pocket)

으로 정착되었다 계급에 따라 차등하게 착용되었던 제모의 . 

형태도 남성은 피크트 캡 여성은 보울러 햅(peaked cap), 

을 지위에 관계없이 착용하게 되었고 이는 정(bowler hat) , 

모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런던 수도경찰 제복의 . 

역사는 근 현대 자치경찰제복 뿐만 아니라 유사기관인 국가·

경찰제복 해양경찰제복 등 정복의 표준 기준이 되었다· . 

� Figure� 1.� London�Metropolitan� Police
(www.deviantart.com)

자치경찰제복의 구성 및 종류2) 

자치경찰 복식은 자치경찰모 자치경찰제복 계급장 표지장, , , , 

자치경찰화 자치경찰장구 및 그 부속물로 구분된다 자치경, . 

찰제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 우의 반외투 체력단련복 임· · · · · · ·

부복 외근조끼로 분류되며 자치경찰모는 정모 근무모 기동· , · ·

모 방한모로 분류된다 분석 대상으로는 조직의 상징성을 잘 · . 

나타내며 노출빈도가 많은 정복과 근무복 외근조끼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Table 3).

국내외�자치경찰제복의�구성에�따른�특징2.� ·

프랑스 자치경찰제복의 특징 1) 

프랑스 국사원령은 자치경찰제복이 국가경찰이나 군인경찰 

과 혼동을 야기되는 어떠한 형식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에 의해 명확하게 구별되며 자치경찰제복의 정복과 근무복, 

의 색상은 규정에 의해 진청색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치EU 

경찰 의 표지장과 함께 사용된다(police municipale) (Figure 

정복의 동복과 하복은 디자인은 동일하며 계절에 따라 2). 

원단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정복의 상의는 블루종 . 

스타일의 노치드 칼라 의 버튼에 (blouson) (notched collar) 4

플랩 이 있는 아웃 포켓 이 가슴에 부착되(flap) (out pocket)

어 있고 허리에는 슬랜트 포켓 부착되어 있다, (slant pocket) . 

상의 안에는 흰색 셔츠를 착용한다 정복의 팬츠(Figure 3). 

는 사이드 스트라이프 트리밍 이 청색(side stripe trimming)

의 파이핑 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정모는 남성은 피(piping) . 

크트 캡과 여성은 보울러 햅을 착용하고 있다.

근무복은 동복과 하복 춘추복으로 구분되며 진청색으로   , 

중앙에 청색의 더블 스트라이프 패턴(double stripe pattern)

이 있다 자치경찰 표지장과 함께 자치경찰의 계급이 가슴 . 

위 명찰 견장 형태로 부착되어 있다 동근무복과 , (Figure 4). 

춘추근무복의 상의는 셔츠형태로 진청색에 청색의 스트라이

프 패턴이 있고 어깨 계급장에는 청색을 강조색으로 배색하

여 자치경찰임을 표시하고 있다 하근무복의 상의는 동복과. 

춘추복과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소매만 반팔로 되어있다. 

년부터는 하근무복의 상의의 색상으로 진청색과 흰색을 2016

함께 착용하고 있다 근무복의 하의도 정복의 하의와 동일하. 

게 사이드 스트라이프 트리밍이 청색의 파이핑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 동근무복과 춘추근무복에도 동일한 디자인에 계. 

절에 따른 다른 원단을 채택하고 있다 근무모는 진청색으로 . 

자치경찰의 표식과 캡 의 형태를 취하고 임무의 특수성(cap) , 

에 따라 바이시클 헬멧 모터사이클 헬멧(bicycle helmet), 

등을 착용한다(motorcycle helm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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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urrent� Korean� Municipal� Police� Uniform� �

Item Classification

Headgear

Formal cap Winter uniform/Summer uniform Male·female

Working cap Winter uniform/Summer uniform Unisex

Battle cap Winter uniform/Summer uniform Unisex

Traffic cap Winter uniform/Summer uniform Unisex

Winter cap Winter uniform/Summer uniform Male·female

Uniform

Full dress Winter uniform/Summer uniform Male·female

Working dress
Winter uniform/Summer uniform/Spring and 

autumn uniform
Male·female

Battle dress Winter uniform/Summer uniform Male·female

Jumpers Spring and autumn jumper/Winter jumper Male·female

Parka Unisex

Working vest Four seasons /Body armour
Unisex

Unisex

Raincoat
Unisex

Half-coat

 Maternity working dress Winter uniform/Summer uniform Female

Tactical uniform Winter uniform/Summer uniform Unisex

Footwear
Loafers Full dress/Working dress Male·female

 Combat boots /Semi combat boots /Boots /Half boots Unisex

Accessories

Shirts Male·female

Belt equipment Unisex

Neckwear
Full dress Male·female

Working dress Male·female

Neckwear, gloves , metal button, plastic button, 

working dress belt, name Tag
Unisex

Attachment

Shoulder Mark 

Shoulder mark(metal)

Shoulder mark(embroidery) Unisex

Shoulder insignia

Emblem and Insignia

Hat insignia, municipal police Insignia, 

municipal police bage

commander's insignia

Unisex

점퍼는 스탠드칼라의 형태로 근무복과 동일하게 청색의   

견장 형태를 부착되어 있고 가슴 중앙에는 더블 스트라이프 ,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더블 스트라이프 패턴은 반사테이프 . 

위에 인쇄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늘색과 흰색의 스트라

이프 패턴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외근조끼는 근무복에 사용되는 더블 스트라이프를 동일하  

게 사용하고 있고 자치경찰 표지장이 가슴 중앙에 디자인 , 

되어 있다 외근조끼에 나타난 더블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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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olice�Municipale
(www.sentinel.fr)

Figure� 3.� Full� Dress
(www.lyon.fr)

Figure� 4.� Working� Dress
(www.insigna.es)

Figure� 5.�Working� Vest
(www.sentinel.fr)

점퍼와 유사하게 하늘색과 흰색의 조합으로 나타난다(Figure 

5).

프랑스 자치경찰제복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유사한 타 기  

관과 구별이 되는 가슴부분의 스트라이프 패턴의 사용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자치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 , 

스트라이프 패턴은 위사의 선이 강조된 더블 스트라이프 패

턴으로 명확한 윤곽선에 의해서 시각적 우선성을 가지며 서

로 다른 폭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시각적 리듬

성과 함께 자치경찰이라는 시인성을 부여하고 있다.

더블 스트라이프 패턴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이나 군인경  

찰과 혼동을 야기되는 어떠한 형식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프

랑스 국사원령의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구별되어 시각적으

로 인식 할 수 있다 자치경찰에게 제공되는 관용순찰차도 . 

자치경찰의 동일한 식별대상으로 더블 스트라이프를 사용하

고 있다. 

이탈리아 자치경찰제복의 특징2) 

이탈리아 자치경찰제복도 각 자치경찰의 자체 규정에 의해 

국가경찰과 구별되는 형태의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자치경찰제복은 각각의 지역과 유사한 형태. 

의 자치경찰제복을 착용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적 

특색이 가미된 강조색의 사용하고 근무모의 형태나 허리벨

트의 착용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자치경찰제복. 

은 자치경찰 의 표식과 함께 배지(Polizia Municipale) (badge)

는 상의의 왼쪽 가슴 주머니 위에 부착한다(Figure 6).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복의 특징은 정복과 근무복의 디자  

인이 동일하여 동복과 춘추복의 디자인의 구분이 없이 원단

만 달리 하고 있다.

정복은 은색의 자수가 있는 노치트 칼라로 남성은 버튼  4

싱글 브레스트 슈트를 착용하고 여성은 남성의 정복과 동일, 

한 버튼 싱글 브레스트 슈트와 버튼 더블 브레스트 슈트4 4

의 두 종류를 착용하고 있고 가슴과 (double-breasted suit) , 

허리에 플랩이 달린 아웃 포켓이 부착되어 있다 어깨 계급. 

장은 지역에 따라 은색이나 적색의 파이핑 트리밍 장식을 

하고 있다 정모는 남성은 피크트 캡을 착용하고 여성은 보. 

울러 햅을 착용한다(Figure 7). 

근무복은 정복과 동일한 형태이며 임무 수행하고 있는   , 

것을 의미하는 흰색의 허리벨트를 착용함으로써 근무복이 

정복과 구분된다 정복 형식의 근무복을 착용하는 이탈리아 . 

자치경찰은 외근 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흰색의 허리벨트로 

외근 조끼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과 같은 특징은 외근 조끼. 

를 착용하는 타 나라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흰색(Figure 8). 

의 벨트는 진청색과 흰색의 제한된 색의 사용으로 인한 제

복의 단순함에 선적인 명료함을 주며 역동적인 이미지와 함

께 강한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다 하근무복 상의는 스포츠 . 

칼라의 하늘색 셔츠를 착용하고 셔츠에는 넥타이를 착용하

지 않는다 근무복에는 피크트 캡 보울려 햅이나 캡을 착용. , 

한다. 

점퍼에는 프랑스 자치경찰제복과 유사한 스트라이프 패턴  

을 사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자치경찰제복에 사용된 패턴은 . 

가로 싱글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자치경찰 이라는 시인성과 ‘ ’

함께 굵은 선으로 인한 명료한 시각효과를 준다 이러한 선. 

의 사용은 파이핑을 이용한 래글런 슬리브(raglan sleeve), 

요크 패널 라인 으로 확대 적용되어 역동(yoke), (panel line)

적인 이미지와 함께 시각적 리듬감을 제공한다(Figure 9).

이탈리아 자치경찰제복은 진청색을 기본으로 청색과 형광  

연두를 보조색으로 흰색과 은색 적색을 강조색으로 채택하, , 

고 있다 강조색은 지방자치단체의 따라 어깨 계급장의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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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olizia�Municipale
(https://www.luccaindiretta.it)

Figure� 7.� Full� Dress
(www.comune.cascina.pi.it)

Figure� 8.� Working� Dress
(www.comune.chianciano-

terme.siena.it)

Figure� 9.� Jumper
(www.centritalianews.it)

핑 장식이나 휘장에 지역적 특색이 가미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자치경찰제복과 국가경찰제복과의 차별화는 적  

색을 사용하는 군인경찰과 시각적으로 구분되며 경찰표지장, 

의 대문자와 소문자의 사용으로 주경찰 과 자(Polizia locale)

치경찰 을 구별하였다 최근에는 자치경(Polizia municipale) . 

찰 표지장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모두 사용하기도 한다. 

스페인 자치경찰제복의 특징3)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복은 세기 초반 영국의 경찰제복 형20

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정모나 근무모의 인식테이프의 , 

사용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 

복에 대해 지역 조정위원회의 사전 보고서를 기준으로 동일 

표준을 권고하고 있다 스페인은 지역중심의 연방제 형태인.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자치주정부의 지역적 정체성이 반

영된 자치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의 표지. 

장과 근무복의 보조색과 강조색의 활용으로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스페인 자치경찰제복 정복의 동복과 하복 근무복의 동복  , 

과 춘추복의 디자인과 원단은 타 나라와 같이 디자인은 동

일하나 원단만 계절에 따라 다른 원단을 선택하고 있다.

정복은 진청색의 전형적인 정복 형태로 노치트 칼라의   4

버튼 싱글 브레스트 슈트이며 가슴과 허리에는 플랩이 있는 , 

아웃 포켓을 부착하였다 정복의 단추는 금장이나 은장 단추. 

를 사용하고 있다 마드리드의 자치경찰제복과 바르셀로나 . 

자치경찰제복의 정복은 동일한 형태이지만 부자재인 단추를 , 

다른 색상을 사용하여 각각 지역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다. 

정모의 색상은 진청색이고 남성은 피크트 캡을 착용하고 여

성은 보울러 햇을 착용한다(Figure 11).

동근무복과 춘추근무복 하근무복은 셔츠형태로 진청색을   

기본으로 청색과 형광연두색을 강조색으로 쓰고 있다 견장. 

은 진청색으로 사용하고 강조색을 가장자리를 라인으로 장

식하고 있다 하근무복은 반팔 셔츠형태를 착용한다. .

점퍼는 청색과 진청색을 기본색과 강조색으로 사용하였고  , 

래글런 슬리브에 라미네이트소재로 빗살무늬 프린트를 하여 

야간에도 시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점퍼 어깨 . 

계급장은 흰색의 파이핑으로 산뜻하게 장식하였다 근무모는 . 

캡 스타일로 크라운 하단에 격자무늬 인식테이프인 스트랩

을 둘러서 스페인 자치경찰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베레모 형태의 근무모를 착(Figure 12). (beret) 

용하기도 한다.

외근조끼는 진청색으로 자치경찰  (Polizia municipal de 

이라는 표지장과 함께 근무모와 외근조Madrid)(Figure 10)

끼에 사용하는 격자무늬 를 문양화한 사각무늬(Cross stripes)

가 자치경찰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사각무늬는 (Figure 13). 

나 근무모 정모 관용차 등에 공통CI(corporation identity) , , 

적으로 사용하여 자치경찰이라는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제복의 특징4) 

자치경찰제복에 관한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

등에 관한 조례 의 제 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 12

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 

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 공무원은 경찰복식 외에 다른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고 사복 착용의 경우를 명시하고 , 

있다 제주자치(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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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olic a� Municipal�í
(www.elparis.com)

Figure� 11.� Full� Dress
(www.abc.es)

Figure� 12.� Jumper
(www.ergonoticias.com)

Figure� 13.�Working� Vest
(www.abc.es)

경찰 는 년 창설 당시의 는 비둘기와 참꽃으로 사CI 2006 CI

용했지만 년 월 일 제주자치경찰 복제규칙의 개정으, 2008 1 1

로 불사조가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불사조와 참수리 형

상으로 변경되었다 표지장에는 자치경찰 과 인 . ‘ ’ ‘POLICE’

한글과 영문을 같이 사용한다(Figure 14).

제주 자치경찰제복의 정복의 동복과 하복은 타 나라와 동  

일한 디자인에 원단만 달리 선택하고 있다 정복은 해외의 . 

자치경찰제복과 국내 유사 타 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진청색, 

의 플랩의 아웃 포켓이 가슴과 허리에 부착되어 있고 노치, 

트 칼라의 버튼 싱글 브레스트 슈트와 흰색의 셔츠를 착용4

한다 여성정복은 허리부분에 파이핑 포켓 으. (piping pocket)

로 디자인 되어 있다 금색단추와 은색 가슴표장과 계급장. , 

정모와 계급장 소매단에는 금색의 브레이드 로 장식, (braid)

한다 소매단에 사용한 금색의 브레이드는 스트(Figure 15). 

라이프 선으로 인식되어 간결함과 함께 시각적 자극을 만들

고 있다 자치경찰제복의 정복과 국가경찰제복의 정복과는 . 

차이점은 소매단의 브레이드 장식과 여성 정복의 포켓디자

인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경찰제복의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 

디자인의 상의를 착용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제복의 여성 정, 

복은 남성 정복과 다르게 허리부분에 파이핑 포켓이 디자인 

되어 있다.

정모는 피크트 캡과 보울러 햅을 착용하고 크라운 하단  , 

에는 자치경찰 인식테이프가 둘러져 있다 피크트 캡은 금색 . 

턱끈을 두르고 보울러 햅은 금색금속사를 꼬아 만든 턱끈을 , 

모자테 전반부에 장식한다. 

동근무복과 춘추근무복의 상의는 연노랑색과 밝은 회색의   

셔츠와 진청색바지로 구성되며 춘추 시에는 넥타이를 착용, 

한다 하절기에는 연노랑색과 밝은 회색의 반팔의 스포츠 칼. 

라 셔츠와 진청색 바지에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으며(Figure 

어깨 계급장은 진청색으로 만들고 테두리를 금색 브레16), 

이드로 장식한다. 

점퍼는 흐린 노랑색과 진청색의 색상 배색으로 몸판은 흐  

린 노랑색으로 되어 있고 소매와 어깨 계급장은 진청색이다. 

근무모는 정모와 동일한 디자인인 피크트 캡 보울러 햅을 , 

착용하기도 하고 캡을 착용하기도 한다 캡 형식에는 금색, . 

의 꼬임 끈장식이 있고 교통여름 근무모는 중절모 형태에 , 

크라운 하단에는 자치경찰 인식 테이프가 둘러져 있다.

외근조끼는 형광연두와 진청색의 색상 배색으로 요크와   

허리아래는 진청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으며 반사테이프가 , 

허리와 앞주머니에 디자인되어 시인성을 표현한다(Figure 

또한 외근조끼의 가장자리의 흑색의 바인딩 처리는 시17). , 

인성과 함께 리듬감을 준다.

제주 자치경찰제복의 정복에 사용된 금색의 꼬임장식과   

브레이드와 외근조끼에 사용된 흑색의 바인딩은 스트라이프 

선으로 인식되어 간결함과 함께 시인성을 증대시키고 제복, 

에 사용된 강조색의 역할로 시각적 리듬감을 제공한다.  

국내외�자치경찰제복에�나타난�조형성3.� ·

중의적 양가성1) 

중의적 양가성 의 특징을 보인다 양가성은 대(ambivalence) . 

립적인 감정 상태가 공존하는 심리적 심상을 지칭하는 용어

로 자치경찰 제복의 특징으로 권위 와 친근 이라는 상반된 ‘ ’ ‘ ’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 각국의 경찰제도는 제도상의 차이. 

로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로 분류된다 대륙법계는 . 

경찰의 국가적 권위를 위한 중앙집권적 관료적 국가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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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unicipal� Police�
(www.jeju.go.kr)

Figure� 15.� Full� Dress
(www.jeju.go.kr)

Figure� 16.� Working� Dress
(www.jeju.go.kr)

Figure� 17.�Working� Vest
(www.jeju.go.kr)

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영미법계는 국민자치의 사상에 , 

의한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경찰. 

제에서 정의되는 키워드를 추출하면 권위 관료 라고 할 ‘ ’, ‘ ’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에서는 지방 친화적인 특징을 대변되, 

는 국민 친근 이라고 할 수 있다‘ ’, ‘ ’ . 

자치경찰 제복 정복에 나타난 권위적인 특징은 남성복의   

역사적 배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기 말이 되자 남성복 . 19

스타일은 장식성을 배제하고 엄숙하고 실용적인 슈트를 착

용함으로써 경직되고 엄숙한 남성의 이미지로 통합되었고, 

세기 전반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며 남성복은 강인20

하고 영웅적인 군사적 남성성을 강화되었다(Jung & Lee, 

각진 어깨의 군복과 제복은 규율권력을 상징하는 의2020). 

복으로 남성적인 실루엣을 특징으로 하는데 자(Kim, 2018). 

치경찰 제복의 정복에서 이러한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 제복의 친화적인 특징은 사회적 역할을 위한. 

디자인 액티비즘 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design activism) . 

디자인 액티비즘은 사회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된 

사회적 시스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는 디

자인으로 사회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

천을 유도 하는 디자인이다 자치경찰은 (Noh & Lee, 2017).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제

복은 지역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투영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각각 권위 와 친근 이라는 두 단어로   ‘ ’ ‘ ’

축약할 수 있다 경찰의 일반적 이미지는 국민의 안위를 보. 

호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의미로 권위적인 이미지를 가

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안위와 복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은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한 친화적인 이미지를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복의 정복에 나타난 조형성 . 

특징은 경찰제복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권위적 이미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의 이미지가 같

이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민에서 노출 빈도가 높은 근무복. , 

과 외근조끼에서는 주민친화적인 이미지를 주기위해 진청색

과 스트라이프 디테일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치경. , 

찰제복에서 내재된 이미지는 서로 상반된 양가적 성격을 지

닌 권위 와 친근 이 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 ’ .

시각적 언어의 표현성2) 

자치경찰제복의 근무복과 외근조끼에 사용된 패턴 사용에서 

시각적 언어의 표현 특징이 보인다 제복은 집단 구성원의 .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위

하여 기호 를 선택하여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sign)

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 상징 은 인간 사물 집. (symbol) · ·

단의 복합적인 개념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의사전달의 요소

라고 할 수 있으며 기호 는 존재하는 사물(Ahn, 2014), (sign)

이나 사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작용과 , 

기호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즉 점 선 면 색은 . , , , , 

의미를 갖는 시각적 언어의 표현 수단으로 전환되고 통합된 

이미지를 생성 한다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복에 사용된 . 

나타난 점 선 면 색상은 시각적 언어로 표현된 예라고 할 , , , 

수 있다. 

프랑스 자치경찰제복의 근무복과 외근조끼에 사용된 더블   

스트라이프 패턴과 스페인 자치경찰제복에 사용된 싱글 스

트라이프 패턴 제주자치경찰의 싱글스트라이프 패턴은 국가, 

경찰이나 군인경찰 등 유사 타 기관과 명확하게 구별되며 

자치경찰에게 제공되는 관용순찰차나 바이시클 모터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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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Formative� Features� in�Municipal� Police� Uniforms

에도 자치경찰임을 나타내는 시각적 언어로 사용된다 스페. 

인 자치경찰제복에 사용된 기호는 지역에 따라 다른 패턴과 

색상을 사용함으로 인해 각각의 지역의 정체성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 언어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 이탈리아. , · ·

스페인 제주 자치경찰제복의 근무복에 표현된 점 선 색상· , , 

은 국가경찰과 구별되는 자치경찰이라는 인식되는 시각적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시적 시인성3) 

자치경찰제복에 표현된 스트라이프 패턴은 현시적 시인성의 

특징이 나타났다 선은 조형적 요소로서 형태의 시각적인 전. 

달 매체로서 선은 형태의 시각적 요소로서 형태 생성 인자

로서 시각적 형태를 만들어 낸다 선을 의복에 (Ahn, 2017). 

사용한 스트라이프 패턴은 평행한 선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간단하고 균형 잡힌 문양이며 말과 같은 간결함은 강한 시, 

각적 자극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Shim, 2014). 

프랑스 자치경찰제복의 근무복과 외근조끼에 사용된 리듬  

리컬한 더블 스트라이프의 사용은 시각적 리듬감은 다른 사

물과 비교되는 시각적 우선성으로 나타났고 이탈리아 자치, 

경찰제복의 점퍼에 사용된 흰색의 굵은 싱글 스트라이프는 

시각적 명료함에 의한 명확한 공간의 분할은 단순한 간결함

으로 이어져 자치경찰의 인식에 대한 가독성을 높인다 스페. 

인 자치경찰제복에 사용된 스트라이프 패턴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점선의 기호적 표현으로 인해 시각적인 리듬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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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현시적 시인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른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가독성

과 함께 지역적 정체성을 표현한다 국내 자치경찰제복의 점. 

퍼에 사용된 반사테이프의 싱글 스트라이프 패턴 정복의 소, 

매단에 사용된 브레이드와 제모에 사용된 금색의 꼬임장식

은 제복의 진청색과 명도대비가 되어 주목성을 증가시키고 

간결한 대비로 인하여 가독성을 증대시킨다. 

지역적 정체성4) 

자치경찰제복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 정체성을 반

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치안 행정의 . 

실현과 주민 친화적인 치안서비스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각각의 지역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 친화적인 제도의 실현

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 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 

특수성 표현은 지역을 대표하는 색채의 선택으로 가능하다. 

색채 연상은 한 가지 색을 무엇인가를 느끼거나 이미지를 

떠올려 느끼게 되는 고유의 감정적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지역은 객관적 색채 기호를 가지고 있(Park, 2007) 

다 이와 같이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색상의 선택은 지역. , 

에 따른 자치경찰제복의 정체성 인식이 가능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자치경찰제복의 휘장과 계급장  , 

의 색상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선택하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제복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근무복의 색

상으로 사용한다 스페인 자치경찰제복은 지역성이 강한 자. 

치주의의 특징으로 인해 제복에 색상의 선택에서 지역적 정

체성이 두드려지게 보인다 지역에 따라 진청색을 기본으로 . 

청색과 형광연두를 보조색으로 흰색과 은색 적색을 강조색, 

으로 채택하여 지역의 정체성 표현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른 패턴의 사용으로 지역적 정체성을 표현  

하기도 한다 스페인 자치경찰제복에 사용된 패턴은 지역에 . 

따라 각기 다른 패턴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자치경찰제복의 착용방식이나 다른 형태의 근무모를 착용함

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탈리아 자치경찰제복에. 

서는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의 근무모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제복에 표현된 색상과 패턴은 개별적인 속성을 가지며  , 

강한 색상 대비는 형태를 단순화하며 시각적 주목성을 나타

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색상과 패턴은 지역 , 

이미지 확산과 함께 자치경찰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력을 미

치고 있다.

결론.�Ⅵ

년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자치경찰의 인2021

식 확립과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독자적인 자치경찰복

제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복이 갖는 . 

상징성과 제복으로 표현된 형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자치

경찰 제복의 조형적 특성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제주 자치경찰제복을 분석한   , , , 

결과 공통적으로 보인 특징은 자체 규정에 의해 국가경찰과 , 

구별되는 형태의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 

지역과 유사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량에 의해 지역적 특색을 가미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자치경찰제복의 미적 조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 , 

중의적 양가성 의 특징을 보인다 자치경찰제복에서는 경찰‘ ’ . 

로서 국가적 권위를 지향하는 이미지와 국민자치의 사상에 

기반을 둔 친화적인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로써 서로 . 

상반된 양가적 성격을 지닌 권위 와 친근 한 이미지가 공존‘ ’ ‘ ’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가적 특성은 국가 경. 

찰의 권위를 갖추면서도 국민들에게 국가경찰보다 더 가까

이 살피려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즉 국가 경찰의 권위를 앞세운 행정지도와 처벌보다는 국민 ,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며 동고동락하려는 자치경찰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너무 가까이서 돌보다보면 친근함이 

지나쳐 행정지도와 규율 규제 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 

권위를 함께 가져가려는 양가적 특성으로 나타났다고 해석

된다 둘째 자치경찰제복의 패턴 사용에서 시각적 언어의 . , ‘

표현성 이 보인다 자치경찰제복에 나타난 선과 점선은 국가’ . 

경찰과 대별되는 자치경찰만을 상징하는 시각적 기호로 국

가경찰과 구별되는 자치경찰 이라는 인식의 시각적 언어로 ‘ ’

사용하고 있다 이는 첫 번째 양가적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 

것으로써 제복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자 견장 등의 아이템, , 

색채 등 일차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시각적 요소는 국가경찰

과 크게 차이나지 않게 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다소 소극적인 

점선의 부분 디테일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찰의 권위는 기

본으로 가져가되 자치경찰이라는 친근함으로 부분 디테일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치경찰제복에 표현된 . , 

스트라이프 패턴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점선은 기호적 시

각언어의 사용으로 시각적인 명료함과 함께 현시적 시인성‘ ’

을 증대시키고 있다 여기서 나타난 현시적 시인성은 국가들. 

마다 자신들의 고유한 패턴을 개발 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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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다른 제복들과 차별화하고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자치경찰제복의 색상의 선택에서 지역적 정. , ‘

체성 을 반영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색상의 선택’ . 

은 타 지역과 구분되는 자치경찰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자치경찰은 국가 경찰과 달리 국민 중 지역 . 

주민 친화형 이미지가 더 중요하기에 주민들에게 지역을 대

표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색상을 적용하여 지역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색상은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눈. 

에 띄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로 다른 제복들과 차별화해주면

서 지역 대표임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이다 이상. 

과 같이 자치경찰제복의 조형적 특성은 중의적 양가성 시‘ ’, ‘

각적 언어의 표현성 현시적 시인성 지역적 정체성 으로 ’, ‘ ’, ‘ ’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에 대한 기초연구와 해외 자치  

경찰제복 사례 제주 자치경찰제복 연구로 자치경찰과 지역 ,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자치경찰이 전국

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치경찰 제복디자인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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