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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도 국민의 헌
법상 대표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국민의 대표행위 자체
를 소극적으로 포기하거나 방기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국회의원은 국
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로서 적극적으로 대표행위를 행사
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표행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안에 대해서 표결권을 행
사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인 발언권, 질문권,
질의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출석은 필수적인 작위의무이다.
이러한 법리적 논리적 근거를 가진 국회의원의 출석의무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요소로 하는 필수적 작위의무이
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표결의무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의무와 함께 표리관계에 있다. 따
라서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표결의무에 관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을 두어야 한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반드
시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국회법 제25조의 2(출석의무)의
규정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결석의(위)
원의 수와 성명”을 추가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전의 형식적인 규정의 존재에 머물고 있는 국회법 제32조 제
2항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의무를 독려 권장하기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결석한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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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는 결석한
회의일수가 당해 월 회의의 1/5이상 2/3미만인 경우에는 수당 등 월
액의 1/2을, 결석한 회의일수가 당해 월 회의의 2/3이상 4/5미만인
경우에는 수당 등 월액의 2/3을 결석한 달의 다음달 수당 등 월액에
서 공제하고, 결석한 회의일수가 당해 월 회의의 4/5이상인 경우에는
결석한 달의 다음달 수당 등 월액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 경우
결석여부는 회의록의 등재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규정
으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
여 표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및
결석 현황과 표결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메뉴나 배너, 또는 팝
업창을 만들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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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정책결정기관 및 견제기관으로서 우리
나라 국정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국
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는 헌법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49조).”고 규정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다수결 원칙은 어떤 집단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다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사로 간주하여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원
칙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근대적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자치의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민
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원칙이다. 따라서 다수결원칙에서는 국회의원
각자 한 명이 하게 되는 출석과 표결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
하고 결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회는 국회의
원의 ‘수(數, number)의 논리와 평등의 논리’가 타협하는 정치를 하
는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출석
하는 것과 표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하여 국정을 논
의하는데, 그 경우에 국회의원은 모두 평등하게 각자가 가지는 1표로
참여하여서 그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가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회가 국회의원의 출석에 의한 ‘수의 정치’를 실현
하는 현장이라는 점을 확인 시켜주는 사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
당이 캐스팅보트의 힘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선 “우리 계산과도 안
맞는다. 민주당 내 이탈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의원 299
명 중 293명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
다. 민주당은 총 120석이다. 여기에 진보 성향의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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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 서영교 의원 등을 합쳐 총 130표를 확보한 것으로 민주
당은 봤다. 과반 150석에 20석이 부족했다. 민주당은 40석을 가진 국민의당 의원
가운데 20명 이상을 모으려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했던 자유한국
당과 바른정당은 설득 대상에서 처음부터 뺐다. 민주당이 직권상정까지 하는 걸 보
고 국회 관계자들은 “무효표도 나올 걸 감안할 때 최소 25표 정도를 국민의당에서
확보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찬성 145표였다. 민주당 이탈표가 하나도
없었다면 국민의당에서 15표만 얻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에선 “민주당
이 표결을 밀어붙인 건 국민의당 찬성표를 확인, 확신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계
산 못 했던 반대표가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한국당 의원 5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 등 6명이다. 이날 무효표로 계산된 2표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글 혹은 한자로 ‘부(否)’라는 글자를 써
야 하는데 글자를 잘못 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반대표는 더 많았던 것이다.”1)
[1]

사례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이 국회에서의 공직자 임
명동의안의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이 국정 운영 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1] 사례가 발생하고 난 뒤
며칠 후에 또다시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 사례도 역시 공직자 임명동의안에 관한 것이었지
만,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수’를 통한 정치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관
한 사항일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
었다.
[2] ‘환호’ vs ‘침통’ 김명수 가결에 민주 한국 온도차 뚜렷
민주, 가결 확정되자 박수치며 환호 악수 나누기도
한국, 침통한 표정으로 퇴장 “부적격 사유 면죄부 아냐”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2017-09-21 16:24
여야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뚜렷한 온
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수를 치며 환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개를
…

·

…

…

1) 조선일보 2017. 9. 12. 신문 기사에서 국회의원의 실명은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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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이며 침통해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는 표결 시작 전부터 비장
한 기류가 흘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각각 가결과 부결을
다짐하며 표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특히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표결 직전까
지 한자리에 모여 상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표결에는 참석 가능한 여야 의
원들이 ‘모두’ 참석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 121명, 한국당 106명, 국민의당
40명, 바른정당 20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그 외 이정현, 조원진, 정세
균 의원 등 총 298명이 참석했다. 구속 중인 배00 한국당 의원과 의원직을 사퇴한
안00 현 국민의당 대표를 제외하면 모든 의원이 참석한 것이다. 입각한 민주당 소
속 의원 5명도 표결에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표결과 의사진행을 위해 예정
돼 있던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특히 정 의장의 경우 이날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본회의 일정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에 ‘찬성표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본회의 당일 넥타이 색을 녹색으로 고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원식 원
내대표 역시 이날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셔츠에 국민의당의 당색인 녹색 넥타이
를 착용했다. 투표가 시작 되자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그 후 자리로 돌아와 개표 과정을 엄숙하게 지켜봤다. 가결 발
표 전, 개표 과정에서 감표위원으로 참석한 한 여당 소속 의원이 김후보자인준안이
가결이 됐다는 신호를 보내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
다. 한 의원은 박수를 치며 그 자리에서 활짝 웃었고 다른 의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표결 결과가 재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
으로 발표되자 내심 부결을 기대했던 한국당은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소속 의원들
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채 본회의장을 떠났다. 한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차이가 많네”라고 탄식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
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의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 의원들은 덤덤한 표정으
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2)

이와 같이 국회는 다수결 원칙에서 말하는 ‘수의 논리와 평등의 논리가
타협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여야 각
정당에서는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안의 모든 표결에 전원이 참석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에 대하여 정당의 집행부는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2) 뉴스 1,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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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정당내에서의 정치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3] 사
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민주당, 추경 표결 불참 의원 26명에 ‘서면 경고’ 결정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표결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면 경고를 받
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 26명에 대해 추미애 당 대표가 서면 경고를 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
혔다. 지난 22일 추경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 26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불참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4일부터 불
참 의원 전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을 들어보는 절차에 들어갔다. 불
참 의원들은 해외 출장, 개인 일정 등의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의
원은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3)

이처럼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은 그 국회의원이 소속한 각 정당에서
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당내 정치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출석이 의무적이
아닌 부차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적
나라하게 드러난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였다. [4] 사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권이 외부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적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4] 세월호 선체조사 재외국민투표법 국회 통과 막판 정족수 미달
‘與 당론반대’ 특검연장법 본회의 상정 무산 3개 안건 3월 국회 이월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실시될 수도 있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들
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
·

…

…

3) 중앙일보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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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명 ‘최순실 특검’ 수사기한 30일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172건
의 법안 안건을 상정,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사되지 못한 마지막 3건을 제외하고
통과시켰다. 특검법 개정안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 반대키로 했고 법제사법위
간사 김진태 의원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거부, 권성동 법사위원장(바른정당)
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상임위 내 계류 상태가 됐다.
나머지 야4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하며 압박했지만 전시사변
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상 무산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법안은 국회(5명) 희생자 가족대표(3명)으로 조
사위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다. 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자료나 물건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동행명령, 참고인조사, 고발, 수사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1회 한도 최장 4개월 연장가능)이며, 조사 종료 후 3개월 내로
참사 원인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한다. 이를 앞선 ‘세월호 특
별법’의 연장으로 본 김진태 의원이 특검법과 함께 합의를 거부해 처리가 무산될
뻔 했으나 결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묶어 상정됐다. 이밖
에 국회 증인 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
정안(일명 우병우 방지법), 비위를 저지른 군인이 징계를 면하기 위해 자진 전역할
수 없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상임위원 선출의 건(한국당
추천 연임) 등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 막바지인 오후 6시 38분쯤부터 참석
의원이 현 재적의원 299명의 절반인 150명에 못 미쳐 169번째 안건인 ‘5 18 광
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의사진행이 중
단됐다가 재개됐다. 정세균 의장을 대신해 본회의를 진행하던 박주선 국회부의장
(국민의당)은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들
은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자리를 떴던 의원들이 돌
아오면서 10여분만에 결의안은 통과했으나, 150석 미달 사태로 회의 중단이 반복
돼 ‘일하는 국회’를 무색케 했다. 이에 따라 170번째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
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172번째까지 3개 안
건이 '정족수 불성립'을 이유로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채로 본회의는 산회됐다.4)
·

·

·

·

4) 미디어 펜, 20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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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는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국회 본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경우로서, 국회의원의 출석이 국회의 운영 뿐 아
니라 국정 운영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실
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 사례가 발생할 당시인 2017. 3. 2. 이
후 우리나라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모든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도하였다. 이 당시 언론매체의 주류적 보도태
도는 “정족수 2명이 모자라서 3개 안건이 다음 본회의로 넘긴 국회”라
고 하면서 대부분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조로 줄을 이었다. 그러나 국
회의원의 결석으로 인한 이러한 국가적 입법부 위기 사태는 발생할 당
시에만 요란을 떠는 등 그 때뿐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위기가 닥
치더라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사안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등 흐지부
지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물론 [4] 사례는
국회의원의 출석이 부족하여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고, [1] 사
례와 [2] 사례는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수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통과된 것으로 서로 사안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출석과 결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
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위 4개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자로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표결을 하는 것을
통하여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은 국민을 대표해서 하
는 행위로서 국회의원이 스스로 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원회 출석과 표결권의 행사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출석률과 투표율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회법 등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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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출석
하여야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한 판례상으로는 국회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5)
국회의원이 반드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표결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오히려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
무상 행한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
45조)고 하여 국회의원의 표결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
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표결의무를 둘러싸고 정치권 뿐 아
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국
회의원 세비로서 수당, 활동비 등과 보좌진의 급여 등으로 많은 국가
예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기본적 의무인 출석이나
표결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6)
따라서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표결의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
의 국회의원의 출석 및 표결 의무에 관한 법령상의 제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제도를 우리 국회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출석 및 표결의무 제
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그에 관한 티당성 여부를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기자를 상대로 여론 조사하여 검증함으로써 그 개선방안의
법리적 근거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5)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 헌라 7,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
헌라 2,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 헌라 1.
6) 서울신문 2015. 6. 24. 의원 10% 법안 표결 ‘상습 불참’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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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회와 국회의원
Ⅰ. 국회
현대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는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이나 국민대표기관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은 헌법개정확정권(헌법 제130조 제
2항),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표결권(헌법 제72조), 대통령선출권
(헌법 제67조), 국회구성권(헌법 제24조, 제41조)을 가지고 있고,7)
국민대표기관은 국회이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결정
통제기관, 주권기관 최고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8)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출석과 표결은 국
회의 권한행사에 필요한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

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 이념적인 바탕은 代議의 원칙과 의회주의
이다. 헌법상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의민주주의
에서 국회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즉 국민대표기관이다.
이는 국민주권원리에서 도출되는 귀결이다. 의회주의는 국가의 운영이
국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일
반의사는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대
표의 의미와 그 기초에 있는 국민주권원리의 이해에 관하여 학설상 다
툼이 있는데, 부정설로서는 정치적대표설, 정당대표설, 사회적 대표설
7)
8)

김철수,헌법학신론,박영사,2013,1288-90면.
김철수,전게서,130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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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긍정설로는 법적 위임관계설, 법정대표설, 헌법적 대표설 등
이 있다.9)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국민에서 유래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국민의 헌법적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10)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라고 명기하고 있
다(제1호). 일본 헌법은 “국회는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써 조직된다(일본 헌법 제43조)”고 규정하여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
회의 성질을 명시하고 있다.
2.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국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고유한 권한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성질이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고 규정하고 있다. 입
법기관인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입법권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유일한 입법기관인 동시에 원칙적인 입
법기관11)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헌법은 국회가 유일한 입법기관(일
본 헌법 제41조)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정책결정 및 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국회는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것은 예산안 심의 확정
권(헌법 제54조), 조약의 체결비준동의권(헌법 제60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출석요구권(헌법 제62조) 및 해임건의권(헌법
제63조),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헌법 제65
조),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승인(헌법 제76조) 등을 통하여 직접 정책
결정 및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국정감사권(헌법 제61조)을
행사하여 행정부나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의 국정에 대하여 견제할 수
9) 김철수,전게서,1247면;성낙인,헌법학,법문사,2017,423면;
10) 김철수,전게서,1304면.
11) 김철수,전게서,1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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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 및 통제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한다. 일본 헌법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다(일본 헌
법 제43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으로부터 직
접 선출되어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기관이 주권자의 위임에 따라 주권
행사를 실현하고 최고의 책임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12)
4. 주권행사기관 최고기관의 하나로서의 국회
·

국회는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최고기관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최고기관은 국회, 행정부, 대법원, 헌법재
판소 등이 있고, 국회는 그 최고기관 중의 한 개의 기관으로 보아야
한다.13) 따라서 국회는 행정부나 법원 등에 대해서도 상위기관이 아
니기 때문에, 행정부나 법원 등을 지휘 명령할 수도 없다. 국회는 행
정부나 법원 등과 동일한 지위선상에 있는 국정 최고기관이다. 다만,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행사하여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최고기관 중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
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본 헌법에서도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
(일본 헌법 제41조)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기관의
의미에 대하여 일본내의 학설이 갈라진다.14)

Ⅱ. 국회의원
1. 헌법상 국회의원의 지위
(1)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선출된 지역구 국회
12) 村みよ子,憲法,日本評論社,2009,386면.
13) 김철수,전게서,1308-9면.
14) 村みよ子,前揭書,386면
辻
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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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정당을 기반으로 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
회의원의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는 대의원리에서 근거한다.15) 이 지
위는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이 국회의원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
의적으로 처리될 수 없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표결하여야 하
는 점에 대한 법리적 근거가 된다. 국회의원은 강제로 국민의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임의로 출마하고 당선되어 국민의 대표가 된
자이므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행위인 출석과 표결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합리
적이다. 국회법도 국회의원의 무단결석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도 이
런 이유이다.
(2) 국회의 구성원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가 국민의 대
표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 구성
원으로서 활동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운영 및 활
동에 있어서 국회 구성원으로서 각종 권한을 보유하고 의무를 진다.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은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출석과 표결을 게을리하면 징계사유가 되거나 구성원으
로서의 해촉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정당의 소속원
국회의원 가운데는 정당에 소속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정당에 소속된 경우에는 정당의 소속원(당원)으로
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
의 교섭단체가 되고(국회법 제33조 제1항),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이
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당론이나 의사결정에 따를 정치적 의무가
15) 정종섭,헌법과 정치제도,박영사,2010,5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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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법적으로는 따를 의무가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언제나 국
민 대표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발언하거나 표결
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당헌 당규를 위반할 경우에
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당직부여나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정치
적 제재를 받을 수는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진탈당, 당적변경, 이
중 당적보유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공직선거법 제
192조 제4항).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에서 제명을 당
하는 경우라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의 권한
(1) 의정활동상의 권한과 권리
국회는 합의제 국민대표기관이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이
는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사하는 질의
권 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의
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은 아니다.16)
·

1) 발의권
국회의원의 발의권은 국회의 의제로 될 수 있는 안건을 제출하는 권한
을 말한다. 국회의원이 발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다수로
하는데, 통상 의안의 발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법 제79조),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발의에
서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
16)

헌법재판소 1995. 2. 23. 90헌마1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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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
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국회의원의 발의권은 국회에서의
심의와 의사결정에의 도입의 기능을 부과하고 있어서 소속 정당의 통
제 관리 대상이 되는 수가 있다.17), 이외에 헌법이 정하는 국회의원
의 발의권은 법률안제출권(헌법 제52조), 탄핵소추발의권(헌법 제65
조 제2항), 헌법개정안발의권(헌법 제128조 제1항) 등이 있다. 발의
권은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

2) 출입권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이
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입을 해야 참석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소
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라도 안건에 관하여 발언을 하기 위해서
출입할 수 있다(국회법 제61조). 따라서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
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국회법 제148조의 3). 따라서 출
입권은 출석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과
관련이 있다.
3) 출석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출석하여야(국회법 제73조), 상임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국회법 제54조) 개회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권한이 있다. 국회
의원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개회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
권이야말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출석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대상도 국회의원의 출석권에 부착된 출석의무이다.
17) 白井誠,國會法,信山社,201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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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권
국회의원은 정부에 대하여 국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질문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서면과 구두질문을 의미한다.(국회법 제122조, 제122조의 2) 대정부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국회법 제122조의 2 제2항). 국회의
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다(국회법 제122
조의 3). 대정부질문(국회법 제122조의 2)과 긴급현안질문(국회법 제
122조의 3)은 구두질문으로 할 수 있고, 구두질문의 경우 국회의원은
반드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서
면질문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5) 질의권
국회의원은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
발의자,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을 물을 수 있
다(국회법 제108조). 질의는 어떤 것을 묻는다는 점에서 질문과 유사
하지만, 의제가 된 안건에 대상이 한정되고, 안건 심의상의 절차로써
의사일정에 올릴 필요가 없고, 통상 구두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
라서 질의는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6)

발언권
국회의원은 국회가 관장하는 업무나 의사진행 등과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국회의원의 발언은 합
의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필수적이지만, 국회의 원활한 운용과
다른 국회의원의 발언권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다. 국회의
원이 발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국회법 제99조), 발언의 합리적인 보장을 위하여 발언원
칙과 발언횟수의 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00조~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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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없다(국회법 제110조 제2항).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공평성과
효율적인 운영의 균형 때문에 각 정당간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의 대상
이 된다.18) 발언권은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7) 토론권

국회의원은 현재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토론을 할 수
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토론으로 상대방의 발언이나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안건의 심의에 필
요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의사를 국
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06조)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
는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8조 제3항). 토론
권도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8)

표결권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 등에 참가하여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다. 이러한 표결은 국회의 의결을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
으므로, 표결권은 국가의사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요
청되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이다(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헌
법 제49조). 표결권은 국회의 의사결정을 형성하는 궁극의 권능이
다.19) 헌법재판소는 심의권과 표결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49조라고 본다.20) 국회법은 표결에 관하여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09조~제114조). 국회의원은 국민
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
표한다(국회법 제114조의 2)고 규정하여 자유투표를 명시적으로 보장
18) 白井誠,前揭書,57면.

19) 白井誠,前揭書,58면.
20) 헌법재판소 1997. 7.16. 96헌라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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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21) 표결권은 국회의원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야 행사할 수 있다(국회법 제111조 제1항).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의 표결권은 국회의원의 출석권과 동전의 앞뒷면관계, 즉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명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국회법 제111조 제1
항 단서). 따라서 기명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투표함이 폐쇄되지 않는 한 뒤늦게
라도 참가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상임위원
회에서 표결권이 없고(국회법 제11조), 국회의원은 연석회의에서는 표
결을 할 수 없다(국회법 제63조).
·

·

9) 자율권
국회의원은 국회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투표를 하
거나(국회법 제15조)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고(헌법 제47조 제1
항), 의사규칙의 제정(헌법 제64조 제1항)하는 등 자율권을 가진다.
자율권은 헌법이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명문 규정이
없어도 헌법상의 국회제도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자율권도 국회의
원의 출석, 표결과 관련이 있다.
(2) 국회의원 권한의 법적 성격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회의원의 지위와 직무수행의 필요에 의해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이다. 이는 직무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무상의
의무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표결로 이루어지는

21)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로서 헌법과 법률에서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
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
다. 이 권한에는 법률안제출권(헌법 제52조)과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
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 다수파
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
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헌법재판소 2000. 2.24. 99헌라1 결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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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는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조약에 대한 동
의(헌법 제60조 제1항), 국무총리 등의 해임건의(헌법 제63조), 탄핵
의 소추(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개정안의 의결(헌법 제130조 제1
항), 대통령의 각종 행위에 대한 동의 등이 그에 해당한다.22) 국회의
원의 권한은 국민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하여 부
여하는 직무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개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라고 할
지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니다.2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권한 중 발의권과 자율권을 제외하고는 출입권,
출석권, 질문권, 질의권, 발언권, 토론권, 표결권 등은 국회의원의 출
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출입과 출석을 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다. 따라서 출입권과 출석권은 질문권, 질의권,
발언권 등 다른 권한의 전제가 되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들 권한의
모권(母權)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권한은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출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출석을 법률
로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침해와 구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에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절차를 통
하여 다툴 수 있지만,24) 국회의원의 권한이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
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해서는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
다.25)
3. 국회의원의 권리
22) 정종섭,헌법학원론,박영사,2015,1180면.
23) 헌법재판소 1995. 2. 23. 90헌마125 결정.
24) 헌법재판소, 1997. 7.16. 96헌라2 결정
25) 헌법재판소, 1995. 2.23. 90헌마1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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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비청구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국회법 제30조). 국회의원의 세비는 종전까지 국회
규칙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1973. 2. 7.에 이르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로서 국회의원의 세비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
고 공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변상이라고 하는 견해와 국회의
원의 근무에 대한 보수라는 견해가 있지만,26) 세비는 국민에게 봉사
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
하기 위한 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일본 헌법은 양의원
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로부터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
다(일본 헌법 제49조)고 하여 헌법상 세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
본 의원의 세비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최고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
로 한다(일본 국회법 제3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외에 여비,
문서통신교통비, 퇴직금 등이 지급된다.
(2) 직무상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면책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고 규정하여 면책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의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유로운 발언과 결정을 통하여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전체이익 또는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 행정부
나 사법부 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제하여
26) 김철수,전게서,1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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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나 사법부로부터의 압력이나 탄압을 방지하며, 각종의 의정활동
에서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27)
(3)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 할지라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
기 중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
포특권은 1948년 헌법에서 채택한 이래 계속하여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정하여 왔다. 불체포특권의 제도적 의의는 행정부에 의하여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회
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4. 국회의원의 의무
(1) 헌법상의 의무
1) 청렴유지 의무
헌법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헌법 제46조 제1항).”고 규정
하여 국회의원에게 청렴을 유지할 것을 헌법상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청렴의무는 국가의사 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금력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렴의무를 실현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자의 재산등록(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과 국회의원의 재산공개(공직선거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
항)제도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는 국회의원 본인에게만 적
용되고, 국회의원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영리행위나 사익추구행위를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이러한 자들의 영리행위나 사
27)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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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추구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는 청렴의무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28) 그러나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의 직
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국회법 제
29조의 2 제1항). 이 경우 임기개시 후 1개월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신
고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29조의 2
제3항, 제4항). 또한 임대업 이외의 영리업무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
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9조의 2 제2항). 이러한
청렴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국회법 제155조 제1호).
·

2) 국가이익우선의무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 제46조 제2항).”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직무의 수행에 있어
서 국가이익을 우선할 것을 헌법상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
가이익은 전체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적 개념
이다.29) 양심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정책
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안의 타당여부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상 객관적인 양심을 의미한다. 직무상의 양심을 의미하는 점에서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과 동일하다. 이 양심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서 말하는 주관적 양심과는 다르다.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2호)에서도 국회의원은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위남용금지 의무
헌법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

28) 정종섭,헌법학원론,1193면.
29) 정종섭,헌법학원론,1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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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
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헌법 제46조 제3
항).”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것은 일반적인 권력의 남용을 금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대의원리에 따
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 본래의 역할에 합치하여 행사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지위남용의 금지는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국회법 제155조
제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서도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국
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

4) 겸직금지 의무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헌법 제43조).”
고 규정하여 겸직금지를 헌법상의 의무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된 직
으로는 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
은행 포함)의 임 직원 ➁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
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의 임 직원 ➂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있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또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의하면, 상임위원장 특
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
수를 받지 않아도, 이러한 직을 겸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충돌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국회의원윤리실천
규범 제8조). 다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 또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
회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도 겸
직할 수 있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국회의원이 이들 직을 가지고
·

·

·

·

·

·

- 25 -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이들 직이 겸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윤리심사지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9조 제3항, 제4항), 종래에는 대학
교수는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휴직을 함으로써 겸직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국공립 사립대학 교수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 겸직을 할 수 없
고, 교수직을 사직하여야 한다.30)
·

(2) 국회법상의 의무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의원으로서의 직분에 맞게 행동하고 권한
을 행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품위유지의무(국회법 제25조), 정보위원회위원으로서 지득한
국가기밀의 공개 또는 누설금지의무(국회법 제54조의2 제2항), 비공
개회의의 내용의 공개금지의무(국회법 제54조의 2 제4항),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국회
법 제145조), 모욕 등의 발언금지 의무(국회법 제146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의무(국회법 제147조),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의 회의장내 반입금지의무(국회법 제148조),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시의 주의의무준수의무(국회법 제155조 제9호) 등이 있다. 특히
이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에의 출석의무(국회법 제
32조, 제155조 제8호)가 있다.
(3)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의 의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규칙으로 제정한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 2.
7. 제정)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1991. 5. 8. 제정, 1993. 7. 13.
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31) 먼저 국회의원윤리강령상의 의
30) 종전까지 대학교수의 국회의원 겸직을 사회적으로 ‘폴리페서’로서 희화화되기도 하였으
나, 2013. 8. 13. 국회법 개정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휴직도 할 수 없고 사직하도록 하
였다.
31) 거의 모든 지방의회의 윤리강령은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국회의원’을
‘시의원’ ‘도의원’으로 바꾸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복사판이다. 이런 윤리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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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
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여야 한다. 2) 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
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국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
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원은 공직자로
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여서는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4)
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 상 공정한 여건과 기
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
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의원
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公私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
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2) 청렴
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3조). 3) 직권남
용금지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
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
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
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 4)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의무: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
·

·

으로 지방 의원의 정치적 일탈을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 하원의 윤리 규범
(ethics code)은 4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원
사무실에서 의원 개인의 선거 활동을 금지할 정도로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지방 분권 시
대를 앞두고 지방 의원의 일탈을 막고 지방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있으나 마나 한
사문화된 지방의회의 윤리 규범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지방의원의 일탈과
정치윤리, 문화일보,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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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
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5조). 5) 국가기밀의 누설금지의무: 국회
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6조). 6) 사례금 수령금지의무: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
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
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7조). 7) 겸직금지의무: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 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의원윤리실천
규범 제8조). 8) 겸직신고의무: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
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9조). 9) 회피의무: 국회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 10) 재산신고의
무: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
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1조). 11) 기부
행위의 금지의무: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
다. 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 12) 국외활동신고의무: 국회의
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3조), 13) 회의출석의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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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국회
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 청가서나 결
석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1964. 4. 6. 제
정, 1995. 3. 8. 개정)이 있다. 먼저 청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국회의원 청가 및 결
석에 관한 규칙 제2조),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국회의
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 제3조).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 제4조).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국회의원 청가 및 결
석에 관한 규칙 제6조).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
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 제5조). 다음으로 결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 제7조). 의원이 국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
는 의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위원이 계속하여 2일이상 위원회에 결석한 때에는 위
원장은 의장에게 출석요구서의 발송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14) 보조직원관리의무: 국회의원
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은 국
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 감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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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국회가 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
범 제15조).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1) 제척 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
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하여
야 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
를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
항). 의원이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국회법상 징계대상이 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
조).
·

2) 주의의무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
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의원이 역시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상의 징계대상이 된다(국정감
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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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회의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 징계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국회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징계이다(국회법 제
155조). 징계사유는 국회법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된다(국회법 제155조 제12호). 징계절차는 의
장이 징계대상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
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
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징
계를 결정한다(국회법 제156조, 제162조). 상임위원장은 소속 위원중
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56조). 징
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9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국회법 제163조 제1항). 제명
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4조 제3항).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 제164조). 국회의원의 징계처분
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2)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재조치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
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질서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경고 또는 제지, 발언금지 또는 퇴장,
회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국회법 제145조).
3) 손해배상책임
국회의원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아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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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6조 제2항). 공직선거법상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
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등
은 피선거권이 없고(공직선거법 제19조), 따라서 국회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이 경우에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출석, 발언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본 판례는 국회의원
이 국회에서 행한 질의 등에 의하여 개별국민의 명예나 신용이 저하된
발언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에 따라 당연히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긍정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국회의원이 직
무와 관계없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고 또는 거짓
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적시하는 등 국회의원이 그에 부여된 권
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하여 부정하였다.3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의 질의나 발언 등 행위와 청구인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이고, 국회의원의 질의, 발언 등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의 결석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정신적 고통을 받
았다고 하면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는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비영리 순수민간기구인 ‘바른사회 시민회
의’는 17대 국회의원들의 4년간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본회의 출석률을
모니터하여 3분의 1이상 결석한 의원 25명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불성
실한 직무수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각각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08. 5. 29.에 제기하
였다.33) 이에 대해 2009. 6. 24.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재판부는
출석률이 낮은 것만으로 피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불성실
32) 일본 최고재판소 1997. 9. 9.
33) 2008 5. 29. 연합뉴스, 뉴시스, MBN, 노컷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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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였다. 또한 2008년 미국산 소고기파동으로 제18대 국회개원이 83일
이나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18대 국회의원
251명34)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위법행위와 불성실한 직무수행에 따
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의원 한 명당 10만 원씩, 모두 251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9. 8. 14. 서
울중앙지법원 민사45단독 재판부는 “임기개시 뒤 첫 임시회에 출석하
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설사
불법행위일지라도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하면서 원고패소판결을 하였다. 또한 “정당정치에서는 국회의원
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에 대한 추궁은 선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였다.35) 이처럼 법
원에서도 국회의원의 출석의무를 전제로 일반 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출석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부정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출석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이를 위
반하더라도 위법성이 없고, 또한 출석의무 불이행과 손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없고, 일반 국민이 입은 손해 자체도 입증이 되지 아니하
여 손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치를 법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지
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문제는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의정감시활동
국회의원이 헌법상 또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
는 아니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를 제재하는 것으로는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운동이 있다. 이러한 감시는 유권자의 정당한 심판을 유도하
34) 당시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299명이었으나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걸린 한나라당 홍준
표 의원 등 17명과 책임을 지고 6월분 세비를 자진 납부한 31명은 제외됐다.
35) 뉴시스 200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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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의정감시활동을 공개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의정활동상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36) 최근에는 국
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많아지고 있고, 이들 시민
단체의 활동이 국회의원의 출석률을 점검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감시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이들이 수여하는 각
종 수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등 상호 상승작용의 영향으로 NGO의
의정감시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제15대 국회, 1996년), 법률소비자연맹(2009년부터 매
년), 바른사회시민회의(제19대 국회, 2014년), 중앙일보(제15대 국
회, 1998년), 경향신문(제17대 국회, 2005), 서울신문(제19대 국회,
2015년) 등 여러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횟
수 등을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감시하거나 검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에 2015. 2.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출석의무
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후 절반이상 이석
시 ‘출석후 이석’으로 분류 공표하고, 국회의원의 청가서 및 결석계의
제출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을 제정 발
의하기도 하였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36) 정종섭,헌법학원론,1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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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회의원의 출석·표결의무의 법리적·
논리적 근거
국회의원은 넓은 의미에서의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국회의원은 선거직 공무
원으로서 당연히 국회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하고, 나아가 국회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에도 출석하고 표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공
무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표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표결에 참가하여야 하는가? 국회의원이 선거직 공무원이라고 하
는 점에서 출석의무와 표결의무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
유와는 달리, 국회의원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국민의 대
표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어 국민의 대표가 된 사람이라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공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행위인 출석과 표결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신
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
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
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여 출석하고 표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회
의원의 출석의무와 표결의무는 임의적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원칙적
필수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질문권, 질의권, 발
언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국정을 논의하고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하에서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
를 천착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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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주권주의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고 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직접적으로 선언
하고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고
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
는 국민 전체가 국가기관으로서 직접 반드시 헌법제정권력과 일체의
국가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직
접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의 담당자가 정
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
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37)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
여 헌법은 의회 제도를 두고 있다. 의회는 행정부와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를 임무로 하는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행정부와 법원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권의 하나로
서 입법기관, 국민대표기관 등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구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회
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법 제24조), 지방
의회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31조).
이 연구에서의 의회는 국회를 의미한다고 보아서, 이 연구에서는 국회
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기관이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헌법적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지역 선거구민의 위임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대의제도에 있어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

37) 김철수,전게서,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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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선출된 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임할 수 있
다.38)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개별
적인 의사 자체를 일일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의 의사
와는 별개로 또는 독립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의 독자적인 직무상 양식
과 판단에 근거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방
향으로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
라 투표한다(국회법 제114조의 2)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은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여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국민은 이를 믿고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당선시켜 주었
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적인 주
권적 권리부여행위(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던 국민 자신의
주권을 수여하였고, 이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이 아
니라 국민이 부여한 국민의 권한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지역구활동
그 밖의 다른 사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지 않는 경
우에는 국민이 수여한 국민의 권한을 수여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것
은 국민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국
민주권주의를 근본적으로 훼멸시키는 행위로서 정치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행위 자체를 포기하거나 방기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로서 대표행위를 적극적
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주의에 터잡은 국회의원
의 대표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고 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
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8) 헌법재판소 1994.4.28. 선고 92헌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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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회의원의 출석·표결에 대한 작위의무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예산의 심의와 의결,
중앙정부에 대한 감독과 비판을 임무로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를 구성
하는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
된다(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합의제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
자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출석권, 질문
권, 질의권, 발언권 등의 권한39)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의
무 등을 가진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에서의 출석
권, 발언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등을 가지고 이
들 권한은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행
사할 수 없는 권한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이들 권한을 행사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과 표결을 하여야 한
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표결의무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
는’ 임의적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작위의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은 법령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출석과 표결을 하
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출석의무와 표결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
야 하고, 이 출석의무와 표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는 출석과 표결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
회의원은 이러한 출석과 표결에 대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작위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 뿐 아니라 정치적 책
임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출석권, 질문권, 질의권, 발언권 등의 권한은 직무
39)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 등
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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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권한이면서 동시에 직무상 의무로서의 성질도 가진다는 점에서 국
회의원의 출석권 행사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이중적 중첩적 관계에
있고, 아울러 표리관계에 있는 매우 중요한 권한이다. 국회의원은 국
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궁금해 하고, 의심스러워하는 현안문제에 대하
여 국회에서 행정부를 향해서 질의하고, 발언해야 한다. 이러한 발언
권과 질의권 등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은 정치적 소신 뿐 아니라 법령상으로도 당
연히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고 질의를 하지 않으
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권과 질의권 등도 국회의원의 작위의무
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들 작위의무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서
라도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표결의무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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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회의원의 출석·표결의무 위반과
제재
국회의원의 출석의무가 전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 개원이다. 국회는 총
선이후 최초의 임시회로 개원된다(국회법 제5조 제3항). 국회의원의
임기도중에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개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총선이 끝나고 처음 국회가 개회될 때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총선이후 국회를 처음 개원하는 경우에 종전 1988. 6. 15. 이전까지
는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
한다(국회법 제6조).”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여야간의 합의로 국회 개
원일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원에 관한 여야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개원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가 부존재함으로써 출석의무를 둘러싸고 문제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1988. 6. 15.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총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국회의원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집회
한다(국회법 제5조 제2항).”고 규정하여 최장 30일이내에는 국회를
개원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국
회 개원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1994. 6. 28.에 국회의
원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
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전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국회법 제5조 제2항)으로 개정하여 총선이후 처
음으로 소집되는 국회 개원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아울러 “국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
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국회법 제
9조 제1항 단서).”고 규정하여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도 선출된 날
- 40 -

부터 기산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 국회법 개정이후
에도 지난 15대 국회(1996 - 2000)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 개원일이 국회의원 임기 첫날로부터 15대(1996 - 2000) 국회
는 39일, 16대(2000 - 2004) 3일, 17대(2004 - 2008) 30일, 18
대(2008 - 2012) 83일, 19대(2012 - 2016) 27일 등으로 뒤늦게
개원함으로써 그 때마다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만, 아직까지도 미해결된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Ⅰ. 출석의무 위반과 징계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규
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출
석의무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48. 7. 17. 제정된 제헌 헌법이후 처음으
로 입법된 국회법(1948. 10. 2. 제정, 법률 제5호)에서는 “의원이 정
당한 이유없이 집회일부터 7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
유없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 결석하거나 또는 청가의 기한이 경과하
므로 의장이 특히 발한 출석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이유없이 출
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친다(국회법
제99조).”고 하는 규정을 두고 무단결석의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였다. 이 규정은 그
당시 일본 의원법 제99조와 참의원규칙 제187조40)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당시의 입법자들이 신생 한국의 입법적 토대가
부실하여 부득이 벤치마킹하여 일본법을 그대로 옮겨 온 것으로 생각
된다. 이 규정은 1960. 9. 26. ‘출석통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로’ 개
정한 이후 계속하여 유지되어 오다가 1991. 5. 31.에 이르러 제148
40) 衆議院事務局,逐條國會法,信山社,2010,165-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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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제155조로 조문 위치 이동을 하여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
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
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8호)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
라는 1948. 10. 2. 당시부터 결석으로 인한 징계규정을 두어 국회의
원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출석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1. 5. 수서사건41) 등을 계기로 하여 집권여당인 민자당이
정치풍토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실천규범 안을 만든 후 여야
합의로 국회 규칙으로 1991. 5. 20.에 제정되었던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1993. 7. 13.에 개정하여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
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고 규정하여 출석의무
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국회법 제155조 제12호)고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법령상 명시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석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규칙은 법률이 아
닌 규칙으로서 그 법적성질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거나 훈시규
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런 제도만으로는 국회의원의 출석을 강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회법상의 징계사유의 근거로 국회
규칙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
회의원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1989. 3.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수서와 대치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일반주
택청약예금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조합에 공급함으로써 빚어진 비리이다. 당시 수
서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서, 택지를 공급해 달라는 26개
연합주택조합과 시공자인 한보주택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법이
라고 허용하지 않았다. 1991. 1. 21. 정치권의 압력과 한보그룹의 로비를 받은 서울시
가 전격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조합소유토지 35,500평을 26개 주택조합에 특별 분양키
로 결정하였다. 특히 특별분양을 받은 민간조합에 경제기획원 등 영향력 있는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특혜의혹은 확산되고 정치쟁점화되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지시했으나 진정되지 않았고, 1991. 2. 7. 마침내 검찰
이 본격적 수사에 나서 000청와대비서관과 000한보그룹 회장, 000의원 등 국회의원 5
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하였다. 이 후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의 개각으로 일단 수습을 하
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였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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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국회의원이 결석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에서 국
회법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의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
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출석의무 위반과 금전적 제재
국회의원의 결석으로 인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1948. 10. 2.
국회법 당시로부터 40여년이 흘렀던 1990년대 초반 당시까지 국회의
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무단결석으로 인한 논란이 그치지 아니하
였고 계속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이에 1994. 6. 28.에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여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
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
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국회법 제32조
제2항).”고 하는 규정을 두어 무단 결석의원에게 금전적 제재를 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무단결석의 경우에 특별활동비까지 삭감한
다고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출석의무를 강제하
고 있었지만, 특별활동비가 하루 수만원 상당의 소액에 지나지 아니하
여 그 강제성이나 실효성은 많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런 문제점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출
석의무위반에 따른 특별활동비 감액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하나의 장식적 규정(Decoration rules)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Ⅲ. 출석의무 위반과 국민소환
국민소환(Recall)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
우 유권자의 투표로서 해당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소환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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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민투표(referendum)’와 국민에 의하여 일정한 정책이 제안되는
‘국민발안(people’s initiative)’, 국가기관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
정을 할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국민거부(people’s refusal)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이다. 2006. 5. 24.제정되어 2007. 5. 25.부터 시행된 주민소
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을 도입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데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
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 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
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 투표로 국회
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
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
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으로
서 국회의원에게 출석과 표결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
관으로서 대표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
석 표결하여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강제로 국민의 대표
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출마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서 국
민의 대표가 되기를 선거를 통해 공약을 하였고, 이에 국민들은 선거
를 통해서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정치적 출석권한과 표결권한을 위임한
것이 된다.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은 자신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실
제로는 국민의 권한을 임기동안 수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민이 수여한 권한행사와 작위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신의
성실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해촉되거나 강제
퇴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대의제 의회기관의 속성상 대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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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관인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표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6
건42)이 제안되었고, 현재 국회에는 3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2006. 3. 3.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21
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2008. 12. 17. 김재윤의원 대표발
의, 13인),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2012. 6. 22. 황
주홍의원 대표발의, 14인) 등 3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2016. 12. 12.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1인),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2017. 2.
3.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33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2017.
2. 13.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8인) 등 3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5]의 글로서 그
타당성을 갈음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자승자박’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는 처리할 수 있을까
대의민주주의 보완 필요 “국민이 나쁜 국회의원 해임할 수 있어야” 헌법 위배 가능
성 등 논란도 [미디어오늘 차현아 기자]
선거 때만 되면 표심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다가도, 당선
후에는 군림한다. 일반 국민들이 국회에 보내는 차가운 시선은 이와 같은 일부 국
회의원들의 모습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막말’을 하거나 갑질을 하는 것도 모
자라 외유성 출장 등으로 맡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원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낳은 것이 현실이다. 22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박주민, 박재
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소환제를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
견에서 한 시민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큰 잘못
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4년은 지켜봐야 했고, 그들은 보장된 4년을 누렸다”
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가진 그 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평범한 이들 시민들
은 온라인상에서 국회의원 소환제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난 7월
…

42) 7건이 제안되었으나, 1건은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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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작한 온라인 서명운동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약 14만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들은 “단체나 조직이 아닌 개인 몇 명이 모여 시작한 운동에 어
떤 성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서명 첫날부터 폭발적인 반응
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지금까지 받은 국민들의 서명을 국
민소환제를 발의한 박주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국회의원 소환
제가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선명하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민이 직접 뽑
은 국회의원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의원직을 국민이 거둬들이는 것도 가능해
야 한다는 논리다. 선거 이후에는 사실상 국민이 의원을 감시할 수 없다는 대의민
주주의 한계를 국회의원 소환제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은
선거 날만 주인이고 선거 날 이후에는 노예로 돌아간다’는 루소의 말이 있다. 대의
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데 가장 오래 사용돼 온 말”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
와 정당제도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좀 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제대
로 모시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에 국회의원 소환법이 통과되면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국회의원 소환제 관련 법안은 △ 박주
민 민주당 의원 △ 김병욱 민주당 의원 △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3개다. 세 법안 모두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
지만 대체로 각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에 근거한 국회의원 의
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 유기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대상이 되며, 국회의
원 임기가 6개월 혹은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소환할 수 없다. 세 법안 모두 지역
구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시 소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주민
의원 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소속 지역구 의원이 아닌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이번 20
대 국회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역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발의 됐지만 매번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매번 정치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된 의제 중 하나였지만 논의만 진행
되다 결국 흐지부지됐다.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게 될
수 있는 ‘자승자박’ 상황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여기서 나온다.
이번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소환제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논의
되고 있지만 관련 의원실 관계자들은 통과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
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돼 온 법이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맞지만 여전히 논쟁 지점이 많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
는 법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거론할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반대
논리 중 하나는 ‘악용 가능성’이다. 정치인과 정당 간 대립 과정에서 상대 진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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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시키기 위해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소환투표가 발동되면 즉시
해당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악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소
환 기준을 명확히해야 하는지 여부 역시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률안들은 모두 헌법 46조에 근거한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양심에 따
른 직무 수행 △지위 남용을 통한 이득 및 직위 취득 금지 등 의무를 어겼을 경우
를 소환이 가능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
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 등도 기준으로 포함했다. 황영철 의원의 안에는 여기에
국회의원의 ‘막말’ 논란도 소환 사유로 규정했다. 다만 2007년 도입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는 소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
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주민소환제에 소환 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위
헌 여부 판단으로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고,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너무 높은 기준과 세밀한 조건들을 규정하면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다. 박주민 의원의 국민소환제안은
다른 의원들 법안과 달리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안보다 청구 요건을 낮춰
소환투표 자체의 발동을 다소 쉽게 만든 것이다. 박주민의원실 관계자는 “소환요건
을 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위법을 저질렀을 때 소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타겟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도 “주민소환제의 운영에서도 지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인원수나 방법 등
의 기준이 너무 높아 발동이 안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 법안 마련과정
에서는 청구요건) 기준을 다소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을 검토한 전문가들
도 이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소환투표 청구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조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제 소환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적이 없다.
국회의원 소환제 역시 소환 투표에 부쳐지기까지 그 방식과 내용을 두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의 검토 등 여러 ‘통과’ 절차를 두고 있다. 2007년에 도
입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다섯 곳(하남시,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과천시, 삼척시, 구례군수)의 소환투표는 모두 실제 소환으로 이어지
지 않았다. 인구수가 적은 군 단위의 기초단체장 소환투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유
효투표수를 충족시키기도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법의 취지가 무색해
진 건 악용사례보다도, 너무 높은 소환제 발동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소환제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위헌 가능성이다. 일단 소환제 관련 법안을 마련한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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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 중에 법안의 통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사실상 국회의원의 임기
와 활동에 대한 보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의 법안 통
과 이전에 먼저 개헌 사항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규정
한 조항이 있는데 이 헌법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임기가 4년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도 당선된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취소될 수 있지만, 이런 예외들은 이미 다 근거를 두고 마련
된 조항이다. (소환제 역시) 임기 만료 전에 (소환제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는 근
거 조항이 헌법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43)

43) 미디어오늘 2017.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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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요국의 국회의원의 출석의무 및 표
결의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회의원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민적 감시와 논의가
있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 제재를 하
고 있다. 그 제재 방법으로 출석정지 또는 등원정지를 하거나, 의원에
게 지급되는 세비나 수당 등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자료 3]은 세계 각국의 의회의 구성과 국회의원의 출석의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국회의원 출석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Ⅰ. 미국
미국은 양원제 국가이고, 하원의원의 숫자는 435명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다. 미국에서는 하원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담은 400쪽 분량의 의회 윤리메뉴얼이 있고, 미
국 하원 의사규칙 제8조에서는 모든 의원은 특별히 허락을 받거나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회중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부의된 안건의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안건에 대하여 신
분상이나 금전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미국
하원 의사규칙 제8조 제1항)고 규정하여 하원의원의 출석의무를 명시
하고 있다. 또한 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에서 대
리 투표케 하거나 회의 참석 여부를 대리 기록하게 할 수 없다(미국
하원 의사규칙 제8조 제3항 가)고 하여 하원의원은 능동대리로서의
출석이나 표결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하원의원 이외의
타인도 의원을 대신하여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에 투표를 하거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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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을 대리 기록할 수 없다(미국 하원 의사규칙 제8조 제3항 나)고
하여 하원의원이 수동대리로서의 출석이나 표결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 또한 하원의원도 다른 의원을 대신하여 본회의나 전원위원회
에서 투표하거나 회의 참석을 대리 기록할 수 없다(미국 하원 의사규
칙 제8조 제3항 다)고 하여 의원들 상호간에도 상호대리로서의 출석
이나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은 허가없이 상원
의 회의에 결석하여서는 아니된다(미국 상원 의사규칙 제2조)라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
회 출석의무가 있다.

Ⅱ. 영국
영국은 양원제 국가이고, 하원의원의 숫자는 650명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영국 하원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및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개회하여 사법률안의 의사(private
business), 이의없는 보고서제출을 요구하는 동의(motions for
unopposed returns), 질문, 동의통고에 대한 표결의 순서로 의사를
진행한다(영국 하원 의사규칙 제1조 제1항).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및 목요일에는 공법률안의사(public business)의 개시시에 제출된 모
든 질문이 처리될 때까지 산회동의를 할 수 없으며, 장관이 아닌 의원
은 동의의 통고가 시작되기 전에는 산회동의를 할 수 없다(영국 하원
의사규칙 제1조 제2항).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및 목요일의 오후
10시에는 그 때까지 심의중인 여하한 안건에 관한 의사도 이를 중지
한다(영국 하원 의사규칙 제1조 제3항). 금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며, 오후 2시 30분에 폐회한다(영국 하원 의사규칙 제5조 제2
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하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
후 2시 30분에 개회하여 오후 10시에 폐회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분에 개회하여 오후 2시 30분에 폐회한다. 영국 하원의원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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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다. 영국
하원은 분열표결의 선포를 듣지 못한 경우, 즉 회의장에 없었던 하원
의원도 분열표결에 참가할 수 있지만(영국 하원 의사규칙 제39조 제1
항), 하원의원은 의무적으로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영국 하원
의사규칙 제3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하원의원은 출석의
무는 있지만, 표결의무는 없다.

Ⅲ. 독일
독일은 양원제 국가이고, 하원의원의 숫자는 709명(정원은 598명)으
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598명과 기타 111명이고, 임기는 4년
이다. 독일 연방 하원의원은 연방 하원의원의 업무에 참가할 의무를
가지고, 의원의 발언, 행동, 투표 및 선거의 경우 그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한다(독일연방의회 의사규칙 제13조 제1항). 매 회의일에는 연
방의원이 기입하여야 하는 출석부가 비치되고, 각 기명투표에서의 불
참 결과는 연방의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원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나타난다(독일연방의회 의사규칙 제1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독일 연방하원의원은 출석의무와 표결의무가 있고, 그 출
결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출석부도 있다.

Ⅳ. 프랑스
프랑스는 양원제

국가이고, 하원의원의 숫자는 577명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프랑스 하원의원 본회의는 의사협의
회의 제안에 따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에 공개회의로
매주 개회한다(프랑스 국민회의 의사규칙 제50조 제1항). 발언참여를
원하는 의원은 발언순서를 정하는 의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고, 이 순
서에 따라 발언하도록 호명되면 발언을 할 수 있다(프랑스 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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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규칙 제54조 제2항). 의원의 표결권은 본인이 행사한다(프랑스
국민회의 의사규칙 제6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임위
원회에 3번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당한
다. 프랑스 하원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표결의
무는 간접적으로나마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프랑스는 세비를 주
급으로 받는데 1회기 동안 공개투표에 3분의 1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에는 수당의 3분의 1을, 절반이상 불참한 경우에는 3분의 2를 감액하
도록 하고 있다.

Ⅴ. 일본
일본은 양원제 국가이고, 중의원의 숫자는 480명으로 소선거구 직접
선거 선출의원 300명과 비례대표 선출의원 180명으로, 임기는 4년이
다. 일본 중의원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
집에 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 또는 위원회에
결석하였기 때문에, 또는 청가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의장이 특히 초
청장을 발하고 그 초청장을 받을 날부터 7일이내에 더구나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장이 이를 징계위원회에 부친다(일본 국회
법 제124조). 일본 중의원 의원은 소집초청장에 지정된 기일의 오전
10시에 중의원에 집회하여야 한다(중의원 규칙 제1조). 표결시 의장
에 없는 의원은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중의원 규칙 제148조)고 규
정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 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의
무가 있다.

Ⅵ. 호주
호주는 양원제

국가이고, 하원의원의 숫자는 150명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3년이다. 호주 하원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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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회기기간 중 허가없이 2달 동안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제명된다.

Ⅶ.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양원제 국가이고, 하원의원의 숫자는 150명으로 직접선거
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다. 뉴질랜드 하원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결석한 날자와 결석한 사실을 기
록으로 남긴다(뉴질랜드 하원 의사규칙 제39조).

Ⅷ. 기타44)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인 결석이라고 판단되면 월급의 40%까지
감액되고, 본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을 따로 부과한
다. 포르투갈 국회의원은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 4번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월급의 30분의 1을 감액한다. 폴란드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5
분의 1이상 결석할 경우 월급의 일당을 따로 계산하여 불참한 횟수만
큼 삭감한다. 인도 국회의원은 의회 동의없이 60일이상 결석하면 의원
직을 박탈당한다. 터키 국회의원은 1달에 5일이상 의회에 불출석하면
제명된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매일 출근하여야 하고, 세비를 주급형태
로 받고, 회기 중 결석하면 그만큼 세비를 삭감당한다.

44) 한국경제 2013. 10. 14. 독주하는 국회권력. 근무시간 못 채우면 세비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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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회의원 및 국회 출입기자의 국회의
원 출석의무 및 표결의무에 대한 설
문조사
국회의원 출석의무 및 표결의무에 대한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개선방안에 활용하고자 국회의원 298명과 국회 출
입기자 575명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설문지를 송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시간적 제약성(연구 용역기간이 당초 2017.
10. 13.부터 2017. 12. 12.까지였지만 2017. 12. 27.로 연장되었
음), 설문조사에 대한 경제적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설문문항을 단
순한 객관식 5가지 문항과 주관식 1개 문항으로만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기간도 단기간의 연구용역기간에 맞추어 당초 2017. 12. 1.
부터 2017. 12. 11.까지로 하였다가 응답자가 많지 아니하여 2017.
12. 22.까지로 연장하였고, 응답편지는 12. 22.까지 받았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일반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국회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
사는 www.naver.com의 설문조사방식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Ⅰ.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지의 형식과 내용
[

참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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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내용

중 1번 설문에서 국회의원 출석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1번에 응답한 분은 6명이고, 규정을 둘 필
요가 없다고 하는 2번에 응답한 분이 2명이다.
[2] 설문내용

중 2번 설문에서 국회 회의록에 결석의원의 수와 성명
을 기재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1번에 응답한 분
은 5명이고,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2번에 응답한 분이 2명이고, 모
르겠다고 하는 3번에 응답한 분이 1명이다.
[3] 설문내용 중 3번 설문에서 국회의원 출석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수당 등을 삭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1번에 응답한 분은 6명이고,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2
번에 응답한 분이 1명, 모르겠다고 하는 3번에 응답한 분이 1명이다.
[4] 설문내용

중 4번 설문에서 국회의원 표결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1번에 응답한 분은 4명이고,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2번에 응답한 분이 4명이다.
[5] 설문내용

중 5번 설문에서 국회 홈페이지상에 국회의원 출석과
결석, 표결현황에 관한 메뉴나배너, 팝업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
는 1번에 응답한 분은 4명이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2번에 응답한 분
이 4명이다.
[6] 설문내용

중 6번 설문에서 국회의원 출석 및 표결 참여율을 높이
기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한 1분이
“출석의무를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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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설문내용의 분석
국회의원은 모든 문항에 대해서 반수의 국회의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하여 출석의무를 명시하는 규정
을 둘 수 있고, 결석의원의 수와 성명도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에 찬성하였다. 또한 국회법을 개정하여 무단으로 결석한 국
회의원에 대하여 지금보다는 더 강한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고, 표결
의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둘 수 있고, 출결상황 특히 결석한 국
회의원의 현황에 대하여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의견에 찬성하
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반수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출석의무를 명시
하는 규정을 두거나 출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경제적 제재에 대해
서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반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석의원의 수
와 성명 등 현황을 회의록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표결의무를 명시
적으로 규정화하는 것과 회의 출결상황 및 표결현황을 인터넷에 올리
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지금과 같은 인터넷사회에서 무차별적 퍼나르기에 대한 제한
이 없는 상황에서 출석보다는 결석에 대한 현황이나 표결에 대한 상황
이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
게 될 것은 분명하고, 이런 부담은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298명의 국회의원 중 비록 8명에 지나지 않은 분들의 의
견이지만, 이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
원의 출석과 표결에 대한 의무조항을 도입하고, 무단 결석에 대한 강
한 경제적 제재와 출결상황의 회의록 공시와 인터넷 공시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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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회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지의 형식과 내용
[참고자료 2]

2.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내용

중 1번 설문에서 국회의원 출석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1번에 응답한 분은 25명이고,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2번에 응답한 분이 1명이다.
[2] 설문내용

중 2번 설문에서 국회 회의록에 결석의원의 수와 성명
을 기재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1번에 응답한 분
은 24명이고,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2번에 응답한 분이 2명이다.
[3] 설문내용 중 3번 설문에서 국회의원 출석의무를
수당 등을 삭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명시적인
한다고 하는 1번에 응답한 분은 24명이고, 규정을 둘
2번에 응답한 분이 2명이다.

위반한 경우에
규정을 두어야
필요가 없다는

[4] 설문내용

중 4번 설문에서 국회의원 표결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1번에 응답한 분은 19명이고, 규정을 둘 필요
가 없다는 2번에 응답한 분이 5명, 모르겠다고 하는 3번에 응답한 분
이 1명, 응답을 하지 않은 분이 1명이다.
[5] 설문내용

중 5번 설문에서 국회 홈페이지상에 국회의원 출석과
결석, 표결현황에 관한 메뉴나배너, 팝업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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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번에 응답한 분은 21명이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2번에 응답한
분이 3명이고, 모르겠다고 하는 3번에 응답한 분이 2명이다.
[6] 설문내용

중 6번 설문에서 국회의원 출석 및 표결 참여율을 높이
기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라고 하는 주관식 문항에 대하여 응답
한 9분이 있고, 그 내용으로 “국회의원 출석 및 표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민 대
표로서 성실히 국회 의정 활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 정
비해서 새로운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모 의원이 주장하
고 있는 국민소환제가 하루 속히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인의
맡은바 소임을 다 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만 우선적으로 챙기며 서로
싸우기 바쁜 의원들은 세비는 물론 의원직을 유지시켜줄 필요가 없다.
이런 모습들을 보기에도 지쳤고 더이상 봐줄 국민들도 없다.”, “국회의
원은 무보수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패널티를 도입해
야 함.”, “의무참석제 도입”, “국회의원 자체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출
석 및 표결에는 당연히 의무화가 되어야 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를
둘 수는 있을테지만 출석 및 표결에 한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제도
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의 요건을 강화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된 수당과 연계한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결 현황 게시”, “일정비율
표결 불참시 국회 차원의 징계”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설문내용의 분석
국회 출입기자는 출석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두거나 출석의무를 위반
하는 경우의 경제적 제재와 결석의원의 현황을 회의록에 명시하는 것
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매우 적극적
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표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화하거나 회의 출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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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및 표결현황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
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표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소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국회의원과는 달
리 제3자의 입장인 기자들로서는 출석의무 규정화나 출결상황에 대한
공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과 같은 인터넷사회에서 무차별적 퍼나르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언론기자로서는 당연히 국회의원의 현재의 상황을 국민 모두에게 노출
시켜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회의원의 결석에 대한 현황이나 표결에 대한 상
황이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와 유권자로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형
량하여, 언론기자는 후자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575명의 국회 출입기자 중 비록 26명에 지나지 않은 분
들의 의견이지만, 이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대한 의무조항을 도입하고, 무단 결석에 대
한 강한 경제적 제재와 출결상황의 회의록 공시와 인터넷 공시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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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입법적 제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대표행위 자체를
소극적으로 포기하거나 방기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국회의원은 국민주
권주의에 터잡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상 작위의무인 대표행
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표행위를 적극적으로 행
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안에 대해서
표결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발언권, 질문권, 질의권 등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
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출석의무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
수적인 작위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러한
권한은 직무상 권한이면서도 작위의무로서의 성질도 가진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이중적 중첩적 관계에 있
고, 표리관계에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 논리적 근거
를 가진 국회의원의 출석의무로 인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원
회에 반드시 출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장에 참석해야 하는 작위의무
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표결의무도 가지고
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기권의 자
유도 있기 때문에 표결의무는 그 범위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회의
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지만, 기권도 하나의 표결의 방식이므로 반
드시 찬성과 반대라는 표결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
다는 점에서 표결의무를 규정화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
하였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출석과 표결에 대하여 심각한 관심을 가지
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최근의 사례나 시민단체의 검증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도 국회의원 자신과 제3자의 입장인 국회출
입기자와의 사이에 출석과 표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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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관련된 사
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을 두어야 한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
다.”고 하는 규정을 국회법 제25조의 2(출석의무)의 규정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 조문의 위치는 국회법의 해석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
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관한 제25조의 규정에 뒤이
어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국회법 현행 규정
없음

국회법 개정안
제25조의 2(출석의무)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
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둘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결석의(위)
원의 수와 성명”을 추가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법에서는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국회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과 본회의의 회의록(국회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출석위원의 수
와 성명”과 “출석의원의 수와 성명”은 기재하고 있지만, “결석의(위)원
의 수와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의 출석을 독려 권장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의 2의 규정을 신설하여 “결석위원의 수와 성명”을, 국회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을 신설하여 “결석의원의 수와 성명”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회의록 말미에 출석, 청가, 출장 의원의 수와 성명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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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것도 국회 회의록에 출석, 청가, 출장, 결석 의원의 수와
성명까지 추가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현행 규정
국회법 개정안
69조(위원회 회의록)
위원
제69조(위원회 회의록) 위원 제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 2. 개의
시
시
2. 의사일정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3.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2. 결석위원의 수와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 3의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
명
명
제115조(회의록) 국회는 회 제115조(회의록) 국회는 회
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 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
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 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
시
시
2. 의사일정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와 성명
3.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3의 2. 결석의원의 수와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①

①

①

①

셋째, 종전의 형식적인 규정의 존재에 머물고 있는 국회법 제32조 제
2항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의무를 독려 권장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개
정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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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
이 회의에 결석한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
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는 결석한 회의
일수가 당해 월 회의의 1/5이상 2/3미만인 경우에는 수당 등 월액의
1/2을, 결석한 회의일수가 당해 월 회의의 2/3이상 4/5미만인 경우
에는 수당 등 월액의 2/3을 결석한 달의 다음달 수당 등 월액에서 공
제하고, 결석한 회의일수가 당해 월 회의의 4/5이상인 경우에는 결석
한 달의 다음달 수당 등 월액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 경우 결석
여부는 회의록의 등재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하는 단계적으로 경제적
제재 금액을 달리하면서 지금보다는 더 금액을 증액시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법 제32조 제2항은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
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
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
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경우 특별활동비가 현재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30 상당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활동비는 소액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재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 전체를 분자로 하면 그
경제적 제재효과가 클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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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현행 규정

국회법 개정안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

제32조(청가 및 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
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
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
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좌동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
의에 결석한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
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는 결
석한 회의일수가 당해 월 회의
의 1/5이상 2/3미만인 경우에
는 수당 등 월액의 1/2을, 결
석한 회의일수가 당해 월 회의
의 2/3이상 4/5미만인 경우에
는 수당 등 월액의 2/3을 결석
한 달의 다음달 수당 등 월액에
서 공제하고, 결석한 회의일수
가 당해 월 회의의 4/5이상인
경우에는 결석한 달의 다음달
수당 등 월액의 전액을 지급하
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 경우 결석
여부는 회의록의 등재에 의하여
확인한다.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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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넷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
여 표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표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표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찬성, 반대 뿐 아니라 기권의 자
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결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기권을 할 수 없
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표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화한다고 하
더라도 찬성이나 반대를 강제하는 의미는 아니다. 출석의무와 관련하
여 표결의무를 규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규정의 위치는 제114
조의 2(자유투표)에 뒤이어 제114조의 3(표결의무)의 규정으로 삽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법 현행 규정
국회법 개정안
제114조의 3(표결의무)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
없음
회에 참석하여 표결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및
결석 현황과 표결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메뉴나 배너, 또는 팝
업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공보에 국회의원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현황과 결석 현황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는 본회의 표결정보(의안별 및 의원별 표결현황)가 탑재되
어 있지만, 국회의원의 출석과 결석에 관한 현황은 공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좀더 유권자에게 국회의원의 의정활
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석 및 결석, 표결에 관
한 현황을 게시하거나 탑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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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바쁘신 국정 업무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문지
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인 “주요 선진국 의회의 의원 출석 및 표결의무에
대한 조사와 관련 규정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 도입방안 모색 및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정확하고 성의있는 응답을 한 결과는
연구에 매우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므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
대 없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학술연구에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연락처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자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
전 화 :053)810-2614 fax:053)810-4787 e-mail: bibae@yu.ac.kr
설문기간 : 2017년 12월 1일(금) - 12월 11일(월)
[설문 취지]
현재 우리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출석의무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
지 아니한 때(국회법 제155조 제8호)”에는 징계할 수 있고,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감액한다.(국회법 제32조 제2항)”고 하여 무단으로 결석하면 수당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결과 관련해서는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국회법 제111조 제1항).”고 규정하여 회의 참석을 전제로 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62개국에서 국회의원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29개국에서
는 출석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표결은 강제하는 규
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설문 내용 및 회수지]의 설문에 찬성하는 항의 ( )속에 0 표기를 하셔서,
동봉한 회수 봉투에 넣어서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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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 및 회수지]
1.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
까?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 모르겠다( )
①

②

③

2. 국회법에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출석의(위)원의 수와 성명”은 기재하지
만(국회법 제69조, 제115조), “결석의(위)원의 수와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출석을 독려 권장하기 위하여 회의록에 “결석의(위)원의 수와 성명”을 기재
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 모르겠다( )
·

①

②

③

3. 국회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석한 국회의원에게 특별활동비를 감액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국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의무를 독려 권장하고자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결석한 경우
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는 결석한 회의일수가 당해 월 회의의 1/5이상 2/3미만인 경우에는 수당
등 월액의 1/2을, 결석한 회의일수가 당해 월 회의의 2/3이상 4/5미만인 경우에는 수
당 등 월액의 2/3을 결석한 달의 다음달 수당 등 월액에서 공제하고, 결석한 회의일수
가 당해 월 회의의 4/5이상인 경우에는 결석한 달의 다음달 수당 등 월액의 전액을 지
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
경우 결석여부는 회의록의 등재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
가 있습니까?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 모르겠다( )
·

·

①

②

③

4.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표결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표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
요가 있습니까?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 모르겠다( )
①

②

③

5.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는 본회의 표결정보(의안별 및 의원별 표결현황)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의 출석 및 결석 현황과 표결 현황”을 내용으로 하
는 새로운 메뉴나 배너, 또는 팝업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만들 필요가 있다( )
만들 필요가 없다( ) 모르겠다( )
①

②

③

6.

국회의원의 출석 및 표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어떤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사
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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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국회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바쁘신 취재 업무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문지
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인 “주요 선진국 의회의 의원 출석 및 표결의무에
대한 조사와 관련 규정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 도입방안 모색 및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에 대하여 기자님께서 정확하고 성의있는 응답을 한 결과는
연구에 매우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므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
대 없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학술연구에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며, 기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연락처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자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
전 화 :053)810-2614 fax:053)810-4787 e-mail: bibae5009@naver.com
설문기간 : 2017년 12월 1일(금) - 12월 22일(금)
[설문 취지]
현재 우리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출석의무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
지 아니한 때(국회법 제155조 제8호)”에는 징계할 수 있고,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감액한다.(국회법 제32조 제2항)”고 하여 무단으로 결석하면 수당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결과 관련해서는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국회법 제111조 제1항).”고 규정하여 회의 참석을 전제로 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62개국에서 국회의원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29개국에서
는 출석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표결은 강제하는 규
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설문 내용]의 설문에 찬성하는 항의 ( )속에 0 표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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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
1.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
까?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 모르겠다( )
①

②

③

2. 국회법에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출석의(위)원의 수와 성명”은 기재하지
만(국회법 제69조, 제115조), “결석의(위)원의 수와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출석을 독려 권장하기 위하여 회의록에 “결석의(위)원의 수와 성명”을 기재
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 모르겠다( )
·

①

②

③

3. 국회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석한 국회의원에게 특별활동비를 감액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국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의무를 독려 권장하고자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결석한 경우
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는 결석한 회의일수가 당해 월 회의의 1/5이상 2/3미만인 경우에는 수당
등 월액의 1/2을, 결석한 회의일수가 당해 월 회의의 2/3이상 4/5미만인 경우에는 수
당 등 월액의 2/3을 결석한 달의 다음달 수당 등 월액에서 공제하고, 결석한 회의일수
가 당해 월 회의의 4/5이상인 경우에는 결석한 달의 다음달 수당 등 월액의 전액을 지
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
경우 결석여부는 회의록의 등재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
가 있습니까?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 모르겠다( )
·

·

①

②

③

4.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표결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표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
요가 있습니까?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 모르겠다( )
①

②

③

5.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는 본회의 표결정보(의안별 및 의원별 표결현황)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의 출석 및 결석 현황과 표결 현황”을 내용으로 하
는 새로운 메뉴나 배너, 또는 팝업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만들 필요가 있다( )
만들 필요가 없다( ) 모르겠다( )
①

②

③

6.

국회의원의 출석 및 표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어떤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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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주요국가 의회의 구성 및 국회의원의 출석의무 유무
알제리 (ALGERIA) 하원
국회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Barlaman / Parliament
양원제
Al-Majlis Al-Chaabi Al-Watani/National

People's

Assembly
462 / 462
119 (25.76%)
직접선거 462명(8명은 해외거주 알제리인)
5 년
있음

알제리 (ALGERIA)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Barlaman / Parliament
양원제
Majlis al-Oumma / Council of the Nation
144 / 143
10 (6.99%)
간접 선거 96명, 대통령 지명 48명

임기

6년, 3년마다 1/2씩 선출

국회의원 출석의무

있음

안도라 (ANDORRA)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Consell general / General Council
단원제
28 / 28
9 (32.14%)
직접 선거 28
4 년
있음

아르헨티나 (ARGENTINA)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Congreso de la nación
양원제
Cámara de Diputados
257 / 257
98 (38.13%)
직접 선거 257

임기

4 년. 2년마다 1/2씩 선출

국회의원 출석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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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ARGENTINA)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Congreso de la nación
양원제
Senado / Senate
72 / 72
30 (41.67%)
직접 선거 72
6 년. 2년마다 1/3씩 선출

국회의원 출석의무

없음

아르메니아 (ARMENIA)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zgayin Zhoghov / National Assembly
단원제
105 / 105
19 (18.10%)
직접 선거로 101명. 4 명은 소수민족 대표
5 년
없음

호주 (AUSTRALIA)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양원제
House of Representatives
150 / 150
43 (28.67%)
직접 선거 150
3 년
없음

호주 (AUSTRALIA) 상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양원제
Senate
76 / 76
31 (40.79%)
직접 선거 76(6개주 12명씩,2개 연방자치구 2명씩 선출)

임기

6 년. 3년마다 1/2씩 선출

국회의원 출석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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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AUSTRIA)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ament / Parliament
양원제
Nationalrat / National Council
183 / 183
63 (34.43%)
직접 선거 183
5 년
있음

오스트리아 (AUSTRIA)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ament / Parliament
양원제
Bundesrat / Federal Council
61 / 61
19 (31.15%)
간접 선거 61
5년-6년. 대표하는 주에 따라 다름
있음

방글라데시 (BANGLADESH)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비고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Jatiya Sangsad / Parliament
단원제
350 / 350
71 (20.29%)
직접 선거 300명. 간접 선거 50
간접선거 의석:여성의원에게 할당
5 년
없음

벨라루스 (BELARUS)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Natsionalnoye Sobranie
양원제
Palata Predstaviteley / House of Representatives
110 / 110
4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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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BELARUS)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Natsionalnoye Sobranie
양원제
Soviet Respubliki / Council of the Republic
64 / 56
17 (30.36%)
간접 선거 56 명. 임명제 8명(대통령 임명)
4 년
있음

베냉 (BENIN)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semblée nationale / National Assembly
단원제
Assemblée nationale / National Assembly
83 / 83
6 (7.23%)
직접 선거 83
4 년
있음

벨기에 (BELGIUM)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ement fédéral/Föderales Parlament
양원제
Chambre des Représentants
150 / 150
57 (38.00%)
직접 선거 150
5 년
없음

볼리비아 (BOLIVIA) 하원
국회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amblea Legislativa Plurinacional / Plurinational
Legislative Assembly
양원제
Cámara de Diputados / Chamber of Deputies
130 / 130
69 (53.08%)
직접 선거 130
5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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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츠와나 (BOTSWANA)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비고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단원제
63 / 63
6 (9.52%)
직접 선거 57명. 간접 선거 4명. 기타 2
4명은 국회 간접선거. 2명은 의장, 대통령.
5 년
있음

불가리아 (BULGARIA)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Narodno sabranie / National Assembly
단원제
Narodno sabranie (National Assembly)
240 / 240
57 (23.75%)
직접 선거 240
4 년
있음

부룬디 (BURUNDI) 상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ement / Parliament
양원제
Inama Nkenguzamateka / Senate
43 / 43
18 (41.86%)
간접 선거 36명,기타 7명(Twa족 3명, 전임 대통령 4명)
5 년
있음

카보 베르데 (CABO VERDE)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sembleia Nacional
단원제
Assembleia Nacional
72 / 72
17 (23.61%)
직접선거 72(각지역 해외 6,북남미 2,아프리카 2,유럽 2)
5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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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CAMEROON)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ement - Parliament
양원제
Assemblée nationale
180 / 180
56 (31.11%)
직접 선거 180
5 년
있음

캐나다 (CANADA)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of Canada - Parlement du Canada
양원제
House of Commons
338 / 335
88 (26.27%)
직접 선거 338
4년
없음

캐나다 (CANADA)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Parliament of Canada - Parlement du Canada
양원제
Senate
105 / 100
43 (43.00%)
임명 105
75세까지 계속 수행

국회의원 출석의무

없음

차드 (CHAD)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semblée nationale
단원제
Assemblée nationale
188 / 188
28 (14.89%)
직접 선거 188
4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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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CHILE)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Congreso Nacional / National Congress
양원제
Cámara de Diputados / Chamber of Deputies
155 / 155
직접선거 155명
4 년
있음

칠레 (CHILE)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Congreso Nacional / National Congress
양원제
Senado / Senate
50 / 43
직접 선거 50
8년. 1/2씩 4년마다 선출
있음

콩고 (CONGO)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ement / Parliament
양원제
Assemblée nationale
151 / 151
17 (11.26%)
직접 선거 151
5 년
있음

코스타 리카 (COSTA RICA)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amblea Legislativa
단원제
Asamblea Legislativa
57 / 57
20 (35.09%)
직접선거 57명(현직 의원은 바로 다음에 재선 불가)
4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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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COTE D' IVOIRE)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semblée nationale
단원제
Assemblée nationale
255 / 255
27 (10.59%)
직접 선거 255
5 년
있음

크로아티아 (CROATIA)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Hrvatski Sabor / Croatian Parliament
단원제
Hrvatski Sabor (Croatian Parliament)
151 / 151
28 (18.54%)
직접 선거 151
4 년
있음

쿠바 (CUBA)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 /최고인민회의
단원제
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최고인민회의
612 / 612
299 (48.86%)
직접 선거 612
5 년
없음

키프로스 (CYPRUS)
국회 이름 (일반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Vouli Antiprosopon
단원제
Vouli Antiprosopon
80 / 56
10 (17.86%)
직접선거 80명(그리스 56, 터키 24 각 공동체에서 선출)
5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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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공화국 (CZECH REPUBLIC)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ament / Parliament
양원제
Poslanecka Snemovna / Chamber of Deputies
200 / 200
44 (22.00%)
직접 선거 200
4 년
있음

체코 공화국 (CZECH REPUBLIC)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Parlament / Parliament
양원제
Senat / Senate
81 / 80
15 (18.75%)
직접 선거 81

임기

6 년. 2년마다 1/3씩 선출

국회의원 출석의무

있음

덴마크 (DENMARK)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Folketinget / Parliament
단원제
Folketinget (The Danish Parliament)
179 / 179
67 (37.43%)
직접 선거 179
4 년
없음

적도 기니 (EQUATORIAL GUINEA) 하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amento / Parliament
양원제
Cámara de los Diputados / Chamber of Deputies
100 / 99
20 (20.20%)
직접 선거 100
5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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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ESTONIA)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Riigikogu / The Estonian Parliament
단원제
Riigikogu / The Estonian Parliament
101 / 101
27 (26.73%)
직접 선거 101
4 년
있음

핀란드 (FINLAND)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Eduskunta - Riksdagen / Parliament
단원제
Eduskunta - Riksdagen (Parliament)
200 / 200
84 (42.00%)
직접 선거 200
4 년
없음

프랑스 (FRANCE)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ement / Parliament
양원제
Assemblée nationale/National Assembly
577 / 577
225 (38.99%)
직접 선거 577
5 년
없음

프랑스 (FRANCE) 상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ement / Parliament
양원제
Sénat / Senate
348 / 348
102 (29.31%)
간접선거 348(선거인단은 하원의원, 구의원, 시의원)
6 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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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GABON) 하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ement / Parliament
양원제
Assemblée nationale / National Assembly
120 / 117
20 (17.09%)
직접 선거 120
5 년
있음

가봉 (GABON)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ement / Parliament
양원제
Sénat / Senate
102 / 102
18 (17.65%)
간접 선거 102
6 년
있음

독일 (GERMANY) 하원
국회 구조
원(院)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양원제
Deutscher Bundestag / German Bundestag
598 / 709
218 (30.75%)
직접 선거 598명, 기타 111명
4 년
있음

독일 (GERMANY) 상원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국회의원 출석의무

양원제
Bundesrat / Federal Council
69 / 69
27 (39.13%)
임명 69명(주 정부에서 선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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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GREECE)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Vouli Ton Ellinon / Hellenic Parliament
단원제
Vouli Ton Ellinon (Hellenic Parliament)
300 / 300
55 (18.33%)
직접 선거 300
4 년
있음

그레나다 (GRENADA)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House of Representatives
15 / 15
5 (33.33%)
직접 선거 15
5 년
있음

그레나다 (GRENADA)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Senate
13 / 13
2 (15.38%)
임명 13 (총독이 임명)
5 년
있음

과테말라 (GUATEMALA)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 수 (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Congreso de la República/Congress of the Republic
단원제
Congreso de la República/Congress of the Republic
158 / 158
22 (13.92%)
직접 선거 158
4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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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 (GUINEA)
국회 이름 (일반 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 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semblée nationale / National Assembly
단원제
Assemblée nationale / National Assembly
114 / 114
25 (21.93%)
직접 선거 114
5 년
있음

아이티 (HAITI)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semblée nationale / National Assembly
양원제
Chambre des Députés/ Chamber of Deputies
119 / 118
3 (2.54%)
직접 선거 119
4 년
없음

헝가리 (HUNGARY)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Országgyülés / National Assembly
단원제
Orszaggyules /National Assembly
199 / 198
20 (10.10%)
직접 선거 199
4 년
있음

아이슬랜드 (ICELAND)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lthingi / Parliament
단원제
Althingi (Parliament)
63 / 63
24 (38.10%)
직접 선거 63
4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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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INDIA)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Sansad / Parliament
양원제
Lok Sabha / House of the People
545 / 542
64 (11.81%)
직접 선거 543명, 임명 2명
5 년
없음

인도 (INDIA)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Sansad / Parliament
양원제
Rajya Sabha / Council of States
245 / 244
27 (11.07%)
간접선거(하원 선출) 233, 대통령임명 12명

임기

6년. 2년마다 1/3씩 선출

국회의원 출석의무

없음

인도네시아 (INDONESIA)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Dewan Perwakilan Rakyat/House of Representatives
단원제
Dewan Perwakilan Rakyat/House of Representatives
560 / 560
111 (19.82%)
직접 선거 560
5 년
있음

이스라엘 (ISRAEL)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Knesset / Parliament
단원제
Knesset (Parliament)
120 / 120
33 (27.50%)
직접 선거 120
4 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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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ITALY)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Il Parlamento / Parliament
양원제
Camera dei Deputati / Chamber of Deputies
630 / 630
195 (30.95%)
직접 선거 630
5 년
있음

이탈리아 (ITALY) 상원
국회 이름(일반 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Il Parlamento / Parliament
양원제
Senato della Repubblica / Senate
322 / 320
91 (28.44%)
직접 선거 315, 임명(대통령) 5, 기타 2(전임 대통령)
5 년
있음

자메이카 (JAMAICA)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House of Representatives
63 / 63
11 (17.46%)
직접 선거 63
5 년
없음

자메이카 (JAMAICA)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Senate
21 / 21
5 (23.81%)
임명 21명(총독이 임명)
5 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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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국회 / National Diet
양원제
중의원 / House of Representatives
465 / 465
47 (10.11%)
직접 선거 465
4 년
있음

일본 (JAPAN)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국회 / National Diet
양원제
참의원 / House of Councillors
242 / 242
50 (20.66%)
직접 선거 242
6 년, 3년마다 1/2씩 선출
있음

요르단 (JORDAN) 하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Majlis Al-Umma / National Assembly
양원제
Majlis Al-Nuwaab / House of Representatives
130 / 130
20 (15.38%)
직접 선거 115명(12석은 소수집단), 기타 15(여성)
4 년
있음

요르단 (JORDAN)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Majlis Al-Umma / National Assembly
양원제
Majlis Al-Aayan / Senate
65 / 65
10 (15.38%)
임명 65명(국왕이 임명)
4 년
있음

- 86 -

카자흐스탄 (KAZAKHSTAN) 상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Parlament / Parliament
양원제
Senate
47 / 47
5 (10.64%)
간접선거 32(14개주 2개 특별시 2명씩),임명 15(대통령)
6년. 3년마다 1/2씩 선출

국회의원 출석의무

있음

케냐 (KENYA) 하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of Kenya
양원제
National Assembly
350 / 349
76 (21.78%)
직접 선거 337 명,기타 13명(각 정당 지명+하원의장)
5 년
없음

라오스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Sapha Heng Xat / National Assembly
단원제
Sapha Heng Xat (National Assembly)
149 / 149
41 (27.52%)
직접 선거 149
5 년
있음

라트비아 (LATVIA)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Saeima / Parliament
단원제
Saeima (Parliament)
100 / 100
16 (16.00%)
직접 선거 100
4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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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 (LESOTHO)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National Assembly
122 / 122
27 (22.13%)
직접선거 120명, 기타 2명(하원의장과 부의장)
5 년
있음

레소토 (LESOTHO)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Senate
33 / 32
8 (25.00%)
임명 11 명(국왕이 임명), 기타 22
5 년
있음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Landtag / Diet
단원제
Landtag (Diet)
25 / 25
3 (12.00%)
직접 선거 25
4 년
있음

룩셈부르크 (LUXEMBOURG)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Chambre des Députés / Chamber of Deputies
단원제
Chambre des Députés /Chamber of Deputies
60 / 60
17 (28.33%)
직접 선거 60
5 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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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MALI)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semblée Nationale / National Assembly
단원제
Assemblée Nationale (National Assembly)
147 / 147
13 (8.84%)
직접 선거 147
5 년
없음

멕시코 (MEXICO)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Congreso de la Unión / Congress of the Union
양원제
Cámara de Senadores / Senate
128 / 128
47 (36.72%)
직접 선거 128
6 년
있음

모로코 (MOROCCO)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Barlaman / Parliament
양원제
Majliss-annouwab / House of Representatives
395 / 395
81 (20.51%)
직접 선거 395
5 년
있음

나미비아 (NAMIBIA)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National Assembly
104 / 104
43 (41.35%)
직접 선거 96명, 임명 8명(대통령이 임명)
5 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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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NAMIBIA)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National Council
42 / 42
10 (23.81%)
간접선거 42명(14개의 지방의회에서 각 3명 선출)
5 년
있음

네덜란드 (NETHERLANDS)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 수 (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Staten-Generaal / States General
양원제
Tweede Kamer der Staten-Generaal /
House of Representatives
150 / 150
54 (36.00%)
직접 선거 150
4 년
없음

뉴질랜드 (NEW ZEALAND)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House of Representatives
단원제
House of Representatives
120 / 120
46 (38.33%)
직접 선거 120
3 년
있음

니제르 (NIGER)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semblée nationale / National Assembly
단원제
Assemblée nationale (National Assembly)
171 / 171
29 (16.96%)
직접 선거 171
5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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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NORWAY)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Stortinget / Parliament
단원제
Stortinget (Parliament)
169 / 169
70 (41.42%)
직접 선거 169
4 년
있음

파키스탄 (PAKISTAN)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Majlis-E-Shoora / Parliament
양원제
National Assembly
342 / 340
70 (20.59%)
직접선거 342(60석은 여성, 10석은 비무슬림 소수집단)
5 년
없음

파키스탄 (PAKISTAN)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Majlis-E-Shoora / Parliament
양원제
Senate
104 / 104
19 (18.27%)
간접 선거 100
6 년. 3년마다 1/2씩 선출
없음

파라과이 (PARAGUAY) 하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 수 (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Congreso / Congress
양원제
Cámara de Diputados / Chamber of Deputies
80 / 80
11 (13.75%)
직접 선거 80
5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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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PARAGUAY)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Congreso / Congress
양원제
Cámara de Senadores / Senate
45 / 45
9 (20.00%)
직접 선거 45
5 년
있음

필리핀 (PHILIPPINES) 하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 의원 수 (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Kongreso / Congress
양원제
Kapulungan Ng Mga Kinatawan /
House of Representatives
297 / 292
86 (29.45%)
직접 선거 297
3 년
있음

필리핀 (PHILIPPINES)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Kongreso / Congress
양원제
Senado / Senate
24 / 24
6 (25.00%)
직접 선거 24

임기

6 년. 3년마다 1/2씩 선출

국회의원 출석의무

없음

폴란드 (POLAND) 하원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양원제
Sejm
460 / 460
129 (28.04%)
직접 선거 460
4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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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POLAND) 상원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양원제
Senat / Senate
100 / 100
14 (14.00%)
직접 선거 100
4 년
있음

포르투갈 (PORTUGAL)
국회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 (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sembleia da Republica /Assembly of the Republic
단원제
Assembleia da Republica/Assembly of the Republic
230 / 230
80 (34.78%)
직접 선거 230명(4명은 해외거주 포르투칼인)
4 년
있음

루마니아 (ROMANIA)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amentul României / Parliament of Romania
양원제
Senatul / Senate
136 / 136
19 (13.97%)
직접 선거 136
4 년
있음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Federalnoye Sobraniye / Federal Assembly
양원제
Soviet Federatsii / Council of the Federation
170 / 170
29 (17.06%)
임명 170

임기

각 공화국과 지역의 대표마다 임기가 다름

국회의원 출석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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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SAMOA)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Fono / Legislative Assembly
단원제
Fono (Legislative Assembly)
50 / 50
5 (10.00%)
직접 선거 49명, 기타 1
5 년
없음

세네갈 (SENEGAL)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semblée nationale / National Assembly
단원제
Assemblée nationale /National Assembly
165 / 165
69 (41.82%)
직접 선거 165
5 년
있음

세이셸 (SEYCHELLES)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National Assembly
단원제
National Assembly
35 / 33
7 (21.21%)
직접 선거 35
5 년
없음

슬로바키아 (SLOVAKIA)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Narodna rada Slovenskej republiky/
National Council
단원제
Národná rada (National Council)
150 / 150
30 (20.00%)
직접 선거 150
4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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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SPAIN) 하원
국회 이름(일반 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Las Cortes Generales / The Cortes
양원제
Congreso de los Diputados /Congress of Deputies
350 / 350
137 (39.14%)
직접 선거 350
4 년
있음

스페인 (SPAIN)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 (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Las Cortes Generales / The Cortes
양원제
Senado / Senate
266 / 266
101 (37.97%)
직접선거 208명, 간접선거 58명(지역의회 임명)
4 년
있음

스리랑카 (SRI LANKA)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단원제
Parliament
225 / 225
13 (5.78%)
직접 선거 225
6 년
없음

스웨덴 (SWEDEN)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Riksdagen / Parliament
단원제
Riksdagen (Parliament)
349 / 349
152 (43.55%)
직접 선거 349
4 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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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SWITZERLAND) 하원
국회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Bundesversammlung-Assemblée fédérale-Assemblea
federale / Federal Assembly
양원제
Nationalrat-Conseil national-Consiglio nazionale/
National Council
200 / 200
65 (32.50%)
직접 선거 200
4 년
있음

스위스 (SWITZERLAND) 상원
국회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Bundesversammlung-Assemblée fédérale-Assemblea
federale / Federal Assembly
양원제
Ständerat-Conseil des Etats-Consiglio degli Stati/
Council of States
46 / 46
7 (15.22%)
직접 선거 46
임기와 선거는 주(canton)법에 따름
있음

시리아 (SYRIAN ARAB REPUBLIC)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Majlis Al-Chaab / People's Assembly
단원제
Majlis Al-Chaab (People's Assembly)
250 / 250
33 (13.20%)
직접 선거 250
4 년
있음

마케도니아공화국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Sobranie / Assembly of the Republic
단원제
Sobranie (Assembly of the Republic)
123 / 120
45 (37.50%)
직접 선거 123
4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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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TOGO)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semblée nationale / National Assembly
단원제
Assemblée nationale / National Assembly
91 / 91
16 (17.58%)
직접 선거 91
5 년
있음

트리니다드 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House of Representatives
42 / 42
13 (30.95%)
직접 선거 41명, 기타 1명(하원의장)
5 년
없음

트리니다드 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Senate
31 / 31
9 (29.03%)
임명 31명(대통령이 임명)
5 년
없음

터키 (TURKEY)
국회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T.B.M.M) /
Grand National Assembly of Turkey
단원제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T.B.M.M) /
Grand National Assembly of Turkey
550 / 549
80 (14.57%)
직접 선거 550
4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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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UKRAINE)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Verkhovna Rada / Parliament
단원제
Verkhovna Rada (Parliament)
450 / 423
52 (12.29%)
직접 선거 450
5 년
있음

영국 (UNITED KINGDOM)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House of Commons
650 / 650
208 (32.00%)
직접 선거 650
5 년
있음

영국 (UNITED KINGDOM) 상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House of Lords
805 / 805
207 (25.71%)
임명 689명(국왕이 임명), 기타 116명(귀족 90,주교 26)
Continuous(반복 종신)
없음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Congress
양원제
House of Representatives
435 / 434
84 (19.35%)
직접 선거 435
2 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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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Congress
양원제
Senate
100 / 100
21 (21.00%)
직접 선거 100
6 년. 2년마다 1/3씩 선출
있음

우루과이 (URUGUAY) 하원
국회 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이름(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 수(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 (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amblea General / General Assembly
양원제
Cámara de Representantes
/House of Representatives
99 / 99
20 (20.20%)
직접 선거 99
5 년
있음

우루과이 (URUGUAY) 상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Asamblea General / General Assembly
양원제
Cámara de Senadores / Senate
31 / 31
9 (29.03%)
직접 선거 30명, 기타 1명(부통령)
5 년
있음

짐바브웨 (ZIMBABWE) 하원
국회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 구조
원(院) 이름 (일반용어/번역용어)
국회의원수 (법정/현재 인원)
여성의원 수(현재 인원)
선출 방법
임기
국회의원 출석의무

Parliament
양원제
National Assembly
270 / 264
86 (32.58%)
직접 선거 210 명, 기타 60명(여성 할당)
5 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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