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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日本 帝國議會의 議院法 制定史*

―議院의 自律權을 中心으로―

崔 京 玉**

1)

Ⅰ. 序說

일본이 명치시대(1868년; 明治元年)를 맞아 근대입헌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은 먼저 헌법을 제정하는 일과, 의회를 설치하며 동시에 그에 적합

한 의원법1)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의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원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발표한 拙稿2)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明治時代의 議院法
의 制定史 중에서 議院의 自律權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Ⅱ.에서는 議院法의 制定史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1기에서는 그 원안이 정해
지기까지의 과정을, 제2기에서는 上奏案이 제출될 때까지의 문제점과 그 과정을, 

제3기에서는 上奏案이 議院法으로서 공포되기까지의 문제점들을 조명하여 본다.

이러한 작업은 일본 명치시대의 근대입헌주의 제국의회가 개원되고, 그에 따른 

* 이 논문은 日本學術振興會의 外國人特別硏究員을 위한 지원에 의한 것임.
**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責任硏究員

1) 이에 관한 문헌은, 原田一明, “明治期｢議會法｣文獻案內”(１)(議會政治硏究會, 議會政治
硏究(2001. 9, No. 59), 66－68면 참조/(２)(2002. 3, No. 61), 52면 이하 참조.

2) 崔京玉, “明治憲法의 思想的 背景”(憲法學硏究 제6권 제2호, 2000. 11. 3. 이하 ①의 
논문이라고 함); 同人, “日本의 明治憲法制定에 있어서 外國人의 影響”(憲法學硏究 제7
권 제1호, 2001. 5. 28. 이하 ②의 논문이라고 함); 同人, “日本의 明治時代에 있어서
의 (帝國)議會制度의 成立過程과 特性”(東亞法學 第29號, 2001. 6. 이하 ③의 논문이라 
함); 同人, “日本의 帝國議會의 議院法과 外國人의 影響”(公法學硏究, 韓國比較公法學
會, 第4卷 第1號, 2002. 11. 이하 ④의 논문이라고 함); 同人, “日本憲政史の硏究-明治
憲法と日本國憲法の憲法制定と權力構造について-”(訪日學術硏究者論文集 -歷史- 第4
卷, 2001年 3月, 財團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 이하 ⑤의 논문이라고 함), 459-499면; 同
人, “日本國憲法의 制定過程과 特徵”(憲法學硏究 제8권 제2호, 2002. 8. 이하 ⑥의 논
문이라고 함); 同人, “帝國議會の運用と問題點”(比較憲法學硏究 第14號, 20002. 10. 日
本. 이하 ⑦의 논문이라고 함)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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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院法의 制定史를 議院의 自律權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으로서, 近代立憲主義 
下에서 制憲議會의 細部規則을 정하는 한국의 議會自律權의 범위는 어디까지
으며, 天皇制가 아닌 한국의 대통령제의 채택과 더불어 ｢제헌국회｣의 성립과정은 
어떠하 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사전 비교작업의 하나이다.

Ⅱ. 帝國議會의 議院法의 制定史

일본 명치시대의 제국의회는 수많은 자유민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명치 22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헌법(이하 명치헌법

으로 칭함)이 공포되고, 의원법은 그 다음날인 2월 12일 공포되며, 이듬해 23년 

11월 29일 제1회 제국의회가 열리게 된다.

의원법은 이를 개정시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의 

부속법에 위치하게 되며,3) 의원의 세부규칙4)을 정하는 권한은 의원의 자율권5)에 

해당하는 중요한 권한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과정

들을 거쳐 이 법안이 성립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第1期(｢最初原案｣에서 ｢委員會議原案｣作成까지; 明治 21年 4月下旬)

먼저 제국의회 의원법의 ｢最初原案｣(明治20年10월)(井上毅遺文書; 梧陰A365)6)

은 全16章 112個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章 議院召集及開會(제1조-제10조), 第二章 議員資格の異議(제11조-제14

조), 第三章 議長書記官議員及經費(제15-제23조), 第四章 議員年俸(제24조), 第

3) 大石眞, 議院自律權の構造(成文堂, 1988年, 이하 上揭書 ①이라고 함), 213면 이하 참
조. 또한 구체적인 것은 崔京玉, ④의 논문 77면 참조.

4) 赤坂行一, “明治議院規則の制定過程 -委員會規則中心-”(1)(2)(議會政治硏究, No. 60․
61, 2001. 12/2002. 3, 日本) 참조.

5) 高野眞澄, “國會法と議院の自主․獨立性について”(法律時報 第47卷 7號; 1975年 6月
號); 大石眞, 議會法(有斐閣, 2001年, 이하 上揭書 ③이라 함), 157면 이하 참조. 참고
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논문은, 金英千, “國會의 自律權의 問題點”(考
試界, 1992. 5, 75면 이하). 그러나 이 논문은 각 국가의 국회자율권에 관한 비교연구
로서 우리나라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며, 현재 출판된 서적이나, 논문들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6) 大石眞 編著, 議院法(新山社, 1991年, 이하 上揭書 ④라고 함)(資料13), 168-1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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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章 委員會及委員會長部局長(제25조-제29조), 第六章 會議(제30조-제42조), 第

七章 議院日誌議事錄及新聞紙(제43조-제46조), 第八章 歲入出豫算案の確定(제47

조-제53조), 第九章 內閣大臣及委員(제54조-제59조), 第十章 政府質問(제60조-

제63조), 第十一章 兩院關係(제64조-제75조), 第十二章 紀律(제76조-제84조), 第

十三章 上奏及建議(제85조-제86조), 第十四章 請願(제87조-제98조), 第十五章 

官衙及人府縣民會の關係(제99조-제104조), 第十六章 辭職告暇及退職除名(제105

조-제112조)｣

그리고 ｢委員會議原案｣(明治21年)(梧陰A364袋)이란 全21章 128個條를 가리키
는 것이다.7) ｢委員會議原案｣은 ｢最初原案｣의 내용을 거의 승계하 으며, 修訂․
添加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議會實務家(下院議長 Johann Freiherr von 

Chlumecky, 1834-1924)의 ｢國會意見｣(쿨루메키씨의 일본헌법의 시행에 관한 의견
서)(クルメッキ氏日本憲法ノ施行ニ關スル意見書, 明治21年初)8)의 影響을 받은 부
분과, 그의 意見書에 대한 뢰슬러(Karl Friedrich Hermann Roesler, 1834-1894)9)

의 논평10)의 향을 받게 되며 그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의 ｢最初原案｣에 있어서의 伊藤博文(樞密院議長; 이토우 히로부미, 

1841-1909)의 修正意見11)이 거의 반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제6조․제22조 단
서․제47조가 배려되어 있음.

둘째, 종래의 憲法事項인 議院任期規定이 議院法所管으로 바뀌어, 獨立條項으
로 자리함(第2章 9條).

7) 梧陰A364袋에도, ｢起艸二十䄵 委員會議21䄵｣라고 적혀져 있다; 大石眞, 議院法制定史
の硏究(成文堂, 1990年, 이하 上揭書 ②라고 함), 130면 이하 참조. ｢最初原案｣과 ｢委
員會議原案｣의 比較는, 138-159면 참조.

8) 伊藤博文 編(金子堅太郞/平塚篤校訂), 憲法資料(下卷)(憲法資料刊行會, 叢文閣, 昭和 9
年), 130면 이하 참조. 한편, 伊東巳代治文書 第75號에는, ｢ヨ-ハン、リッテル、フヲ
ン、エ-ルンメット｣의 署名에 의한 ｢日本憲法ノ施行ニ關スル意見書｣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쿨루메키씨｣(クルメッキ氏)의 意見書와 完全히 동일하다. 大石眞, 上揭書 
①, 236면. 그 意見書에 대한 波紋은, 同, 上揭書 ②, 115면 이하 참조.

9) 그에 관해서는, 崔京玉, ②의 논문, 233-266면 참조.
10) 뢰슬러의 評은, ｢Observation on the Memoir concerning the Constitution of Japan｣(伊

東76)(舊衆議院憲政史編纂會에 의한 採集謄本에도 存在함(憲政393). 또한 國立國會圖
書館所藏․憲政資料室收集文書一一七二-17); 大石眞, 上揭書 ④(資料16), 201면 이하 
참조.

11) 大石眞, 上揭書 ②, 103-1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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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앞에서 본 Chlumecky의 향으로, 議長副議長準勅任制가　등장(제14조 2

항).12)

넷째, ｢會議｣에 관한 부분이 독립된 장으로 정비됨(第8章 44條 이하).

다섯째, 豫算議事法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위에 豫算修正權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짐(第61條 2項․第62條).

여섯째, ｢懲罰｣이 독립된 장으로 정비․강화(第20章 119條 이하).

또한 이것은 독일의 懲罰法案의 향을 많이 받았다. 독일의 懲罰法案에 의하
면 위원회는 專權的으로 懲罰權13)을 행사하나, 日本의 ｢原案｣에는 委員會의 專權
을 防止하기 위하여, 단지 ｢議院의 認可權｣을 얻기 위한 豫備 ｢審査｣기관으로 정
하 다.14)

일곱째, 議院規則勅裁施行制-Chlumecky의 意見과 뢰슬러의 論評-維持(第21章 
128條).15)

이상에서 제국의회 의원법의 원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특징은, 의원임기규

정이 헌법조항이 아닌 의원법조항으로 전환되고, 의장․부의장은 국회가 선출하

고 천황이 임명하는 준칙임제의 형태를 취하고, 또한 예산수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며, 의원의 징벌권은 징벌위원회의 권한을 오히려 약화시킨 데 있

다. 게다가 의원규칙은 칙재를 얻어 시행하는 등 천황제하에서의 의회의 자율권

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원법의 원안의 제정과정을 보고, 上奏案으로 제출될 때까
지 다시 어떠한 내용들이 변화․수정되었는가를 살펴본다.

12) 崔京玉, ④의 논문 87면 참조.
13) 이러한 독일의 懲罰權에 관한 譯書로는, Rudolf Schleiden(1815-1895), Die Disciplinar- 

und Strafgewalt parlamentarischer Versammlungen über ihre M itglieder (Berlin: 1879)
(Ⅰ)가 번역되어 ｢國會代議士懲罰權論｣(舊伊東巳代治文書; 憲政389) 이외에도, 同年(Ⅱ)
에도 있어 이를 和譯한 元老院所藏版․｢國會代議士懲罰權論｣(明治 22年)도 간행되어 
있다. 또한 法案附錄만 번역한 ｢議院懲罰規則｣(憲政167) 등이 있다.

14) 林田龜太郞, 議院法講義(明24年), 72-74면. 이 點에 關해서는, 藤田晴子, “議院の自律
權”(日本國憲法體系 第5卷․宮澤俊義先生還曆記念)(有斐閣, 1963年), 365-366면 참조.

15) 崔京玉, ④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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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上奏案提出 때까지; 明治 21年 9月初)

제2기의 上奏案때까지 重要한 현안으로는, ｢議院法｣이라는 名稱과, 豫算增額權
에 관한 문제, 議院特權侵害罪 新設과 그리고 議院의 法律案起案權과 上奏權에 
관한 것들이다.

(1) 上奏案提出 때까지의 史料

憲法諮問案에서는, ｢양의원은 … 제규칙을 擬定하여 勅裁를 거쳐 시행한다｣(兩
議院ハ … 諸規則ヲ擬定シ勅裁ヲ經テ之ヲ施行ス)(第52條)는 樞密院(1888年, 明21

年 4月 30日設置)16)에 의한 憲法第一審議決 후, 역시 第52條에서 ｢兩議院은 … 
諸規則을 擬定한다｣(兩議院ハ … 諸規則ヲ擬定ス)로 또 다시 바뀌었다.17)

이와 같이 樞密院에 의한 헌법안 수정의 결과, 議院法案에 향을 미쳐 본격적
으로 이를 검토하기 시작하 다.

즉, 樞密院의 憲法諮問案의 第2讀會가 終了될 무렵(同年 6月 2日), 樞密院書記官
(伊東巳代治, 이토우 미요치)가 同院議長(伊藤博文)에게, ｢내일부터 나가다쵸관사

에서 議院法의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明日より永田町官舍に於て議院法の委員
會被開侯筈に御座侯)18)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委員會議原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정도 다.
그래서 다시 6月 26日에는 樞密院書記官長(井上毅, 이노우에 고와시, 1843- 

1985)19)도, 헌법 제5조․제37조 기타의 ｢承認之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書翰
末尾에 ｢오늘은 나가다쵸에 모여 의원법을 다루기로 합니다｣(本日は永田町へ集合
にたし侯而議院法取しらへいたし居侯)20)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의원법의 본

16) 樞密院은 天皇의 ｢至高顧問の府｣(樞密院官制上論)로 그 구성을 보면, 議長(前內閣總理
大臣․伊藤博文), 副議長(宮中顧問官․寺嶋宗則), 元老院議長(大木喬任), 同副議長(東久
世通禧), 宮內大臣(土方久元, 1833-1918), 宮中顧問官(元田永孚, 1818-1891) 등의 14명
이 임명되었다. 그 이외에도, 停年 以上의 各親王 및 內大臣(三條實美)가 특별히 회의
에 班列하고, 또한 內閣總理大臣(黑田淸降)의 各大臣도 參席하여 모두 31명이 이 會議
에 參席하도록 한다(樞密院官制 第11條). 法制局長官(井上毅)은 樞密院書記官長을 兼任
하고, 伊東巳代治 및 金子堅太郞은 同書記官兼議長秘書官이 된다(樞密院官制 第5條).

17) ｢諮問案｣과 ｢第一審議決｣의 比較․對照는, 大石眞, 上揭書 ②, 168면 이하 참조.
18) 伊藤博文關係文書硏究會編, 伊藤博文關係文書(二)(塙書房, 1973年), 53면 참조.
19) 崔京玉, ①의 논문, 286면 이하 참조.
20) 伊藤博文關係文書硏究會編, 伊藤博文關係文書(一)(1973年), 381면; 井上毅傳記編纂委

員會編, 井上毅傳(四)(國學院大學圖書館, 1971年), 129면 참조.



崔 京 玉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2호 : 81∼10086

격적인 심사는 추 원의 憲法第一審會議가 終了한 7월 13일 이후로 볼 수 있으

며, 그 기초는 앞에서의 全21章 128個條인 ｢委員會議原案｣으로 보인다.21) 이 안

을 기본으로 하여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史料는,

(a) 梧陰A366 ｢議院法｣으로 表紙에, ｢計21章 128條｣, ｢21䄵8月委員會議｣라는 
井上毅의 자필이 쓰여져 있었으며, 請願에 관한 2개조가 追加된 것이다.

(b) 梧陰A366 ｢議院法｣으로 表紙에, ｢21년 8월하순 위원회 의안에 대하여서 

의장의 의견에 의해 새로이 수정하는데, 추 원회의에서 원안은 이것으로 

한다｣(21䄵8月下旬 委員會議案ニ對シ議長ノ意見ニ依リ更ニ修正樞會底本是
ナリ)의 井上毅의 自筆註記가 있음. 나아가 憲政269 ｢議院法｣은 本史料를 
轉寫한 것이다.

(c) 憲政259 ｢議院法草案 第十｣(舊伊東巳代治遺文書)은 全21章 128個條을 修
正․추가한 것으로 全18章 105個條로 되어 있음.

(d) 憲政267 ｢議院法草案 第十八 議院法說明｣(舊伊東巳代治遺文書)으로, 全21章 
130個條로 되었으며, 이는 ｢最初原案｣에 있고 ｢委員會議原案｣에 없는 請願
에 관한 2個條를 (a)의 修正으로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의에 의하여 수정된 ｢議院法修正案｣(第2次修正)을 ｢委員決議案｣
(全18章 111個條)이라 한다.22)

(2) ｢議院法｣의 名稱

｢委員決議案｣의 作成過程 중에 중요한 것은, ｢議院法｣의 名稱의 확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의 議院法草案 第6․第7에는 그 원문에 명칭이 ｢議會法｣으로 
되어 있었으나, 붉은 표시의 修正에 의해 ｢議院法｣(第8도 同一)으로 바뀌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議院法說明｣(舊伊東巳代治舊文書)(憲政267 ｢議院法草案 
第8에 相當｣)의 總論部分에,

21) 大石眞, 上揭書 ②, 172면 이하 참조.
22) 大石眞, 上揭書 ②, 174면 참조. 그리고 이 過程에 있어서의 具體的인 것은, 174면 이
하, 185면 참조. 195면 이하(議院法第1次修正-第2次修正-確定案=上奏案까지의 變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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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제국의회의 이름이 있으므로 오히려 의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온당치않

다는 異論이 있어 … 대일본제국헌법제52조에 양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에　

게재된 이외에도 … 즉 의원법이라 한다…｣(…旣に帝國議會ノ名アレハ寧ロ

議會法トスルヲ穩當ナリトスルノ異論アラント…大日本帝國憲法第五十

二條ニ兩議院ハ此ノ憲法及議院法ニ揭クルモノノ外…卽チ議院法ト名ケリ…)

라고 되어 있다.23) 즉 議院法 제1․2차 修正案에서는 表題가 ｢議會法｣으로, 確定
案=上奏案에서는 ｢議院法｣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일본에서 처음으로 설치

되는 ｢제국의회｣에 대한 존귀함을 나타내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豫算增額修正權制限에 관하여

議院의 自律權에 해당하는 하나로써, 豫算增額修正權도 이에 포함시킬 수도 있
다. 그러나 이에 대해 1889年부터 毆美議會制度調査를 위해 떠난 金子堅太郞(카

네고 켄타로우; 樞密院書記官, 1853-1942)가 프랑스(第3共和制下) 滯在中, 豫算의 
增額修正에 관한 것을 듣고 나서24) 1890年 3月末경, 司法大臣(山田顯義; 야마다 

아키요시, 1844-1892)와 大藏大臣(우리나라의 財務部長官에 해당함; 松方正義; 마
츠카타 마사요시, 1835-1924) 등에게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냈다.25)

그리고 그가 6月上旬頃 귀국하여 이에 관하여 會計法改正의 형태로 논의하
으나, 법제국장관(井上毅)은 8월 2일, 伊藤博文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낸
다.2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네코 서기관장이 프랑스학자의 권고에 의해, 의회에서 예산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一條를 회계법에 추가하여야…｣(金子(貴族院)書記官長佛國學者之

勸說に依り、議會にて豫算の增額をなすことを得ずとの一條を會計法に追加す

べし…)

23) 구체적인 것은, 大石眞, 上揭書 ②, 177면 이하 참조.
24) 프랑스의 會計檢査院과 議會와의 關係에 관해서는, 金子堅太郞著/大淵和憲校註, 歐米
議院制度取調巡廻記(新山社, 2001年), 69면 참조.

25) 金子堅太郞, 憲法制定と歐美人の論評(日本靑年館, 昭和12년), 356면 이하 참조.
26) 伊藤博文關係文書(一), 409면, 井上毅傳(四), 1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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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豫算增額修正의 制限에 관해서는, 4月下旬의 ｢委員會議原案｣ 제62조에

도 있었으며, 8月上旬 ｢委員決議案｣ 제45조 ｢양의원은 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稅
額이나 經費를 거두게 하는 결의 및 정부의 요구액을 초과하는 결의를 할 수 없
다｣(兩議院ハ政府ノ要求セサル稅額又ハ經費ノ決議及要求ノ額ニ超過スルノ決議ヲ
爲スコトヲ得ス)27)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한 찬성으로, 井上毅는 의원의 예산의결권에 대한 제한이 법
적으로는 憲法典에 의한 것 이외에 ｢議院의 自己制限｣이라고 하면서 제45조의 

삭제이유로 든다.

그러나 이에 대해 伊藤博文의, ｢이 조문은 왜 필요할까?｣(此條何ノ要アルカ)라

는 수정의견이 있는 반면, 이러한 增額修正은 政府에 政務를 强要하는 것으로 憲
法違反이라고 보는 伊東巳代治처럼 反對論28)도 있다.

실은, ｢第一回 帝國議會에 있어서 중의원은 예산조항을 신설 또는 전환, 게다
가 금액증가, 項의 修正 등을 행하 다｣(第一會帝國議會において衆議院が豫算の
款項を新設しあるいは轉換しさらに金額增加, 項の修正をなした)29) 던 것으로 그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議院法 ｢委員會議決｣의 
第44條 및 第45條를 削除한 것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豫算增額修正은 
不可라는 것｣이 憲法學說의 多數說이 되었다.30) 문제는 예산을 증액수정하는 것

을 의회의 권한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적극적인 측면과, 그러한 예산증액 수정
은 불가라는 소극적 측면인 ｢의원의 자기제한｣ 내지 ｢의원의 자제｣는 삼권분립

에 충실하여 행정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더 나

아가 예산의 증액수정 행위가 곧바로 행정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강요하는 것으

로 ‘헌법위반’이라는 伊東巳代治의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산증액수정｣에 

관한 학설을 나누어 보면, ⅰ) 井上流의 ｢의원의 자기제한｣이므로 결국 예산증액
수정은 불가하다는 설과 ⅱ) 伊藤流의 긍정적 입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증
액수정도 가능하다는 설, ⅲ) 伊東流처럼 적극적인 행정권 침해 내지 직무 강요

27) 大石眞, 上揭書 ②, 195-219면, 특히 204면 참조.
28) 伊東巳代治․大日本帝國憲法衍行(伊東伯爵家藏版, 昭和16年) 240면; 三浦裕史編, 伊東
巳代治遺稿․大日本帝國憲法衍行(信山社, 1994年), 182면 이하 참조; 小嶋和司, “國會
の豫算增額修正權にかんする論議について”(1952年); 同, 憲法と財政制度(有斐閣, 1988
年), 75면 이하 참조.

29) 小嶋和司, 上揭書, 76면 참조.
30) 小嶋和司, 上揭書, 80면 이하 참조.



2003. 6.] 日本 帝國議會의 議院法 制定史 89

가 되므로 예산증액수정은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설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증액수정한다는 것은 立法의 행위를 넘
어 삼권분립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의회의 自律權을 초월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議院法의 審議는 모두 25回를 거쳤다. 그리고 議院法의 審議
終了後에는 樞密院에서 11월 5일부터 26일까지는 會計法, 12月 17日까지는 衆議
院選擧法, 이것과 竝行하여 ｢貴族院組織令｣(12월 13일-17일) 등이 審議․議決되
었다. 이 貴族院組織令은 憲法 및 議院法 등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행하여진 12月
下旬頃 다시 ｢貴族院令｣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31)

(4) 議院特權侵害罪

第2期동안에 議院自律權에 관한 問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第一審會議를 거
친 議院法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議院特權侵害罪를 附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된 발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나, 먼저 井上가 12월 21

일, 司法大臣(山田顯義)에게 보낸 書翰중에,

｢전날 올린 議院 및 議員에 대한 범죄의 조문은 국을 모방한 것으로, 議院

의 全權에 맡겼으나, 또한 독일의 형법과 마찬가지로 형법 중에 조문을 설치해

야 할 것으로 고려를 요합니다｣(先日奉申上候議院及議員ニ對する犯罪之條ハ、

英國ニ倣ひ、議院之全權ニ任せ可申哉、又ハ獨乙刑法之如く刑法中ニ正條ヲ設く

へキ哉、考廬奉伺度奉翼候)32)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약 일년 후에 성립된 ｢議會 및 議員保護의 件｣(議會竝
議員保護ノ件)이 된 法律(明治 22年 11月 7日 法律 第28號)의 단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특권침해죄에 대한 조문은 국을 모방해서 제정하 으

면서도, 그에 대한 재제는 독일형법의 체제를 채택하여 의원의 전권이 아닌 형벌

31) 井上毅傳(四), 138면 이하. 同書(五), 40면 참조. 貴族院令의 成立過程의 全體에 관해
서는, 稻田正次, 明治憲法成立史(下)(有斐閣, 昭和 37年, 平成 6年 第5刷), 1130면 이
하 참조; 霞會館, 貴族院と華族(昭和 63), 41면 이하 참조.

32) 井上毅傳(四), 636면. 同書(五), 2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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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용면에 있어서는 兩國의 법을 모방하 기 때문에 상호모

순되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회를 보호는 하되 지나친 권한, 

즉 의회의 자율권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당시로 보이는 舊井上毅문서에는, 議院特權侵害문제에 관한 調書가 몇 점 
보인다(梧陰B366․B388․B473).

게다가 이를 기초로 작성한 井上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쓴 法案手稿도 현존하고 
있다(B470, 墨書). 또한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法制局罫紙欄에는, ｢明治 22年 
1月 7日의 議會 및 議員保護法律에 관하여 충분히 議決함｣(明治22年1月7日議會
及議員保護法律ニテ十分ナリト議決ス)이라고 연필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舊伊東巳代治文書에는, ｢樞三讀會議決｣의 議院法案을 기재한 井上毅遺
文書(梧陰B490)과 같은 형태의 樞密院第一審會議에서의 수정을 나타내는 議院法
案이 남아 있으며(憲政264), 그 표지에는 ｢明治21年12月26日於永田町官舍確定｣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憲法史編纂會에 의한 轉寫物로 남아 있다. 즉 

｢議院法草案 第十五｣(憲政264)로서 이는 樞密院第一審議決(全18章 102個條)을 修
正한 것으로, 第60條, 第100條, 第101條가 削除됨과 동시에 위에서의 議院特權侵
害罪에 관한 조항을 附加하고 修正한 후에, 全19章 100個條로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의 井上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강화된 構成要件이 포함되어 있다.33)

(5) 議院의 法律案提出權과 上奏權削除

한편, 議院法의 재심회의와 7월 13일 議了한 헌법의 재검토작업과는 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또한 議院의 法律案提出權과 上奏權에 관한 重要한 會議이기
도 하다.
즉, 憲法의 再審會議에 부쳐진 憲法修正條項中에 議院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첫째, 各議院의 法律案提出權(起案權)을 인정할 것｣(一番目、各議院法律

案提出權(起案權)を認定すること)

｢둘째, 議院의 上奏權을 削除할 것｣(二番目、議院の上奏權を削除すること)

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는 재일심회의 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鳥尾
顧問官이 주장, 즉 議院이 立法院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法律起案權의 必要

33) 구체적인 것은, 大石眞, 上揭書 ②, 25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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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34)이 채용되었던 것이다. 이는 오히려 의회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권한인 것이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몇 번이나 삭제와 부활을 거듭하면서 

얻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즉 의회의 고유한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인정한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憲法修正條項(12月 25日 確定分)과 더불어 明治 21年 年末은 樞
密院會議를 經過한 憲法․議院法․貴族院令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집
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12월 27일까지 확정된 것으로서 再審會議에 부쳐진 議院法案의 修正
의 요점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제3항 19조에 議員의 歲費條項 附加․揷入함.

둘째, 憲法上의 法律起案權認定(第29條․第31條 2항․第51條․第29條), 그리하
여 이를 위한 節次로서 兩議院關係를 規定할 必要가 생김.

셋째, 上奏權削除(第23章 表題, 第60條 全文 및 第62條), 이에 관해서는 上奏權
削除 대신 建議權을 認定하자는 등35) 論議가 많았음.

넷째, 懲罰事件을 懲罰事犯으로 修正(第96條).

다섯째, 貴族院議員除名에 관한 조항으로 제97조 3항과 懲罰對象에 관한 第
100條․第101條 削除.

여섯째, 議院特權侵害罪 新設(第19章 100條).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36)

이상으로 議院法制定의 第2期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議會法｣이 ｢議院法｣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議會의 豫算增額修正은 不可라는 結論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
과, 議院特權侵害罪를 新設하는 過程에서도 되도록이면 이를 違反한 事件에 대한 
判斷의 全權을 議院이 아닌 刑法條文에 規定하는 것은 議院의 自律權을 制限하
는 側面이 있으며, 現在로서는 議院의 당연한 權利일 수도 있는 立法院으로서의 
法律案提出權도 그 당시에는 수많은 異見 끝에 導出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

34) 상세한 것은, 稻田正次, 明治憲法成立史(下), 677면 이하 참조.
35) 稻田正次, 明治憲法成立史(下), 820면 이하 참조.
36) 구체적인 것은, 大石眞, 上揭書, 257면 이하 참조. 특히 議院法의 諮問案에서 第一審

議決 다시 再審議決의 修正․變化에 관한 것은, 同書, 267-2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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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法律案決定權은 아직도 天皇에 있어서 議會는 단지 天皇의 補助役割에 
지나지 않는 측면도 있었다. 또한 法律案提案權을 인정하는 대신에 天皇에게 고
할 수 있는 上奏權을 削除하게 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의 자율권을 인정하기는 하되 어느 정도 제한을 두

는 독일식 내지 프랑스식의 大陸法的 影響을 받았다고 보겠다.

3. 제3기(議院法이 公布되기까지; 明治 22年 2月)

제3기, 즉 議院法이 公布되기까지의 중요한 문제는, 議院의 上奏權을 復活시키
며, 또한 議院의 質問權이 議員의 質問權으로 변화되면서 헌법에서 의원법으로 
이동된다. 그리고 憲法, 議院法 등을 총 점검하게 된다. 그 과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憲法의 第三審會議

이러한 審議․修正을 거친 1月末頃, 다시 最終的으로 憲法第三審會議를 열게 
된다. 즉 1월 29일 오후부터 31일 오후에야 회의가 종료되었다.

이 때에 再審會議 때 의결된 修正議院法에 대해서 다시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되는 變更이 두 가지가 있다. 議院의 上奏權復活과 質問權 削除이다.
첫째, 上奏權의 復活이다. 二審會議때 이 규정에 관해서 위원들의 可否同數

던 것을 伊藤議長의 裁決權行使에 의해 削除되었던 上奏權이 起草者의 재검토에 
의해 다시 復活된 것이다.

伊藤議長이 上奏權을 復活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議院에게 上奏權이 없는 것은 憲法上의 缺點이라는 설이 많으므로 이에 다

시 이를 제출함｣(議院ニ上奏權ナキハ憲法上ノ缺點ナリトスルノ說多シ故ニ再

ヒ之ヲ提出ス)

상주권이란 의회와 천황이 국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의사소통 내지 토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의 부활은 의회의 발언권과 자율권을 높

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議院의 고유권한으로서의 質問權은 없어지고 議

員의 質問權으로 된 것이다. 즉, 헌법의 재심의결단계까지 유지되었던 제51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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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兩議院은 必要로 하는 경우에는 政府에 대하여 文書에 의해서 質問을 할 
수 있다｣(兩議院ハ必要トスル場合ニ於テ政府ニ對シ文書ヲ以テ質問ヲ爲スコトヲ得)

로 되어 있었으나, 29일 오후 付議된 再修正案에서,

｢兩議院에 있어서는 文書에 의해서 政府에 質問을 할 수 있다｣(兩議院ニ於

テハ文書ヲ以テ政府ニ質問ヲ爲スコトヲ得)

으로 改變되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伊藤議長은, ｢兩議院이 발언할 경우에는 
반드시 議院의 이름으로 할 것을 요하므로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히 한다｣(兩議
院ハト云フトキハ必ス議院ノ名ヲ以テスルヲ要スルカ如シ故ニ之ヲ改メタリ)라고 

한 것이다.37)

게다가, 第三審會議 도중에, ｢兩議院의 議員은 그 院의 同意를 얻어서 文書에 
의해 政府에 質問을 할 수 있다｣(兩議院ノ議員ハ其ノ院ノ同意ヲ得テ文書ヲ以テ政
府ニ質問ヲ爲スコトヲ得)라는 改案이 提出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議員은 그 院의 同意를 얻어서 政府에 質問
을 할 수 있다｣(…議員ハ其ノ院ノ同意ヲ得テ…政府ニ質問ヲ爲スコトヲ得)라는 부

분으로 議院의 質問權이 議員의 質問權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는 1887年(明治 20年) 8월 하순의 夏島草案에 대해 井上毅의 ｢逐條意見｣(同
月下旬)에서, ｢정부에 질문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政府ニ質問シ辨明ヲ求
ムルノ權)을 ｢議院의 政府에 대한 권｣(議院ノ政府ニ對スルノ權)으로 議院의 權限
을 强化하 으며, 또한 뢰슬러의 意見書에도 같은 內容이었으로, 十月草案까지는 
그대로 維持되었던 條項이었다.

그런데, 憲法 第51條에 대한 審議는 30일 午前까지 繼續되고, 결국 野村顧問官
의 提案38)에 의해 憲法案에서 除外하고 議院法案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結局 이 
條項은 헌법에서 削除된다.3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조를 삭제하는 것은, 왜냐하면 헌법에 의해 정부에 질문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또한 의원법에 의해 그 질문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과 서로 모순되는 

37)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大石眞, 上揭書 ②, 292면 이하 참조.
38) 樞密院會議錄(三), 44면 참조.
39) 淸水伸, 帝國憲法制定會議(岩波書店, 1940年), 65-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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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있으므로 이를 의원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충분하므로 이를 따로 헌법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本條ヲ削除セン何トナレバ憲法ニ於テ政府ニ質問スルコ

トヲ載セ又議院法ニ於テ其ノ質問ヲ爲スノ順序ヲ示シ彼此自カラ相矛盾スル所

アルニ似タリ是等ノ事ハ議院法ニ明文アルヲ以テ足レリ別ニ憲法ニ記載スルニ

及ハサレハナリ)

이렇게 하여 31일 오후 三審會議를 종료할 무렵, 伊藤博文議長이 憲法의 條項
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동시에 議院法과의 상호관계도 조절할 것을 지시한다.

따라서 위의 上奏權復活과 質問權削除에 따른 議院法의 절차에 관한 規定이 
必要하게 된다.

(2) 議院法의 第三審會議(議院의 上奏權復活과 質問權削除)

헌법 제3심 회의 결과로 의원법에 관한 심의가 두 차례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

인다. 즉 井上毅遺文書에 현존하는 議院法再審用(梧陰B486) 표지에 井上毅의 自
筆로, ｢二月二日校｣(墨筆)｢二月五日校｣(鉛筆)라고 記入되어 있다.

첫째는, 上奏權復活에 관한 것이다. 즉, 議院法再審用(梧陰B489)에, 第11章 표
제에 ｢上奏 및 建議｣(上奏及建議)라고 고쳐지고, 第51條에 ｢各議院이 上奏할 경
우에는 議長에 의해 總代로서 謁見을 청하여 上奏文書를 奉呈할 것｣(各議院上奏
セントスルトキハ議長ヲ於テ總代トシ謁見ヲ請ヒ上奏文書ヲ奉呈スヘし)(이는 前年 
10月 第一審會議 때 議決된 第60條를 字句修正하여 復活한 것)으로, 제52조에는 

｢各議院에 의해 上奏 및 建議의 動議는…｣(各議院ニ於テ上奏及建議ノ動議ハ…)

(朱筆)로 修訂되어 있다.
둘째는, 議院의 質問權削除에 따른 것이다. 즉, 議院法 第10章의 ｢質問｣에 관

한 조항도 재검토되었다. 즉 再審用稿本(梧陰A366)에는 井上毅가 鉛筆로, 또한 

再審用(梧陰B489)에는 朱書가 남아있다.

즉, 그 내용을 보면, 再審議會때의 議決分(修正前)과 그 修正 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修正前의 제48조에는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政府ニ對シ質問ヲ爲サントスルノ…)

이던 것이, 修正後의 제48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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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원의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兩議院ノ議

員ハ政府ニ對シ質問ヲ爲サムトスルトキハ…)

로 바뀌었으며, 修正前의 第49條에는

｢質問主意書(간단한 질문)는 의장이 이것을 낭독하게 하여 연설 및 토론을 

직접 의결에 부치는…｣(質問主意書ハ議長之ヲ朗讀セシメ演說及討論ヲ用直議決

付…)

에서, 修正後의 第49條에는

｢質問主意書는 의장이 이것을 정부에 전송하고 국무대신은…｣(質問主意書ハ

議長之ヲ政府ニ轉送シ國務大臣ハ…)

으로, 그리고 修正前의 第50條에는

｢의원에 의해 답변을 받았을 경우 그 답변에 관하여 토론은 할 수가 없고, 

단지 다시 건의할 수는 있다｣(議院ニ於テ答辯ヲ得タル時ハ其ノ答辯ニ付キ討論

スルコトヲ許サス但シ更ニ建議ヲ提出スルコトヲ得)

이던 것이, 修正後의 第50條에는

｢國務大臣의 答辯을 얻거나, 또는 답변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질문사건에 관

하여 의원은 建議의 動議를 할 수 있다｣(國務大臣ノ答辯ヲ得又ハ答辯ヲ得サル

トキハ質問事件ニ付議員ハ建議ノ動議ヲ爲スコト得)

로 바뀌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제49조의 質問主意書의 朗讀 및 議院의 議決에 대한 節
次關係가 削除된 점으로, 이는 質問의 性格이 政府에 대한 問責質問(interpellation)

에서 大臣에 대한 個人質問(question)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40)

이에, 故宮澤敎授는 質問 規定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즉, ｢첫째는 

40) 大石眞, 上揭書 ①, 56,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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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議院을 통해서 할 것으로 정한 것은 질문이 議院對政府의 문제로 하
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公布(議院法)할 당시에는 새로이 질문은 전적으

로 議員對政府의 문제로 되었다｣41)라고 한다.

(3) 憲法․議院法의 最終修正

이렇게 하여 2월 5일 오후, 憲法․典範․議院法․選擧法․貴族院令을 최종적으
로 調整하고 확인하기 위한 추 원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伊藤博文議長은 그날 아침에 ｢總委員會｣에서, ｢文字假字의 用法을 일
정하게 정할 것｣(文字假字ノ用法等ノ尙一定サセルモノ)을 지시하여 訂正이 행하
여지고, ｢각위의 검열을 거쳤다｣(各位ノ檢閱ヲ經タ). 게다가, ｢憲法 第三審修正의 
結果로 議院法에 있어서 變更을 要하는 것이 있음｣(憲法第三審修正ノ結果トシテ
議院法ニ於テ變更ヲ要スルモノアリ)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總委員會｣에 의
한 議院法의 실질적인 수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憲法에 관한 第三審에서는 더 以上의 修正은 없고, 다만, 文字假字의 用
法만 수정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제42조의 ｢三個月｣을 ｢三箇月｣로, 제53조의 ｢

承諾｣을 ｢許諾｣으로, 더욱더 중요한 變更은, 第三審會議決議分의 제40조를 ｢兩議
院에 있어서 否決된 법률안은 同會期中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兩議院ノ一ニ於
テ否決シタル法律案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提出スルコトヲ得ス)로 訂正하여 제39조

와 순서를 바꾸고, 제37조에서 제39조까지는 法律議決權限에 관한 條項으로, 제

40조는 建議權에 관한 것으로 적절히 위치를 바꾸었다.42)

둘째, ｢總委員會｣에 의한 議院法의 審査에서는 네 가지 정도의 修正이 행하여
졌다. ① 議院의 上奏權의 行使節次에 관한 제51조 復活, ② 제10장의 질문의 諸
條項에 관한 修訂提案, ③ 前年의 第一審 第2讀會때도 문제가 되었던 條規, 즉 

議會開會時에 勅語奉答에 관한 제7조 削除가 결정되었다.

이는 井上가 연필로 ×印으로 抹消한 것으로 보아, 의회의 자주권 내지 독립을 

인정한 점이 눈에 뛴다. 그러나 왜 削除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것

이 나중에 의회개회시에는 문제가 되어 伊藤의 ｢秘書類纂｣ 중에 伊東巳代治의 ｢
開院勅語幷奉答考｣43)와 같은 書類가 남아 있다. ④ 제25조의 ｢認可｣를 ｢同意｣로, 

41) 宮澤俊義, “議院法草案の審議”, 114면.
42) 大石眞, 上揭書 ②, 300면 이하 참조.
43) 伊藤博文編(金子堅太郞․平塚篤校訂), 帝國議會資料(上)(秘書類纂刊行會藏版, 1936年), 



2003. 6.] 日本 帝國議會의 議院法 制定史 97

第40條 所定의 豫算審査期間을 다시 30일에서 15일로 고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2월 5일 오후 樞密院會議는 ｢總委員會｣의 확인을 얻어서 ｢
議院法 全18章 99個條｣를 확정하 으며, 憲法․典範․選擧法과 동시에 上奏되어 
裁可를 얻어 성립한 후에 2월 11일, 法律 第2號로서 官報에 드디어 公布를 하 다.

그러나 議院法의 실제적 운용에 있어서는 기초자의 의도대로 실시되지 않았
다.44) 그리고 議院法의 公布 후 第1會帝國議會召集때까지 兩議院規則을 둘러싸고
도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나중에 議院法 改正45)이라는 숙제를 남기고, 議院의 議事運營權强化를 위
한 第25條․第26條 2項․第28條 등의 改正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상으로 第3期의 特徵은, 議院의 上奏權이 다시 復活되고, 이 과정에서 제2기

에서 上奏權을 削除할 당시 可否同數이던 것을 이토우 의장이 이에 贊成을 함으
로서 上奏權을 復活시키는 것은 이토우가 議會의 權限에 관해서 좀더 進步的인 
思想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議院의 質問權｣이 ｢議員의 質問權｣으로 轉換되는 것은 議院 對 政府의 
관계에서 議員 對 政府가 됨으로서 議員의 權限은 弱化되고 相對的으로 政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V. 結語

한 나라의 근대입헌건국의 과정에는 언제나 많은 문제점들을 동반한다. 그러므

로 明治時代에도 헌법과 의원법 등 국가의 근본법을 제정할 당시에 주로 유럽의 
향, 즉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향을 받게 되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점들도 발생한다.

즉, 그 국가의 기반이 되는 憲法, 議院法 등을 제정하면서 발생되는 헌법과 의
원법과의 관계설정이라든지, 특히 天皇이 존재하는 나라에서의 天皇과 議會의 位
置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즉 天皇과 議會의 自律權을 어느 정도에서 설정할 

175면 이하 수록.
44) 이에 관해서는, 宮澤俊義, “起草者の意圖とその後實際において行われている解釋との違

點”; “議院法草案の審議”, 111면 이하 참조; 大石眞, 上揭書 ②, 306면 참조.
45) 井上毅傳(二), 290-2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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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된다.

帝國議會의 설치 자체도 많은 自由民權運動의 結果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천

황, 즉 政府와 議會의 權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
제점들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議院의 自律權에 관한 문제로, 議院의 法律案
起案權, 上奏權과 政府에 대한 質問權에 관한 것, 豫算에 관한 議院의 權限, 議院
特權侵害罪 등을 신설하는 立法過程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議院의 法律案提出權은 입법원이라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 으나, 처음

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再審會議에서 인정되게 된다. 이는 立法에 관한 한 議會
는 天皇에 協贊할 뿐인 帝國議會의 限界인 점이다.

둘째, 議院의 上奏權은 削除와 復活을 거듭하는 순환을 겪으면서, 결국 上奏權
을 인정하게 된다. 이는 憲法起草者들의 憲法觀에 관한 것으로, 天皇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議院의 政府에 대한 質問權은 결국 大臣에 대한 個人責任으로 돌리는 議
員의 質問權으로 변하게 된다.

넷째, 豫算의 增額修正에 관한 한 議會에 그 權限을 주지 않으려 한다. 이는 

프랑스의 향을 받은 부분이기도 하다.

다섯째, 議院의 特權에 대한 침해에 있어서도 英國이 議院의 全權에 맡기는 제
도를 따르지 않고, 獨逸이 刑法에 明文化하는 制度를 選擇함으로서, 되도록 議院
의 自律權을 最小限의 범위에서 인정하려는 것이 明治憲法上의 特徵이기도 하다.

여섯째, 미군정하의 점령정책에서 비롯되는 ｢民主議院｣, ｢立法議院｣을 거쳐 한
국의 ｢制憲國會｣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그것과 일본에 있어서 

처음으로 개원되는 ｢帝國議會｣를 비교할 근거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헌국회의 개원시기가 미군 점령기인 1945년 이후부터임
에 비해, 일본에서는 議院의 개원이 그에 앞선 明治時代의 자주적 민권운동의 부
산물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더 나아가 그 당시 議院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회
가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 다는 점은 일정부분 평가할 가치가 있

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명치헌법상의 의원의 자율권은 최소한에 머물며 非議院內閣制를 채
택하긴 하지만, 그나마 아시아에서 일찌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상이 일본의 
선진화에 도움이 된 점은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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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king History of the Parliamentary Law 

in the Empire of Japan

Kyeong-Ok Choi
*

46)

The process in which a nation becomes a modern constitutional nation always 

accompanies many problems. For example, when the Empire of Japan enacted 

national basic laws such as the constitution and the parliamentary law in the 

Meiji period, the laws were affected by those of Germany, Austria and France, 

causing many problems.
In other words, how the constitution and the parliamentary law were related to 

each other in enacting the constitution and the parliamentary law and how the 

Japanese emperor and the parliament were related to each other in the empire of 

Japan are raised as an important issue. That is to say,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emperor and the autonomic rights of the parliament was 

established becomes an important issue.
The set-up of the imperial parliament itself also is among the problems caused 

by how the power of the Japanese emperor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and that of the parliament are established in the situation that the imperial 

parliament resulted from many liberal civil right movements.

This study especially clarified the process in which the Meiji constitution dealt 

with the law draft right and the report right of the parliament, the interpellation 
right of the parliament on the government, the power of the parliament on the 

budget and the infringement on the privileges of the parliament.

First, law submission right of the parliament wasn't approved at first, but later 

it was approved by reexamination conference. This is the limits of the imperial 

parliament which only serves as cooperator of the Japanese emperor as far as 

* Research Fellow, The Law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t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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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is concerned.

Second, the report right of the parliament was approved after the repetition of 

deletion and revival. This is a matter of the constitution view of the constitution 

drafters and also a part related to the emperor.

Third, the interpellation right of the parliament on the government came to 

change into the interpellation right of the parliament member aimed at the 
cabinet member's individual responsibility.

Fourth, as for the modification of the budget, the Meiji constitution doesn't 

allow the parliament to have the related right, which is a part affected by the 

French constitution.

Fifth, as for the infringement on the privileges of the parliament, the Meiji 

constitution didn't adopt the British system in which the parliament has all the 
relevant rights to handle the infringement, instead adopted the German system in 

which the rights are only specified in the criminal law. In other words, what 

reduced the autonomic rights of the parliament to a minimum is a characteristic 

of the Meiji constitution.

Even though the Meiji constitution reduced the autonomic rights of the 

parliament to a minimum and adopted non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what the Meiji regime accepted the western civilization first among the Asian 

nations and civilized Japan holds a significant im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