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요.

13국회에서 하는 일

다음 그림 중에서 국회에서 하는 일을 모두 골라 표 하세요.

예산을 바르게 사용했는지

감시해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요.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벌금 ○○만원을 

선고합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예산을 편성

하고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올해 스마트 카를 개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일상생활의 불편을 파악해요.  법안 이름을 만들어요.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의 선거로 4년마다 선출해요. 

법률 제안서 작성 방법

국회란 국회 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에요.

국회 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어요.

휴대 전화를 보며

걸어 다니면

위험하잖아. 법안 

이름 

「보행 중 특정 구역에서 

휴대 전화 사용 금지법」

국민을 대표해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요.

국회 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자.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파악해요.



 제안하는 까닭을 정리해요.  주요 내용을 담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도 법을 바꾸어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아요.

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어요.

제안 까닭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휴대 전화를 보

며 다니면 위험하다. 보행 중 휴대 전

화 사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

여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 휴대 전화 사용 금지 구역에 관련 표

지판과 CCTV를 설치한다.

• 보행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심의란 어떤 일을 

토의하여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법을 만들어요 예산을 살펴요 정부를 견제해요

주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요.
정부에서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해요.

사회 변화에 따라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해요.

공무원에게 나랏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해요.

정부에서 계획한 예산안을 

살펴보고, 이미 사용한 예산이 

잘 쓰였는지 검토해요.



국회에서	하는	일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곳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없애는 일을 한다.

   국회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일을 한다.

   국회는 정부에서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 감사를 한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 기관을 쓰세요. ( )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쓰세요.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알 수 있는 국회에서 하는 일을 쓰세요.

△△△ 의원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고 「어

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속

도 제한용 안전표지,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과속 방지 시설 등을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신문, 월 일 -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은 

국민의 ㉠ 로

4년마다 선출해요.

국회 의원들이 일하는 

㉡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어요.

다음은 국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요.

13국회에서 하는 일

 바른 답 확인하기 16 쪽 

다음 그림 중에서 국회에서 하는 일을 모두 골라 표 하세요.

예산을 바르게 사용했는지

감시해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요.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벌금 ○○만원을 

선고합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예산을 편성

하고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올해 스마트 카를 개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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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일상생활의 불편을 파악해요.  법안 이름을 만들어요.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의 선거로 4년마다 선출해요. 

법률 제안서 작성 방법

국회란 국회 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에요.

국회 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어요.

휴대 전화를 보며

걸어 다니면

위험하잖아. 법안 

이름 

「보행 중 특정 구역에서 

휴대 전화 사용 금지법」

국민을 대표해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요.

국회 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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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파악해요.



 제안하는 까닭을 정리해요.  주요 내용을 담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도 법을 바꾸어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아요.

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어요.

제안 까닭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휴대 전화를 보

며 다니면 위험하다. 보행 중 휴대 전

화 사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

여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 휴대 전화 사용 금지 구역에 관련 표

지판과 CCTV를 설치한다.

• 보행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심의란 어떤 일을 

토의하여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법을 만들어요 예산을 살펴요 정부를 견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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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요.
정부에서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해요.

사회 변화에 따라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해요.

공무원에게 나랏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해요.

정부에서 계획한 예산안을 

살펴보고, 이미 사용한 예산이 

잘 쓰였는지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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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하는	일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곳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없애는 일을 한다.

   국회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일을 한다.

   국회는 정부에서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 감사를 한다.

 바른 답 확인하기 16 쪽 정답 확인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 기관을 쓰세요. ( 국회 )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쓰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다,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

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지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등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알 수 있는 국회에서 하는 일을 쓰세요.

△△△ 의원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고 「어

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속

도 제한용 안전표지,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과속 방지 시설 등을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신문, 월 일 -

 법을 만드는 일을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은 

국민의 ㉠ 선거 로

4년마다 선출해요.

국회 의원들이 일하는 

㉡ 국회 의사당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어요.

다음은 국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