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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사우스웨일즈 의회의 입법 회의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는 
42명의 의원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8년입니다. 입법 의회 (Legislative 
Assembly)의 총선거과 동시에  
매4년마다다 입법 회의 의원의 
절반이 재선거에 나섭니다. 

• 입법 회의 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이 받은 총 투표수에 비례해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도 
1988년도 이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고, 의회는 소수 정당과 단체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의 법안은 입법 의회 
(Legislative Assembly)에서 
시작되며, 입법 회의는 2차 심사 
또는 개정안을 담당하는 재심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안은 
상/하원 어디에서나나 상정될 수 
있습니다.

• 입법 의회나 입법 회의의 권한과 
절차는 대개 유사하지만, 회의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연례 예산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입법 의회와 
회의를 다 통과한 법안은 
뉴사우스웨일즈 총독의 승인을 
받으면 법으로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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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회의실 (The Legislative 
Council chamber)은 
스코틀랜드에서 제작된 
주철 건물로서 본래 
빅토리아주로 선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는 양원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 
입법 회의실을 마련하고자 
1856년에 세워졌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이 회의실은 
1892년 당시의 원형으로 
복구되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의회는 에오라 네이션의 가디갈  
부족을 이 땅의 전통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의회를 방문하세요

뉴사우스웨일즈 의회는 마틴 
플레이스 거의 맞은편, 맥쿼리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의회에는 전시장과 정보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으며, 주중에 오전 9
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시민에게 
개장됩니다.
의회 휴회 기간 중에는, 정기적인 
입법 회의실 투어가 진행됩니다. 
일반 투어는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1.30분에, 방학 중에는 주중 
매일 이루어집니다. 단체 투어는 

02 9230 3444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셔야 합니다.
의회 개회 기간 중에는 방문자들은 
공공 방청석에서 의회 진행 상황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무료입니다. 
의회에는 편안한 카페부터 고급 
식사를 할 수 있는 Strangers’ 
Restaurant까지 다양한 식사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 
시설은 공공 연회장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알아 보시려면
www.parliament.nsw.gov.au 
의회, 의원, 개회 기간, 의회 기록, 법안, 위원회 보고서  
및 교육 자료에 대한 정보.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Macquarie Street
Sydney NSW 2000

(02) 9230 2111 – 대표 전화
(02) 9230 2319 – 입법 회의
(02) 9230 2219 – 입법 의회
(02) 9230 2047 – 의회 교육과
(02) 9230 2924 – 연회 및 요식 서비스
Assembly@parliament.nsw.gov.au
Council@parliament.nsw.gov.au
DPS.Education@parliament.nsw.gov.au
DPS.Catering@parliament.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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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회의실 입구
호주의 첫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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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사우스웨일즈 의회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입법 
기관으로서 호주 최초이자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의회입니다. 이 의회는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2개의 의사당 (하우스)로 
이루어졌습니다.

• 뉴사우스웨일즈의 입법 의회 
(The Legislative Assembly)는 
총 93개의 의석이 있으며, 
이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에 의해 정부가 
구성됩니다. 

• 선거는 선택적인 우선  
투표 제도에 의해 4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의원들은 각 
지역 선거구를 대표합니다. 

• 수상과 대부분의 장관들은 
입법 의회의 의원들이며, 
대부분의 법안과 정부 활동이 
이곳에서 도입됩니다.

• 의회실의 색깔은 영국 의회의 
색깔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원의 경우 녹색, 그리고 
상원의 경우 빨간색입니다. 

입법 의회실은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의회실입니다. 1843년도에 
본래 입법 회의를 위해 
지어진 이 의회실은, 1856
년도에 양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입법 
의회가 사용해 왔습니다. 
1980년도 초에 이 의회실은 
1908년도 당시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시드니는 1788년 영국 죄수 유배지로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824년 경, 식민지에 
자리잡은 많은 자유 정착민들과 함께, 총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입법 회의가 설립되어, 
호주에서의 민주 정부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드니 최초 상설 병원은 1816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병원 건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라클란 맥콰리 총독은 건설  
계약자가 6만 갤런의 럼을 수입해서 판매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럼 병원의 초 3개 건물 중 2개는 
아직도 남아 있으며, 그중 하나는 뉴사우스웨일즈 
의회 건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1829년도에 확대된 입법 회의는 수석 수술의 
병동 (Chief Surgeon’s Quarters)에서 미팅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곳이 의회의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점차 성창하는 식민지의 민주주의 정부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1843년도와 1856년도에 입법실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실들과, 의회 구내 

식당 및 도서관같은 시설들이 점차 
추가되었습니다. 완전한 신축 건물에 
대한 계획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항상 
좌절되었습니다. 

1974년도에 드디어 재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Fountain Court을 
통해 맥콰리 스트리트의 보존 건물로 
이어지는 12층 짜리 건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건물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진 
의회실, 도서관, 의회실 입구 및 과거 
Surgeon’s Quarters 등은 완벽하게 
복원되었으며, 오늘날 뉴사우스웨일즈 
의회의 중심지이자 대표적인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럼으로 
만들어진 
병원에서 
시작된...

... 민주적인 정부의     
 현대적인 초석

• 뉴사유스웨일즈 의회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서 주정부의 
법률을 제정하고, 주정부의 예산을 
관리하며, 뉴사우스웨일즈주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합니다. 의회 선거를 통해  
입법 의회의 의석수가 결정되며,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의해 정부가 구성됩니다.

• 의회는 정부 조직의 3대 기구 중 
입법 기구입니다. 다른 2개의 
기구는 행정 기구 (내각) 및 사법  
(판사 및 법원)기구입니다. 각각은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구의 
힘을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 수상과 장관들 (내각)은 정부  
부처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법을 시행합니다.  그들은 의회의 
의원으로 행사하며, 의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호주의 3개의 정부 체제 – 연방,  
주 및 지역 정부– 중 주정부는  
교육, 보건, 치안, 도로 및 교통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연방 정부는 국방, 외무, 
무역, 통신 및 경제 정책 등과  
같은 전국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로버트 우드워드가 
제작한 수상 구조물이 
더 파운틴 코드 중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가진 예술작품의 
전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화해 절차의 일부이자, 
뉴사우우스웨일즈의 전통 
소유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Fountain 
Court의 서쪽 벽은 호주 
원주민 예술가들의 
예술작품 상설 전시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법 의회실

입법 의회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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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1816년도 1816 
“럼 병원” 중 2개의 
외부 건물만이 맥콰리 
스트리트에 남아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북쪽 윙은 한때 
Chief Surgeon’s Quarters
였으며, 1829년도에 의회의 
핵심 시설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새 건물과 옛날 
건물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Fountain Court 
구역과 지붕 위 정원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 Fountain Court (더 파운틴 코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