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국회 의사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문 중 활동

국회 의사당 방문 환영 투어

이 무료 투어를 통해 국회 의사당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절한 국회 안내원과 함께 회의장을 방문하고 
상징적인 의사당 건물의 다른 특징들을 둘러봅니다. 

매일 오전 9시30분, 11시 및 오후 1시, 2시, 3시30분 출발 

심층 투어로 자세히 살펴보기

매일 심층 투어를 유료로 제공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 투어는 
건물과 국회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다른 일부는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 둘러봅니다. 국회 휴회 기간의 유료 투어에는 
국회의 이면을 찾아가는 특별한 코스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이면을 찾아가는 투어에 참여하려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당일 투어에 관한 조언을 원하시면 오전 10시와 오후 12시 및 
오후 3시부터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유료 투어 참가자는 투어 당일 국회 기념품점에서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진행 중인 국회 참관

방문객은 회기 중 의사당 회의장의 방청석에서 상원 및 하원의 
의사 진행 과정을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습니다. 상하 양원의 
질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방문 당일 오후 12시  
30분까지 국회 경호실(Serjeant-at-Arms) 전화 (02) 6277 
4889번으로 연락하면 하원 질의 시간 참관 입장권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원 질의 시간 참관은 따로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며 도와드립니다. 

개방 시간:

국회 의사당은 성탄절을 제외하고 매일 아래 시간에 개방됩니다.

국회 회기 중:   
오전 9시 ~ 오후 6시 (월, 화)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수, 목)

국회 휴회 기간: 오전 9시 ~ 오후 5시

꼭 봐야할 하이라이트

1. 호주 국민을 대표하는 226명의 의원들이 상정된 법안과 
공공 정책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상원 및 하원 
회의장. 호주 국회 웹사이트에서 회의장 가상 투어를 
참조하고, 국회가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2. 국회 의사당 옥상에 가면 캔버라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으며 101 미터 높이 국기 게양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3. 의원 홀이 국기 게양대 바로 아래의 건물 중앙에 
위치합니다. 의원 홀 벽에는 영국 여왕과 전임 총독을 
비롯해 역대 총리와 상원 및 하원 의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4. 제작자 13명이 2년 넘게 걸려 완성한 그레이트 홀 
태피스트리는 세계 최대의 태피스트리 중 하나입니다. 

5. 의회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알려진 1297년 마그나 카르타. 
남반구에서 유일한 사본이 국회 의사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6. 의사당 앞마당은 가운데가 섬처럼 된 의전용 대형 풀과 
원주민 예술가 마이클 넬슨 자가마라의 그림 포섬과 
왈라비의 꿈(Possum and Wallaby Dreaming)을 토대로 만든 
대리석 모자이크 바닥이 특징을 이룹니다.  

호주 국회 
의사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 기념품점

국회 기념품점은 건물 모양의 고급 기념품, 아름다운 호주 
예술 공예품,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의 스카프와 
넥타이를 비롯해 기타 독특한 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독보적인 선물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 오후 5시 (국회 회기 중에는 오후 5시 45분까지 
개장)

퀸스 테라스 카페 

휴식과 재충전의 안식처 퀸스 테라스 카페.   

매일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까지 스낵과 가벼운 식사 
제공. 음식과 음료는 카페 안에서만 드실 수 있습니다. 

주차

주말과 공휴일은 종일 그리고 평일에는 첫 두 시간까지 
주차비가 무료입니다. 주차 요금 납부기는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 끝머리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습니다.

연락처

국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국회 의사당의 최신 이벤트와 
투어, 전시 등에 관한 새로운 소식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visitorservices@aph.gov.au

  02 6277 5399

aph.gov.au/visitparliament
  Facebook     Twitter     Instagram

 무료 와이파이



FORECOURT

MARBLE
FOYER

LIFT TO PUBLIC
CAR PARK

EXIT

ENTRY

THE GREAT
HALL

1

THE GREAT
HALL

QUEEN’S TERRACE

MAIN COMMITTEE ROOM

QUEEN’S
TERRACE
CAFÉ

QUEEN’S
TERRACE
GALLERY

CLOAK ROOM + 
TICKET OFFICE

LIFTS
TO ROOF

MEMBERS’ HALL

HOUSE OF
REPRESENTATIVES SENATE

4

10

12 11 13

9

2

3

5

8

6 7

방문객 체험

  그레이트 홀

  태피스트리

  엠브로이더리

  임시 전시 구역

  의원 홀

  하원

 상원

   상임 위원회실 로비 톰 로버츠, 빅 픽처 (BIG PICTURE)

  마그나 카르타

  참관실

  퀸스 테라스 갤러리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조각상 

국회에 헌정된 공식 선물

편의시설

  ATM

  기저귀 교환실

  카페

  휴대품 보관소와 매표소, 의사 진행 시간에 한정

  건물 전역 무료 와이파이

  국회 기념품점

  안내 데스크

  승강기

  부모실

  우체국

  방청석

  공중전화

  보안 데스크

  극장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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