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

법률 개혁 위원회의 역사
1960 년대에 호주 전역에서 법률 개혁 문제에 대한 영구 전담 기구의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1967 년 9 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서부 호주의 최초 공식 법률
개혁 기구인 법률 개혁 평의회(the Law Reform Committee)가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당사자들과의 논의 후에, 법무부 장관과 내각은 이 평의회를 일반
법조인 1 인, 서부 호주 대학의 법대 대표 1 인, 그리고 정부 검찰청 대표 1 인으로
이루어진 3 인의 평의회로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 개혁 평의회는 단지 파트타임 기구로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법률 개혁의 역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의회가 상임
기구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습니다. 1972 년 10 월 31 일, 법률
개혁 평의회는 법률 개혁 위원회법 1972 (WA)에 의해 서부 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로서 상임 기구화되었습니다 (평의회는 1973 년 1 월 19 일 법률 개혁

위원회법 1972 (WA)에 의해 공식적으로 위원회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정부의 행정 및 입법부와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학술 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은 서부 호주에 소재하는
대학의 중견 법대 교수로 임명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1978 년의
법률 개정에 따라 2 인의 상임 위원이 선임되고 총 위원 수는 5 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서부 호주의 법률 개혁
서부 호주의 법률 개혁 위원회는 법무장관에 의해 위탁된 법률 개정 분야들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법률의 최신화와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률 개혁 위원회법 1972 (WA)에 따라
위원회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에 요청되는 사안들은 이전에 위원회가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었던 제안서에서
도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와 법무장관은 일반 시민들에 의해
제시된 어떠한 법률 개혁 제안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률 개혁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혁 위원회는 어떠한 성격의 법적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개별적인 소송건은 물론 법적 기구나 법률 단체를
대표하는 어떠한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률 개혁에 대한 제안
법률 개혁 위원회는 개혁이 요구되는 법률 영역에 대해 일반 시민들과 지역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개혁 제안을 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위원회나 법무장관이 법률 개혁을 주도할 것에 의존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조계에서 종사하는 지역

단체와 일반 주민들이 오히려 특정 법률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을 더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개혁에 대한 제시할 의견이 있으실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 위탁된 문제들을 검토하고

지역 사회와 협의하기 위해 법무장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혹은
•

법률 개혁 안건 내용이 경미한 변경만을 제안한다면, 검토를 거쳐 정부로
권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위원회 자체적 자원에 비해 너무 복잡한 제안,

•

법무부 혹은 다른 정부 부서에 의해 의해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제안들,

•

논쟁의 여지가 높은 정책 문제나 다양한 경제, 사회적 혹은 법률 개혁 외의
다른 문제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제안들, 그리고

•

기타 적합하지 않은 제안들; 예를 들어, 연방 정부 소관인 문제들.

법률 개혁 과정

서부 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는 법무 장관에 의해 위탁된 법률 개혁 사항들에 대한
공식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개혁 과정은 몇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위원회는 법무장관으로부터 사안 개요 문서를 전달받습니다.

•

위원회는 조사, 서술 및 편집과 관련해서

•

주요 사안들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협의에 대한 기본 사항이 담긴 사안 문서

전문 자문가와 연락을 취합니다.

(Issues Paper) 혹은 토론 문서 (Discussion Paper)가 출간됩니다.
•

모든 관련 개인들이나 단체들로부터 의견서를 수렴합니다.

•

관련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사회 및

관련 부서/단체와의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법률 개혁에 대한 권고 사항이 담긴

•

법무부 장관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의회에서는 권고 사항 (전체 혹은 일부를)을 입법을 통해 시행할 것인지를

보고서가 출간됩니다.

결정합니다.

제안서 제출
•

서부 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는 현재 검토 중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서를 적극
수렴합니다. 위원회는 검토 중인 법률 개혁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과
관심을

가진

전문인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들로부터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제안서는

서면으로

혹은

전화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방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관심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시 지켜야 할 특정 형식이나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제안 사항을 해당 토론 문서나 사안 문서에서 언급된 질문이나 특정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위원회가 검토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기밀 유지
이러한 제안서들은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출간물에서 특정 제안서의 항목을 지칭하거나 언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안서 내용의 기밀 유지를 원하신다면, 다음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제안서 내용이 논의되고 언급되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무기명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경우; 혹은

•

위원회의 출간물에 여러분의 제안서 내용이 언급되고 논의되는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연락 방법
우편:

Law Reform Commission of Western Australia
Level 3, BGC Centre
28 The Esplanade
Perth WA 6000
Australia

전화:

011+61+8 9321 4833

팩스:

011+61+8 9321 5833

이메일:

lrcwa@justice.wa.gov.au

웹사이트:

www.lrc.justice.wa.gov.au

e-경고
•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와 문서는 발표 즉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개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알려
드리고자 위원회는 이메일 업데이트

서비스를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법률 참조 사항은 물론 현존하는 참조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는 새로운 출간물로의 링크와
언론 보도들도 제공됩니다.
•

위원회의

e-Alerts

서비스를

구독하시려면,

위원회

lrcwa@justice.wa.gov.au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때 제목란에
‘eAlerts’라고 쓰시고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