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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해외사례:

영국의 사회보장정책 조정체계

김보영(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2012년 10월 14일

I. 영국 사회보장정책 조정체계

1. 개요

□ 영국의 사회보장정책 조정체계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집권 10여 년 동안 수행평가

체계와 거버넌스 구조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던 신노동당 집권 말기(2007년~2010

년)의 체계를 참고함

○ 영국 정부의 정책조정체계는 한쪽으로 공공서비스협정을 중심으로 한 수행평가

체계 또 다른 한쪽으로는 내각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거버넌스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공공서비스협정은 정부 우선순위를 규정한 30개의 공공서비스협정 지표로 구성되

어있으며 각 협정은 주관부처와 협력부처가 지정되어 있음

○ 30개의 공공서비스협정은 2년여간 일선 전문가, 정부 관계자, 외부 전문가들과

의 논의를 거쳐 개발되었으며 2007년 포괄지출검토를 통해 확정

○ 각 협정이행의 책임은 주관부처 장관에게 부여되나 실무적으로는 주관부처 국

장급의 고위책임담당관이 지정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

공무원으로 고위공식협정집행위원회를 구성

○ 각 협정의 목적을 규정한 비전, 측정지표의 구성, 주요 추진 정책과 부처간 역할

분담, 지표 추진을 위헌 거버넌스 구조 등은 협정별 집행협정에 규정하고 이 집

행협정은 부처별 관계자는 물론 일선 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

□ 내각위원회는 내각 산하에 장차관으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로서 각 영역별 정책

을 논의하고 조정하여 인가

○ 내각위원회의 운영은 내각사무국에 소속된 내각비서관이 담당하며 내각위원회

구성역시 내각비서관의 조언을 받아 수상이 결정

○ 2007년 현재 9개의 위원회와 2개의 소그룹이 있으며 내각비서관을 의장으로 하

는 고위관료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있음

○ 내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는 없으며 대부분의 논의는 문서연락으로 진행하고

부처간의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 내각비서관의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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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책임담당관 고위공식협정집행위원회

받아 내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함

○ 주요 정책문제와 연관되거나 민감한 쟁점, 부처간 영향을 주는 쟁점의 경우에는

정책 인가과정을 진행하며 관련 부처 및 수상과 내각사무국에 인가를 요청하는

정책 제안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부처 응답을 회신하고 필요하면 회의를

주최하여 조정한 후 위원장이 인가공문을 발행

2. 공공서비스협정과 내각위원회의 관계

□ 공공서비스협정은 정부의 정책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

구이며 내각위원회는 일상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체계이며 내각 위원회는

공공서비스협정의 추진을 모니터하고 협정 추진에 필요한 정책조정을 수행

○ 고위공식협정집행위원회는 협정의 집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하여 이

를 관련 내각위원회에 보고하고 내각 위원회는 이를 통해 부처가 책임을 이행

하도록 촉진하면서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

○ 내각위원회 중 국내문제 산하 공공참여 및 서비스전달 위원회(DA(PED))는 모

든 공공서비스협정에서의 공공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사안을 고려

□ 따라서 내각위원회와 공공서비스 협정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적 연계 체

계를 가지고 있음

○ 공공서비스협정의 실무적 추진은 고위책임담당관과 이 담당관이 주최하는 고위

공식협정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장차관급의 부처간 조정과 추진은 내각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 내각위원회에서 실무적인 공공서비스협정에 대한 조정과 추진은 실무위원회에

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내각비서관에서 담당하는 위원회 비서가 담당

II. 공공서비스협정 체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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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협정은 중앙정부와 각 부처간의 관계에서의 핵심 기제로 혁신과 우수

성을 결합한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열망을 실현하는

도구(Public Services Directorate, 2000)

○ 1998년 포괄적지출검토를 통해 도입된 공공서비스협정은 처음으로 1998년 12월

정책백서 “미래를 위한 공공서비스: 현대화, 개혁, 책임성 Public services for

the future: modernisation, reform, accountability”를 통해 발표

○ 2004년까지의 두 번째 공공서비스 협정은 2000년 포괄적지출검토를 통해 합의

되었고 2000년 7월 정책백서를 통해 발간

○ 각 부처는 공공서비스협정의 각 요소에 대해서 모니터할 책임을 지며 부처별

연간보고서에 그 결과를 발표해야

□ 공공서비스협정은 정부가 의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

는 것. 과거에는 공공지출의 증가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기가 어려웠고 대중은 자

신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향상되는지를 볼 수가 없었지만 공공서비스협정은 대

중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어떤 것이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음

□ 공공서비스협정의 구성

○ 목적과 목표(amis and objectives)

- 얼마나 부처가 정부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할 것인가를 설정

○ 수행 목표치(performance target)

- 각 공공서비스협정은 핵심 수행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것은 목적과 목표를 성

취하는데 기여하고 또한 어떻게 정부의 전체적인 전략에 기여할 것인지를 설

명하는 공공서비스협정의 핵심을 구성

- 모든 목표치는 가능한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and

timed) 하며 산출보다는 변화에 초점(ex. 건강증진 목표치는 간호사수 증가 보

다는 치명적 질병에 의한 사망률 감축으로 설정

□ 1998년 포괄적 지출 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도입 이후 공공서비

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는 공공 서비스 전달을 운영하는데 있어

서나 변화(outcome)에 주요한 증진을 가져오는데 핵심적인 역할(Cabinet Office, 

2009)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일선 전문가, 공공, 외부 전문가 들과 향후 10

여년간의 수행관리 틀(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을 갱신하기 위해

서 노력했고 그 결과 2007년 10월 2007년 포괄적 지출 검토에서 30개의 새로운

공공서비스협정으로 나타남. 이는 2008/9년부터 2010/11년, 2007 포괄적지출검

토 기간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변화들을 설정

○ 각각의 공공서비스협정은 하나의 집행협정(Delivery Agreement)에 기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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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관련 부처와 공유되고, 전달 관계자와 일선 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거

쳐 개발됨

○ 또한 공공서비스협정은 일련의 국가 변화중심 수행지표에 의해서 진전정도를

측정. 이 하위 지표들은 일부가 특정 국가목표치(national target)나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이 동반됨. 자세한 것은 관련 전달협정에서 설정. 모든 국

가지표는 기준선에 비하여 해당 기간 동안 증진될 것으로 기대

○ 시민과 기업의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전 정부적인 약속은 각

각의 공공서비스협정의 성취에 통합될 것. 포괄 지출 검토와 함께 발표된 것은

서비스전환협정(Service Transformation Agreement, STA)로 새로운 PSA 실

현의 기초를 제공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구축의 정부 비전을 설정하

며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특정한 행동을 규정

○ 새로운 내각 위원회(Cabinet Committee)는 부처에 걸친 공공서비스 협정에 대

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과정과 부처와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가짐으로서 핵심

적인 역할

□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처는 7차 포괄지출검토 기간 중의 부처전략목표

(Departmental Strategic Objectives, DSOs)를 공공서비스협정과 병행하여 설정하

여 처음으로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공공서비스협정)와 정부 부처의 광범위한 역

할(부처전략목표)를 하나의 통합된 틀에서 수행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HM Treasury, 2007 para. 3.14)

2. 발전과정

□ 1998년 포괄지출검토를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고전된 3개년 예산을 평성하여 모든

부처의 예산을 자원과 자본지출로 분리시키고, 투자에 대한 이전의 편향을 제거하

고 공공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

○ 각 부처는 3년 기간의 유연성을 통해 연말 지출규모를 맞추기 위해 급격하게 지

출이 증가하는 낭비를 방지

○ 또한 이때 처음 체계적이고, 토명하고, 변화에 기반을 둔 공공서비스 수행관리

체계인 공공서비스협정을 도입

□ 2000년과 2002년 지출검토에서는 공공 서비스 운영 비용을 총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산 운영에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원 회계와 예산

(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을 도입하였으며, 동시에 선별적 비용효과

성 목표치를 공공서비스협정에 도입하고 공식적인 공공서비스협정 집행 모니터링

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협정 체계와 목표치를 더 개선

□ 2004년 지출검토에서는 공공부문 전체에 걸친 집행에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시도가 있었으며 최선의 수준으로 모든 전달체계 조직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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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연계하고 공통된 핵심 과정에 초점

3. 기대효과

□ 새로운 공공서비스협정은 혁신적으로 축소된 우선순위 지표와 이에 연계된 목표

치를 합리화 시킴으로 인해서

○ 훌륭한 변화와 경험을 전달하는데 있어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

○ 지역 공동체가 다신들의 우선순위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보다 혁신적이고 유

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공간을 창출

○ 보다 서비스 이용자와 지역사외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면서도 중앙의 협력적 작

업이 작동하여 책임성에 새로운 균형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개인적인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더욱 더 성공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측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며,

기술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종사

자들은 더욱 역량강화될 것

□ 공공 서비스를 시민의 욕구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이를 각각의 공공서비스협정의

병화에 통합시켜 범 부처의 목표이행을 보장(HM Treasury, 2007)

III. 공공서비스 협정의 운영체계

1. 사회보장 관련 공공서비스협정 지표와 주관 부처

□ 모두를 위한 공평과 기회(Fiarness and opportunity for all) 영역

○ PSA 8: 모두를 위한 고용기회의 극대화(주관 부처: 연금노동부)

- 경기(economic cycle)를 고려한 전체적인 고용율

- 다음의 취약계층과 전체 고용율의 격차 축소(장애인, 한부모, 소수인종, 만 50

세 이상, 무자격(학력)자, 최고 결핍 지역(most deprived Local Authority

ward) 거주자

- 노동연령 무직 급여(out-of-work benefit) 수급자

- 무직 급여 수급 기간

○ PSA 9: 2020년 아동빈곤 철폐를 위해 2010-11년 아동빈곤 수 절반으로 감축(주

관 부처: 재무부)

- 절대 저소득 가구에 사는 아동 수

- 상대 저소득 가구에 사는 아동 수*(별도의 목표치나 최소기준이 있는 지표는 *

표시)

- 상대적 저소득 가구와 물질적 결핍 속에 사는 아동 수

○ PSA 10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적 성취 향상(주관 부처: 아동학교가족부)

- 초기 기초 과정(foundation stage 3-5세 과정)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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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교육과정(key stage 2) 영어와 수학 모두에서 4급 이상 성취비율*

- 3단계 교육과정에서 영어와 수학 모두에서 5급 이상 성취비율*

- 4단계 교육과정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GCSE)에서 영어와 수학을 포함 5개

의 A*-C급을 성취하는 비율*

- 19세에 2급을 성취하는 청소년의 비율*

- 19세에 3급을 성취하는 청소년의 비율*

○ PSA 11: 저소득및 취약 계층 아동과 다른 아동과의 교육성취 격차 축소(주관

부처: 아동학교가족부)

- 초기 기초과정 참가 격차*

- 2단계와 4단계 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 대상자와 다른 아동과의 성취격차

- 2, 3, 4단계 각각의 교육과정에서 영어와 수학에서 2급간 이상 향상되는 학생

비율*

- 2단계 교육과정 영어와 수학에서 4급 이상을 성취하는 보호아동 비율*

- 4단계 교육과정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에서 5개의 A*-C급을 성취하는 보호

아동 비율*

- 저소득 배경 청소년 중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학생비율

○ PSA 12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리 향상(주관 부처: 아동학교가족부)

- 생후 6-8주 모유수유

- 학교급식 참여

- 아동 비만*

-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복리

-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 PSA 13 아동과 청소년 안전 향상(주관 부처: 아동학교가족부)

- 폭력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

- 의뢰 7일 이후 아동 사회적 보호(social care)에 대한 초기 평가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비의도적, 또는 의도적 부상으로 인한 병원 입원

- 아동 사망 평가 패널 과정(child death review panel)에서 기록된 예방가능한

아동의 사망

○ PSA 14 성공을 향해 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 증가(주관 부처: 아동학교가족

부)

- 교육, 고용,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16-17세 청소년*

- 긍정적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 마약, 알콜 및 휘발성 약물을 자주 복용하는 청소년

- 18세 미만 수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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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세 청소년의 최초 형사입건

○ PSA 15 성별, 인종, 장애, 연령, 성정체성,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개인이 경험하

는 불이익에 대응(주관 부처: 정부 평등 사무소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 성별 시간급 격차

- 독립적 삶을 가능케 하는 선택권, 통제권, 유연성 수준

-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청소년의 공적 생활 참가

- 고용에서의 차별

- 서비스에서의 공평한 대우

○ PSA 16 사회적으로 배제된 성인이 안정된 주거, 고용, 교육, 훈련을 갖는 비율

증가(주관 부처: 내각 사무국 Cabinet Office)

- 19세 탈시설자의 적합한 주거 거주

- 보호감찰 중인 우범자의 안정되고 적합한 주거 거주

- 2차 정신보건서비스 수급자의 안정된 주거 거주

- 학습장애 성인의 안정된 주거거주

- 19세 탈시설자의 교육, 훈련, 고용

- 보호관찰 중인 우범자의 고용

- 2차 정신보건서비스 수급자의 고용

- 학습장애 성인의 고용

○ PSA 17 노후 빈곤 대응과 자립 및 복리 증진(주관 부처: 연금노동부)

- 50-69세의 고용율과 전체 고용율 간의 비율 격차

- 연금수급자의 빈곤

- 65세 때 건강 기대수명

- 65세 이상 노인의 주거와 이웃에 대한 만족

- 자립적 삶을 위한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 보다 강력한 공동체와 보다 나은 삶의 질(Stronger communities and a better

quality of life) 부문

○ PSA 18: 모두의 더 나은 건강과 복리 촉진(주관 부처: 보건부)

- 모든 연령, 모든 원인별 사망률*

- 소외 지역 모든 연령, 모든 원인별 사망률 격차*

- 흡연 확산율(smoking prevalence)*

- 자립적 삶을 위한 지원을 받는 사람 비율

- 정신적 치료(psychological theraphy) 접근

○ PSA 19: 모두의 더 나은 돌봄 보장(주관 부처: 보건부)

- 환자 및 사회서비스 이용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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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치료 소요시간(입원환자 및 비입원환자)

- 12주 내에 조산사를 본 여성 비율

- 자립적 삶과 자신의 상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받은 장기질환

자

- 지역의원(GP) 접근에 대한 환자보고 경험

- 병원내 감염율(MRSA*, Clostridium Difficile*)

○ PSA 20 주거의 장기적 공급과 구매가능성(affordability) 향상(주관 부처: 지역

사회지방정부부)

- 순 추가주거 공급*

- 구매가능성 동향

- 구매가능 주거의 다양성*

- 임시주거 거주 가구*

- 신축 주거의 에너지 효율

- 개발계획 문서 채택*

○ PSA 21 보다 통합적이고 역량강화되고 능동적인 공동체 건설(지역사회지방정

부부)

- 자신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낸다고 믿는 사람의 비

율

- 서로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의미있는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 자신의 지역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 자신의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 제 3섹터의 번성

- 문화와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

2. 공공서비스협정과 부처전략목표의 조정 및 추진 체계

□ 30개의 공공서비스협정은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각 협정마다 주관

부처가 있고 각 협정별로 규정된 집행협정에서 협정실현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과

주관 부처 및 협력부처의 역할을 규정

○ 각 협정의 주관 부처의 장관이 협정이행을 책임지며 실질적으로는 고위책임담

당관(Senior Responsible Officer)가 배정되어 있고, 이 담당관이 주관부처 및 협

력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공식협정집행위원회(Senior Official PSA

Delivery Board)의 의장직을 수행

- PSA 8 모두를 위한 고용기회의 극대화의 경우 주관 부처는 연금노동부로 협

정이행의 책임은 연금노동부 장관이 가지며 고위책임담당관은 연금노동부의

노동, 복지 및 평등그룹 총국장(Director General of the Work, Welfa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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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Group)(HM Government, 2007b)

- PSA 9 아동빈곤 절반감축의 경우 재무장관이 협정이행을 잭임지며 고위책임

담당관은 재무부의 개인 세금 및 복지개혁 국장(Director for Personal Tax

and Welfare Reform)(HM Government, 2007c)

- PSA 17 노후 빈곤 대응과 자립 및 복리 증진의 경우 노동연금부 장관이 협정

이행 책임을 지며 고위책임담당관은 연금개혁 총국장(Director General

Pension Reform)(HM Government, 2007a)

○ 관련 내각 위원회에서 이 협정의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부처가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며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 고위공식협정집행위원

회에서도 개선정도를 모니터하며 집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관련 내각

위원회에 보고

□ 부처전략목표는 보다 포괄적으로 정부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설정된 공공서비스

협정을 비롯하여 부처의 일반적 목적까지 포함하여 규정되고 지표를 설정

○ 따라서 부처전략목표 지표는 주관 공공서비스협정의 지표를 포함하면서도 더

세부적인 지표나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기도 하고 타 부처가 주관하는 공공서비

스협정을 포함하기도 함

○ 가령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관련 공공서비스협정의 주관 부처는 아동학

교가족부이나 보건부의 부처전략목표의 지표에서는 이 공공서비스협정의 지표

를 포괄

○ 또 아동빈곤 퇴치 관련 공공서비스협정의 주관 부처는 내각 사무처이지만 연금

노동부의 부처전략협정의 지표에 관련 지표를 포함

□ 따라서 각 부처들은 공공서비스협정의 주관 부처와 협력 부처로 연계를 맺고 있

지만 또한 각자의 부처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공공서비스협정 지표

의 향상을 위해 다른 주관부처와 협력을 해야 하는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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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A 부처 B

주관

PSA 1

주관

PSA 2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DSO1

DSO1

DSO1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주관

PSA 3

주관

PSA 4

DSO1

DSO1

3. 사회보장 관련 부처의 공공서비스 협정과 부처전략목표

□ 연금노동부(DWP, 2007)

○ 주관 공공서비스 협정

- PSA 8: 모두를 위한 고용기회의 극대화

- PSA 17 노후 빈곤 대응과 자립 및 복리 증진

○ 보조 공공서비스 협정(사회보장 관련)

- PSA 9: 2020년 아동빈곤 철폐를 위해 2010-11년 아동빈곤 수 절반으로 감축

(주관 부처: 재무부)

- PSA 14 성공을 향해 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 증가(주관 부처: 아동학교가족

부)

- PSA 16 사회적으로 배제된 성인이 안정된 주거, 고용, 교육, 훈련을 갖는 비율

증가(주관 부처: 내각 사무국 Cabinet Office)

- PSA 15 성별, 인종, 장애, 연령, 성정체성,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개인이 경험

하는 불이익에 대응(주관 부처: 정부 평등 사무소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 부처전략목표

- 부처 비전

∙ 아동, 고용자, 은퇴자, 장애인, 수발자 들이 공평하고, 안전하고, 충적적

삶을 누리고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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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돕고, 고용주들이 필요

한 기술과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으르로서 복지 의존을 줄이

고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

∙ 이용자와 납세자의 이해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선택과 개인화, 고품질

의 서비스를 제공

- 1. 빈곤 생활 아동 수 감축

∙ 무직 가구에 사는 아동 수 (재무부 PSA)

∙ 특히 저소득 가구에 거주하여 아동지원 급여를 수급하는 아동 수 (재

무부 PSA)

- 2. 모두의 고용기회를 극대화 및 비근로 급여 수급자 감축

∙ 총 고용율 (연금노동부 PSA)

∙ 전체 고용율과 다음 집단의 고용율 격차: 장애인, 한부모, 소수 인종,

50세 이상, 무학력자, 최고 박탈지역 거주자, 사회적 배제 위험 계층

(연금노동부 PSA)

∙ 비근로 급여 수급자 수 (연금노동부 PSA)

∙ 비근로 급여 수급 기간 (연금 노동부 PSA)

- 3. 보건과 안전 결과(outcome)의 증진

∙ 근로현장에서의 치명적 및 주요 부상 건수

∙ 직업관련 질환 건수

∙ 원전 산업, 연근해 및 원양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의 위험 사고 건수

- 4. 노후 자립과 복리 증진, 지속적인 연금생활자 빈곤과 연금개혁 집행

∙ 50-69세 고용율과 전체 고용율과의 격차 (연금노동부 PSA)

∙ 저소득 연금생활자 비중 (연금노동부 PSA)

∙ 개인계좌제도 설정 시행과 자동등록(automatic enrolment), 연금제도

의 의무고용주 기여 시행

- 5. 장애인 평등기회 증진

∙ 삶의 선택 및 통제권을 확보한 장애인 비율 (정부 평등 사무소 PSA)

∙ 전체 고용율과 장애인 고용율 격차 (연금노동부 PSA)

∙ 장애인의 재화와 서비스 접근성

- 6. 적합한 급여의 적시 급여 지급

∙ 부정 및 오류로 인한 과도 급여 및 과소 급여 지급 비율

∙ 주거급여와 지방세 급여를 포함하여 신규 신청과 변경 신청 과정 소요

시간

- 7. 연금노동부를 개인과 고용주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의 모범 부서로

만들기

∙ 어떻게 고용노동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고객의 비율

∙ 초기 접촉이 직접적인 욕구 해결로 이어지는 고객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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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욕구 대응 소요시간

∙ 고용노동부/정부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고 믿는 고객 비율

∙ 존중받고 가치있게 취급된다고 느끼는 고객 비율

∙ 고용노둥부 서비스에 대한 고용주의 평가

□ 보건부(DH, 2008)

○ 주관 공공서비스협정

- PSA 18: 모두의 더 나은 건강과 복리 촉진

- PSA 19: 모두의 더 나은 돌봄 보장

○ 보조 공공서비스협정

- PSA 12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리 향상(주관 부처: 아동학교가족부)

- PSA 13 아동과 청소년 안전 향상(주관 부처: 아동학교가족부)

- PSA 16 사회적으로 배제된 성인이 안정된 주거, 고용, 교육, 훈련을 갖는 비율

증가(주관 부처: 내각 사무국 Cabinet Office)

- PSA 17 노후 빈곤 대응과 자립 및 복리 증진(주관 부처: 연금노동부)

○ 1. 모두를 위한 더나은 건강과 복리

- 모든 시민의 전반적 건강, 기대수명, 감정적 복리 증진 지원

∙ 전반적 건강에 대한 자가 평가 측정

∙ 심리치료의 접근성: 우울증 및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이 심리치료를 제

공받은 비율(보건부 PSA)

∙ 자살과 비의도적 부상에 의한 사망률(2010년까지 최소 20% 감소) (보

건부 PSA)

∙ 정서적 건강과 복리, 그리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CAMHS): CAMHS와 성인정신

보건서비스 효과성

∙ 10만명당 모든 연령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선두 집단과 국가 평

균간의 격차) (아동학교가족부 PSA)

∙ 75세 미만 심혈관질환 사망률(2010년까지 최소 40% 감축) (보건부

PSA)

∙ 75세 미만 암 사망률(2010년까지 최소 20% 감축) (보건부 PSA)

∙ 인플루엔자 유행 대응준비

- 시민의 삶의질 증진 지원-더 건강하고, 더 자립적이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지원

∙ 65세 건강기대수명(연금노동부 PSA)

∙ 18세 이상 성인이 사회적 돌봄을 통해 자가에서 자립적으로 사는 비중

(보건부 PSA)

∙ 수발이나 재활치료 개시 3개월 후 자립을 성취한 사람 비율(1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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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16세 이상, 정기 노무직자 중 흡연율 (보건부 PSA)

∙ 아동 비만수준(유치원 reception year 아동) (아동학교가족부 PSA)

∙ 알콜 연관 병원 입원 수의 비율 변화(국무부 PSA)

∙ 효과적 치료에 등록됨으로 인한 약물이용자 수 비율 변화(국무부

PSA)

∙ 6-8주 영아 모유수유율(아동학교가족부 PSA)

∙ 비의도적 또는 의도적 부상에 의한 병원 입원(아동학교가족부 PSA)

∙ 15-17세 사이 여성 1천명당 수임율(아동학교가족부 PSA)

∙ 20세 이하 클라미디아 감염

- 가장 취약한 계층의 열망 성취, 공평한 사회 건설 지원

∙ 사회서비스책임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보통에서 중증 성인 학습 장

애인 중 안정된 주거에 있는 비중(내각사무국 PSA)

∙ 2차 정신보건서비스 접촉 성인 중 고용된 비중(내각사무국 PSA)

∙ 2차 정신보건서비스 접촉 성인 중 안정된 주거 거주 비중(내각사무국

PSA)

∙ 사회서비스책임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보통에서 중증 성인 학습 장

애인 중 고용된 비중(내각사무국 PSA)

○ 2.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돌봄

- 안전, 청결, 최적의 돌봄 전달 증진

∙ 보건의료관련 감염율(MRSA) (보건부 PSA)

∙ 보건의료관련 감염율(클로스트리듑 디피실리균) (보건부 PSA)

∙ 10만명당 돌봄 이전(transfer of care) 지연 수(18세 이상)

∙ 장기질환자 중 자립적이고 잘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및 사회

적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비중 (보건부 PSA)

- 서비스의 개인화: 보다 편안하고, 반응적이고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계

∙ NHS에 보고된 입원 환자의 의뢰부터 치료 소요시간 (보건부 PSA)

∙ NHS에 보고된 비입원 환자의 의뢰부터 치료 소요시간 (보건부 PSA)

∙ 일반의원(GP) 접근에 대한 환자보고 경험 (보건부 PSA)

∙ 사회적 돌봄 실사 시간표(timeline)

∙ 사회적 돌봄 패키지 시간표

∙ 자가에서의 사망 비율

∙ 10만명당 직접지불제 및 개인예산제 수급 성인과 노인(18세 이상)

∙ 임신 만 12주까지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실사, 위험, 선택 등을 위해 조

산사 또는 산부인과 의료 전문가를 본 여성의 비율 (보건부 PSA)

- 환자, 이용자, 수발자의 경험 증진: 모든 사람의 존엄을 가지고 대하며 존중하

고 더 많은 통제를 부여

∙ 환자와 이용자 자기보고 경험 (보건부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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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수급자 비율 대비 ‘수발자 휴식(carer’s break)’

또는 수발자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수급한 수발자 비중

∙ 환자와 이용자가 보고한 서비스에서의 존중과 존엄 측정

∙ 핵심 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아동 서비스에 대한 부모 경험 (아동학교가

족부 PSA)

○ 3. 모두를 위한 비용가치(value for money)

- 효과적인 체계 보장: 납세자의 최고의 비용가치를 제공하는 생산적이고 효율

적인

∙ 가중 인구(weighted population)의 명당 응급병상 일수

∙ 재정 균형(PCT, 지역보건의료 총괄기구)

∙ 진단 지표

-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 장기 지속가능성 보장

∙ NHS에 대한 대중의 신뢰

∙ NHS 자산의 에너지/탄소 효율성

IV. 내각 위원회1)

1. 내각 위원회 구성

□ 개요

○ 내각 위원회는 내각 산하여 더 작은 단위의 포럼을 구성하여 사업을 조정함으

로서 내각의 부담을 감소

○ 일부 내각 위원회는 산하 위원회(Sub-Committee)들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더

작은 범위의 쟁점을 다루고, 핵심 영역에 대한 후속작업을 담당

○ 때로운 소그룹(Misc Group)이 결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정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 제힌된 시간동안 활동

○ 내각위원회, 산하위원회, 소그룹 모두 장차관급 위원회이며 모두 정책결정을 내

리거나 조정을 할 수 있음

□ 핵심 목적

○ 내각의 부담 감소: 전체 내각에서 토론될 필요가 없는 사안을 다루며 내각 위원

회의 위원장을 맡는 정책차관(Minister)은 허용된 범위내에서 수상에게 조언을

한다

○ 집합적 책임의 원칙 보조: 내각위원회의 결정은 정부 전체(내각)의 결정과 동일

한 권위를 가지며 정부전체가 책임을 가짐

○ 내각위원회는 주요 정책 쟁점과 현저한 공익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집합적 고려

1) 특별한 인용표시가 없는 내용은 “내각 및 내각 위원회 운영 지침 A guide to cabinet and cabinet 
committee business” (Cabinet Office, 200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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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토론의 틀을 제시함

○ 한 부처 이상 연관된 쟁점이 적절하게 논의되고 모든 관련 정책차관의 관점이

고려되도록 보장

□ 내각과 내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룸

○ 법적 프로그램, 헌법적 쟁점, 공공 지출 등과 같은 특히 복잡한 정부 사업에 대

한 협력

○ 주요 정책 쟁점이나 대중에 상당한 중요성이 있어서 정부의 집합적 책임이 현

저히 요구되는 사안

○ 부처간 의견이 달라 합의가 안되는 사안

□ 집합적 책임의 원칙

○ 내각과 내각위원회는 통합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 부여된

유일한 기관이며 논의하고, 합의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공식적 기제

○ 내각과 내각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가진 유일한 주체인 장차관(Ministers)으로 구

성되며 다른 사람이 참석에 초대될 수 있음

○ 내각과 내각위원회의 결정은 서로 다른 부처의 지식과 관점, 다양한 장차관들의

경험과 결정으로 어떤 한 장관의 결정보다 더 나은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며 최소한 수용가능한 조정의 결과

○ 장차관들은 한번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단일한 입장을 통일할 수 있도록 논

의에 있어서는 솔직한 관점을 피력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내각 및 내각 위원회에

서의 표현된 의견에는 책임을 묻지 않음(non-attributable)

○ 부처에 걸친 쟁점이나 집합적 책임성에 의해 집합적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

안은 내각이나 내각위원회에 상정되어야 함

□ 내각 위원회 명단(2007년 7월 현재)(Cabinet Office, 2007)

○ 국내 문제(Domestic Affaris, DA)

- 지역공동체와 평등(Communities and Equalities)

- 가족, 아동과 청소년(Families, Children and Young People)

- 사법정의와 범죄(Justice and Crime)

- 지방정부와 지역(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 이민(Migration)

- 공공참여와 서비스전달(Public Engagement and the Delivery of Services)

○ 생애 기회(Life Chances, LC)

- 사회적 배제(Social Excusion)

- 재능과 사업(Talent and Enterprise)

○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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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에너지(Environment and Energy)

- 주거, 계획 및 재생(Housing, Planning and Regeneration)

-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Olympic and Paralympic Games)

- 규제 책임 패널(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

- 생산성, 기술 및 고용(Productivity, Skills and Employment)

○ 헌법적 사안(Constitution, CN)

○ 국가 안보, 국제 관계 및 개발(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NSID)

- 유럽(Europe)

- 해외및 국방(Overseas and Defence)

- 무역(Trade)

- 방어적 안보 및 복구(Protective Security and Resilience)

- 극단주의 대응(Tackling Extremism)

○ 시민 특임 위원회(Civil Concingencies Committee, CCC)

○ 안보및 첩보서비스(Security and Intelligence Service, CSI)

○ 법률(Legislation, L)

○ 공공 서비스 및 공공 지출(Public Services and Public Expenditure, PSX)

- 공공부문 임금(Public Sector Pay)

○ 소그룹32(MISC32): 인플루엔자 유행 계획(Influenza Pandemic Planning)

○ 소그룹33(MISC33) 우체국 네트워크(Post Office Network)

□ 사회보장 관련 내각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국내문제 산하 지역공동체 및 평등 위원회(DA(CE))

- 임무(terms of reference): 지역 공동체 융합, 평등, 복리 및 공공 보건을 포함

한 지역 동공체 정책을 고려하고 필요할 경우 국내문제 위원회, 국가안보, 국

제관계 및 개발 위원회에 보고할 것

- 내각 사무국 차관(Minister for the Cabinet Office)과 란카스터 공국 재무관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위원장)

-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and Lord Chancellor)

-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 보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 환경음식지방문제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산업기업규제개혁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 17 -

- 하원 의회 대표(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와 여성 차관(Minister for

Women)

- 연금노동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웨일즈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Wales)

- 교통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 지역공동체지방정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아동학교가족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문화언론스포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북아일랜드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Northern Ireland)

- 상원 의회대표(Leader of the House of Lords)(와 위원회 상원대표(Lord

President of the Council))

- 재무부 최고 비서관(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

- 혁신대학기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 스코틀랜드 사무국 차관(Minister of State, Scotland Office)

- 내각 사무국 의회 비서관(Parliamentary Secretary, Cabinet Office)

○ 국내문제 산하 가족, 아동, 및 청소년 위원회(DA(FCY))

- 임무: 가족, 아동,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고려하고 필요할 경우 국내

문제 위원회에 보고할 것

- 아동학교가족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위원장)

-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and Lord Chancellor)

-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 국방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과 스코틀랜드 장관(Secretary

State for Scotland)

- 보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 환경음식지방문제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하원 의회 대표(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와 여성 차관(Minister for

Women)

- 연금노동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웨일즈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Wales)

- 교통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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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지방정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내각 사무국 차관(Minister for the Cabinet Office)과 란카스터 공국 재무관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 문화언론스포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북아일랜드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Northern Ireland)

- 재무부 최고 비서관(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

- 아동학교가족부 차관(Minister of Stat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국내문제 산하 공공참여 및 서비스전달 위원회(DA(PED))

- 임무: 조사, 서비스 전환, 공공서비스에의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포함한 모

든 공공서비스 협정에서 공공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쟁점들을 고려하고 필요

할 경우 국내문제 위원회와 공공서비스 및 공공지출 위원회에 보고할 것

- 내각 사무국 차관(Minister for the Cabinet Office)과 란카스터 공국 재무관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위원장)

-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and Lord Chancellor)

-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 보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 환경음식지방문제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산업기업규제개혁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 연금노동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웨일즈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Wales)

- 교통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 지역공동체지방정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아동학교가족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문화언론스포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재무부 최고 비서관(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

- 혁신대학기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 내각 사무국 의회 비서관(Parliamentary Secretary, Cabin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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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장차관들이 필요할 경우 초청될 수 있음

○ 생애기회 위원회(LC)

- 임무: 영국에서 모두를 위한 생애기회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고려할 것

- 수상(Prime Minister) (위원장)

-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

-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and Lord Chancellor)

-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 보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 산업기업규제개혁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 연금노동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웨일즈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Wales)

- 지역공동체지방정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아동학교가족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내각 사무국 차관(Minister for the Cabinet Office)과 란카스터 공국 재무관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 문화언론스포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북아일랜드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Northern Ireland)

- 재무부 최고 비서관(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

- 혁신대학기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 스코틀랜드 사무국 차관(Minister of State, Scotland Office)

○ 생애기회 산하 사회적 배제 위원회(LC(SE))

- 임무: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고 필요할 경우 생애기회 위원회에

보고할 것

- 내각 사무국 차관(Minister for the Cabinet Office)과 란카스터 공국 재무관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위원장)

-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and Lord Chancellor)

-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 보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 환경음식지방문제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산업기업규제개혁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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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Reform)

- 연금노동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웨일즈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Wales)

- 교통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 지역공동체지방정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아동학교가족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문화언론스포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북아일랜드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Northern Ireland)

- 재무부 최고 비서관(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

- 혁신대학기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 스코틀랜드 사무국 차관(Minister of State, Scotland Office)

- 내각 사무국 의회 비서관(Parliamentary Secretary, Cabinet Office)

○ 경제개발 산하 주거, 계획 및 재생 위원회(ED(HPR))

- 임무: 주거, 계획, 재생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고 집행을 모니터

하며 필요할 경우 경제개발 위원회에 보고할 것

-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 (위원장)

-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and Lord Chancellor)

-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 보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 환경음식지방문제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산업기업규제개혁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 교통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 지역공동체지방정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아동학교가족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내각 사무국 차관(Minister for the Cabinet Office)과 란카스터 공국 재무관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 혁신대학기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 웨일즈 사무국 의회 부비서관(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Wales



- 21 -

Office)

○ 경제개발 산하 생산성, 기술 및 고용 위원회(ED(PSE))

- 임무: 기술, 고용, 과학, 혁신을 포함한 생산성과 경쟁력에 관련된 쟁점을 고려

하고 필요할 경우 경제개발 위원회에 보고 할 것

-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 (위원장)

- 외무및영연방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 국방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과 스코틀랜드 장관(Secretary

State for Scotland)

- 보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 환경음식지방문제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국제개발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산업기업규제개혁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 연금노동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웨일즈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Wales)

- 내각 사무국 차관(Minister for the Cabinet Office)과 란카스터 공국 재무관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 교통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 지역공동체지방정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아동학교가족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문화언론스포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북아일랜드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Northern Ireland)

- 재무부 최고 비서관(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

- 혁신대학기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2. 내각 위원회 운영

□ 실무위원회

○ 관련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쟁점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논의

를 통해 장차관급 회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따라서 실무위원회는 보통 내각위원회 회의 전에 일어지며 장차관급 논의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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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핵심 쟁점을 설정하고 인가

○ 실무위원회는 내각 비서관(Cabinet Secretariat)을 의장으로 하여 주최

□ 내각 비서관

○ 내각 비서관은 기능과 목적에 있어 부처에 소속되지 않으며 내각 사무국 소속

으로 수상과 내각 위원회를 주최하는 장차관들을 보좌하고(위원회 비서 파견)

내각 사무국 장관(Secretary of the Cabinet)이 수석 비서관(head of the

Secretariat)

○ 구조와 목적

- 비서관은 6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이 내각과 내각 위원회를 보좌

∙ 경제 및 국내문제(Economic and Domestic Affairs, EDS)

∙ 유럽(Euro)

∙ 국방 및 해외(Defence and Overseas, OD)

∙ 특임(Civil Contingencies)

- 그 외 의전(Ceremonial)과 정보 및 안보(Intelligence and Security, ISS)로 정

보 및 안보 비서관은 내각 위원회 보좌가 임무범위이기는 하나 다른 비서관과

다른 성격의 임무를 수행

- 내각 비서관은 포괄적으로 정부의 활동이 적시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집합적인 고

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이러한 역할을 통해 내각 사무관은 정부를 이끄는 수상을 지원하고 범정부의

정책과 운영을 성취하는 내각 사무국의 두 가지 목적에 기여

○ 경제 및 국내문제 비서관

- 경제 및 국내문제 비서관은 모든 정부의 국내 사업을 포괄하며 기본 역할은 내

각과 내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수상 개인 사무소(Number 10), 정부 행정구조의 변화, 공공 부문

임금 문제 등을 지원하고 법적이고 의회 문제를 다룸

- 따라서 사회보장관련 위원회 역시 경제 및 국내문제 비서관이 운영을 담당

- 내각 위원회 활동관련 역할

∙ 장차관에 의한 집합적 고려가 필요한 쟁점들이 적합한 포럼(연락 또는

토론)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부처와 협력

∙ 부처가 집합적 고려를 위한 쟁점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선택지를 개발

∙ 부처간 협상을 중계하고 합의를 구축

∙ 문헌을 위탁하고 작성하며 내각과 내각 위원회에 브리핑

∙ 회의를 조직하고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Cabcom)으로 문헌을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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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안건을 조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간 관료급 회의를 주재

∙ 내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브리핑하고 조언 제공

∙ 내각과 내각 위원회의 결론을 기록

∙ 내각 위원회의 결정과 후속 시행사항을 추적

∙ 내각 위원회 지원을 위해 수상관저(Number 10), 집행기획단(Delivery

Unit), 전략기획단(Strategy Unit), 재무부, 주관 부처 등과 긴밀히 협

력

∙ 수상관저 또는 내각 위원회에서 위탁한 1회성 프로젝트와 평가를 관리

□ 위원회 구성과 임무

○ 각각의 내각 위원회는 명료하게 규정된 인원구성과 임무규정(terms of

reference)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내각 비서관(Cabinet Secretary)의 조언을 받

아 수상이 결정하며 보통 2년마다 의회에 성문화된 문서로 발표

○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들은 장차관급이며 같은 부처의 다른 장차관에게 위임될

수 있으나 수상이 선임한 특정 위원회는 위임이 불가능하고(예를 들어 공공서

비스 및 공공지출 위원회), 위원장 역시 위임이 불가능함

○ 위원장 궐위 시 위원회 회의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가장 선임 장차

관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생함

○ 수상이 위원장을 역임하는 위원회의 경우 수상이 궐위시 대행할 부위원장을 선

임

□ 위원회 활동 및 관리

○ 각 내각 위원회의 활동은 관련 부분의 내각 비서관(Cabinet Secretariat)에 의해

관리되며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부처가 포함하여 연합 비서관이 있을 수 있음(공

공서비스 및 공공 지출 위원회에서 재무부가 경제 및 국내문제 비서관과 함께

연합 비서관을 담당)

○ 각 내각 위원회는 위원회 비서(Committee Secretary)를 지정하여 위원회 활동

을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위원회에 관한 자문을 구할 경우 이 비서가 첫 번째 접

촉지점이 됨

○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임무에 규정되거나 합의하지 않는 한 정기적

으로 이루질 필요는 없고 논의할 쟁점이 제기될 때 개최(갈등 해소, 난해한 결

정 등)

3. 정책 인가(Policy Clearance)

□ 정책 인가가 필요한 정책

○ 어떤 정책이 정책 인가가 필요한지 포괄적인 규칙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관

료는 먼저 관련된 위원회 비서관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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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들은 어떤 쟁점이 내각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초기 단

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하며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해 집합적 합의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내각 비서관과 논의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부처에서 정책 발표 날짜를 정해서는 안 됨

○ 다음과 같은 정책이나 제안은 내각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 주요한 정책 문제를 발생시키는 쟁점

- 현저한 공공의 반응 또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는 쟁점

- 한 부처 이상에 영향을 주는 주제

- 부처 간 연락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데 실패한 사안

○ 관련 정책차관(Minister)과 부처는 인가를 모색할 책임을 지며 모든 제안은 사

안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고 집합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에 대

해서 부처는 정책 과정에서 위원회 비서와 지속적으로 접촉

- 위원회 비서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조언을 하고 각 쟁점에 가장 적합한

위원회를 연결

- 또한 위원회 비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정책의 집합적 고려를 요구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제안의 경우 집합적 고려를 필요로 함

- 공청 문서(consultation document), 정책 녹서 및 정책 백서의 발간

- 의회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 보고서에 대한 응답

- 국제회의의 협상에 있어 입장의 적용

- 공식 발표에 대한 계획

- 유럽 법령의 시행 제안

○ 관료급에서의 인가는 장차관급의 제안 고려의 기회를 대체하지 않으며 장차관

급 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에 제출되기 이전에 질문들은 부처 간에 검토

가 되어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분명하게 정의되고 장차관들이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 인가는 정책 과정에서 다음 그림처럼 한 시점 이상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합

의된 정책이 반드시 모은 단계에서 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가령

공청결과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기 위해서 내각 위원회에 인가를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 담당 관료는 관련 위원회 비서와 논의하여 인가가 요구되는 필수적인

지점들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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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 정책 과정 법률안

특정 정책에 대한 공청

의도를 의회에 발표

정책의 선택방향에 대한

공청 문서를 발간(장차관에

초안 제공)

정책 추진에 있어

대안(option B)에 대한 결정

법률안 도입에 앞서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

합의

□ 정책인가 과정

○ 집합적 합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모색

- 장차관급 연락(Ministerial correspondence)

- 장차관의 회의나 서면회의

○ 연락은 장차관급 위원회 논의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기 때문에 인가를 모색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며 내각 위원회의 활동의 절대 다수는 이 방식

으로 이루어짐

○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비서의 조언에 의해 오직 위원장에 의해서 개최되며 집

합적 결정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결정에 이르는 것이 불가

능 할 때 이루어짐

○ 위원회 비서는 회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조언하며 부처에서 보고

서 위탁(commission of papers) 등 필수적인 과정을 조정함

○ 부처의 관료가 내각 위원회 회의가 특정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다

음과 같은 기준에서 우선 고려해야 함

- 쟁점이 집합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인가

- 다른 부처간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 쟁점인가

- 추진되는데 있어 범 정부 부처간 지분(buy-in)이 필요한 제안 또는 전략인가

○ 위의 질문에 어떤 것이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음

- 부처 관료간의 논의

- 장차관급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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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수단이 적합하지 않고 위원회 비서가 회의가 유일한 선택지라는 데에

동의한다면 회의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시작

○ 내각 비서관이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부처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회의 목적이 다시 점검되고 그 결과는 위원장에게 전달됨. 이는 회의의

목적이 장차관 참석 이전에 분명하게 소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비서관

은 회의를 조직하기 이전에 회의 문서 초안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4. 장차관급 연락

□ 인가 요청 공문 작성

○ 시기

- 모든 공문은 10일 이상 업무일을 답변 기한으로 허용해야 하며 그 이전에 답변

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 비서에 먼저 연락이 되어야 함. 더 빠른 답변을

요구할 경우 합당한 이유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 정책 인가는 모든 답변이 수신된 이후에 위원회 비서가 인가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모든 부처의 거부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고 인가 공문은 반드시 위원장에 의해 발생되어야 함. ㅁ든 응답

의 수진이 곧 인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 대부분의 위원회 연락은 ‘제한적(restricted)’ 등급으로 기밀분류가 되어야 함.

인가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문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 제

한 열람(Committee Members Only, CMO)으로 표기되어서는 안 됨.

○ 형식

- 공문은 간결한 설명적 제목(short self explanatory heading)이 굵은 글씨로 제

시되어야 함

- 수상은 모든 공문이 어떤 인가가 요청되는지를 보여주는 간결한 첫 문단이 굵

은 글씨로 표시될 것을 요청. 이 문단은 공문의 핵심적인 쟁점과 권고를 요약

하고 응답이 필요한 특정 날짜를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 수신 및 사본 수신목록

- 공문은 관련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차관이 수신자로 지정되고, 수상, 위원회

위원, 내각 사무국 장관(Secretary of the Cabinet)이 사본 수신자로 지정되어

야 하며 모든 공문과 응답은 위원장이 수신하여야 함.

- 인가 요청이 하나 이상의 위원회가 관련될 경우 모든 위원회가 수신이 되어야

하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련이 있는 장차관이 수신자로 추가

될 수 있으며 그 이유가 명시되어야 함

- 수신자가 반드시 장차관만 포함되지 않으며 가령 과학에 관련된 연락의 경우

에는 최고 과학 자문(Chief Science Adviser)에게 사본수신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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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각 문서 또는 공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해야 함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장차관들이 균형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중립적인 언어로 제안에 대한 이익과 불

이익, 위험에 대해서 설명

l 다른 부처의 이해

l 다른 영향을 받는 부분

l 제기된 입장

l 부정적 결과

부처가 다른 부처에서 요청한 인가에 동

의하지 못할 경우 문서나 공문은 중립적

인 방식으로 이를 제시해야 함

공공 지출 비용 또는 절감, 기타 경제적

영향, 어떻게 제안이 비용효과성을 가지는

지에 대한 설명

l 재무부의 제출된 의견

l 효율성 안건

l 재무부의 녹서(Green Book, 재무부가

중앙정부에 제공하는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평가 틀)

관련이 있을 경우 내각 문서와 공문은 다

음가 같은 사항을 설명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마지막에 제안이 내각 위원회에 제기되었

던 시기와 제안이 내각 위원회에 제기 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

l 이전 위원회의 연락과 회의

l 이 쟁점을 고려했던 다른 내각 위원회

제안이 포함하는 새로운 또는 수정되는

규제에 의해 기업, 공익단체, 자원봉사단

체에 미치는 영향

l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의 결과

l 규제개선집행부(Better Regulation

Executive)와의 논의

l 소기업서비스(Small Business Service)

와의 논의

모든 중요한 제안(2천만 파운드 이상이 소

요되거나 높은 관련성, 규제 부담에 불균

형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은 규제영향평가

와 함께 규제개선집행부와 합의가 필요

이러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 비서가 조언

○ 내용

- 공문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분명하게 불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은 한 포함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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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 요구사항(EC requirement)이

적용되는 경우 유럽 법령 체크리스트로

확인

적합한 법적 자문

어떻게 제안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적에 부함하는지. 환경

에 대한 어떠한 현저한 비용이나 이익을

포함

l DEFRA의 지속가능한발전단

(Sustainable Development Unit)의 의

견

l 영국 지속가능한발전전략에 규정된 정

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약속

유럽 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대한 함의

헌법적문제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에서 제공하는 지침

“인권생명부여:부처를 위한 지침 Human

Rights Comes to Life: Guidance for

Department)’
시행에 기초적 또는 이차적 법률의 필요

여부
특히 성공적 법적 제소의 위험이 있는 경

우 법적 함의

법률 사무관(Law Officer)과의 협의 또는

다른 법적 자원에서의 자문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함의
자치 행정부와 국경 부서와의 협의

여성, 노인, 장애인, 또는 소수 인종과 같

은 특정 집단의 이해에 대한 고려

평등 대우를 위한 정책 검증(Policy

Appraisal for Equal Treatment) 지침

지방정부의 책임이나 재정부담의 변화
부수상 사무국(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과의 협의

건강에 대한 영향 고려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가 수행된 경우 그 결과

보건부의 의견
유럽연합이나 다른 국제적 의무와의 관련

성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에의 영향
전자 대사(e-evoy)의 의견

전자 정책(e-policy) 원칙
주요 프로젝트나 입찰과 관련하여 분명한

사업적 요구, 프로젝트 세부 계획,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OGC Gateway 지침과 평가

유럽연합 제안 또는 협상과 관련하여 실

질적 입장, 예산,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

영국 법안에 대한 영향, 전략적 고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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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

□ 인가 요청에 대한 응답 작성

○ 시기

- 인가 요청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시간이 고려되어야 하며 적합한 부처내 장차

관의 인가가 되어야 하고 요청 공문에서 설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 형식

- 요청 공문과 같은 간결한 설명적 제목이 사용되어야 함

○ 수신 및 사본수신목록

- 수신자는 인가 요청 공분 발신 장차관이 아닌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차

관이어야 하며 수상, 관련 위원회의 위원, 내각 사무국 장관이 사본 수신자로

지정

○ 내용

- 백지 응답은 장차관이 정책에 대한 동의를 뜻함

- 가능한한 응답은 간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때는 공문이 부처의 우려에 대한

요약으로 시작

- 장차관의 발언은 다음 세가지 중 하나이며 이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장차관의 거부: 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

∙ 장차관의 권고: 인가 이전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주장이 아

닌 권고

∙ 기록을 위한 제안

○ 위원회의 어느 위원이 제안에 대해 거부하고 그 거부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그

제안은 정책 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부처간 의견불일치가 발생했을 경

우 쟁점은 가능한 이른시간 내에 논의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거부는 절대 무시될 수 없으며 위원회 비서는 모든 주체가 동의가 했음을 확인

해야 함

○ 장차관은 쟁점이 해소되기 이전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료들이 정책 쟁점에 대해 만족할 것에 대한 장차관의 책임과 보

통 일치하지 않음.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장차관들은 관료들 끼리 해

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장차관급 연락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 선호됨(공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될 경우 첨부

문서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권장됨)

□ 연락 중 상호 협의

○ 때로는 위원회 위원이 현저한 거부를 제기할 수 있고, 인가를 요청한 장차관은

이에 응답을 다시 하거나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고 또는 쟁점에 대한 상호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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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가질 수 있음. 그 다음 거부했던 장차관은 위원장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

제안된 조정안에 동의한다고 확인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장차관급 문제는 관료수준의 논의에서 해소되지만 이같은 대화가 필

수적일 때도 있음. 가령 거부한 결과 본래 제안 사항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지하여야 할 경우가 그러함.

모든 공문은 위원회 위원장이 수진자로 지정되며 수상, 위원회 위원, 내각 사무

국 장관이 사본 수신자가 되어야 하며 인가 공문에 모든 연락 사항이 반영되어

야 함

□ 순환 회전(Ring Round) 관리

○ 제안 부처에서 모든 위원회 위원들의 응답과 백지 응답을 정치할 책임을 가지

고 있으며 순환 회전으로 불리는 이 과정은 제안 부처의 연락 부서

(correspondence unit)나 개인 사무소(private office)에서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짐

- 연락 원본을 발행되자마자 복사하여 적합한 위원회 비서에게 발송하며 책임

정책 관료의 연락처를 발송

- 순환 회정 상황에 따라 위원회 비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 인가 요청에서 설정한 기한 이틀 전에 응답가능여부를 확인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위원회 비서에게 통보

- 순환 회전이 완료되면 어느 위원히 백지 응답을 하고 답변을 보냈는가를 보여

주는 순환회전현황표와 모든 공식적 응답을 위원회 비서에게 발송

○ 합의 보장과 위원장 자문, 인가 공문 발행

- 순환 회전이 완료됐다는 것이 제안에 대한 인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위원장

이 반드시 인가를 줄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해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 비서와

위원장의 개인 사무소에서 해야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안 부처는 반드시 이

시간(보통 업무일 2일)을 먼저 고려해야 함

- 인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비서는

∙ 인가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위원회 위원들의 응답을 검토하고 제

안 부서의 정책 관료는 보통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과

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하거나 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었는지

평가할 것을 요청받음. 그 후 우려를 제기한 부처의 관료에게 연락하

여 이루어진 과정이 만족스러운지 확인을 받음. 만약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제안은 인가를 받지 못함

∙ 핵심적인 쟁점을 요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기된 특정 우려에 대해서 강조하며 인가가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서 조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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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행동
위원장 내각 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결정

위원회 비서

문헌 위탁(commission paper)

회의날짜 설정

안건 설정

주관 부처
위탁과 주관 장차관의 지도에 기초한 문헌 초안 작성

Consult OGDs

위원회 비서
필요할 경우 문헌 초안 논의를 위한 실무 회의 요청

가능할 경우 사전 쟁점 해소를 위해 개입

주관 부처
조언을 위해 내각 비서관에게 최종 초안 발송

장차관에게 인가

주관 부처
회의 전 최소 주말과 48시간 이전에 최종 문헌을 내각 비서관에게

발송

위원회 비서
쟁점에 대한 OGD의 관점 구축

위원장에게 브리핑
위원회 비서 위원회 참석 24시간 이내 회의록 발행
모든 부처 결정사항을 숙지하고 결정된 시행 사항을 추진

∙ 위원장을 위해 인가 공문 초안을 작성. 이는 집합적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며 응답이 이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반복하진 않지만 이 과정

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을 요약하고 인가의 조건을 제시. 이 공문은 위

원회 회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인가 공문이 발행되기 이전에는 어

떠한 결정도 간주될 수 없음.

○ 정보를 위한 연락

- 대부분의 위원회 연락은 다른 부처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장

차관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음

∙ 통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음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거나

∙ 인가를 모색하기 전에 제안 초안에 대해 동료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거

나

∙ 행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료들의 조언을 듣고 싶을 때

- 이럴 경우 공문은 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님을 명기해야 하며 하지만 이는 일

반적인 인가 공문과 마찬가지로 수신자와 사본 수신자가 설정되어야 함

5. 위원회 회의

□ 위원회 회의 과정

□ 실무위원회 회의

○ 부처간 관료급 위원회의 쟁점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논의는 장차관급 회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현저한 영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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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 실무위원회는 대부분의 내각 위원회에 설치될 수 있으며 보통 ‘O“ 회의

라고 지칭(e.g. ED(HPR)(O), DA(O) 등)

○ 실무위워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내각 사무관과 참여 부처들을 지원

- 특히 부처간 우선순위 영역에 있어 위워회 회의가 요청될 때를 규정하기 위해

서 정책 과정을 모니터

- 이전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부처별 시행 시점의 진전을 모니터

- 향후 업무 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들과 진전정도를 조사

- 장차관급으로 쟁점을 가져가기 전에 중립적 상황에서 가능한 부처간 이견을

해소

- 위원회의 가능한 활동을 구축을 위해서 안건을 준비하고 전향적인 검토 작업

을 촉진

- 장차관들이 핵심적인 쟁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문헌

이 포함해야 하는 영역을 규정

- 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위원회 문헌 초안의 효과성에 대해서 일선 검증

- 다른 장차관들에 의해서 제기 가능성이 있는 쟁점에 대해 위원장 또는 장차관

에게 브리핑을 제공

○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쟁점들이 해소가 되어서 장차관급

회의가 필요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연락으로 대체되거나 더 적합한

단계에서 위원회로 회부되기도 하고 또는 한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여러번의

실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도 함

○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관료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부처를 대표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고위직이어야 하는 것이 중

요

○ 실무위원회 회의를 위한 문서도 적합한 공지와 함께 배포되어야 하며 표현에

있어 핵심이 명료하고 정확해야 함

○ 주요 국내 정책 내각 위원회의 경우 실무위원회에는 수상 사무국(Number 10),

전략 기획단(Strategy Unit), 재무부, 주관부처 및 위원회 위원 장차관의 부처에

서 적합한 대표들이 초청되어야 함

□ 위원회 회의 조직

○ 각 영역의 내각 비서관 지원팀은 위원회 회의 조직에 책임을 지며 우선 위원장

의 참석 가능 일정이 확인되면 지원팀은 각 부처에 공문으로 연락하여 최적의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하며 회의날짜 전달 개인 사무소

로 최종 참석 확인 연락

○ 장차관의 일정상 위원회 회의를 조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보통 최소한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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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연락이 되어야 함. 부처는 때로는 연락이 합의를 보장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위원히 회의 참석

○ 장차관의 참석

- 내각 위원회 참석은 장차관에게 있어 다른 장차관의 업무에서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하지만 때로는 의회 업무로 인해서 부재할 수도 있음

- 장차관의 부처가 쟁점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가 없더라도 결정이 정부의 집합

적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석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경우 다른 장차관

사이의 이견이 해소되는 데 있어 위원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으면 회의는 보통 연기되지만 긴급성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그 다음 선임 장차관이 회의를 주재함

- 위원회 위원이 불참할 경우

∙ 쟁점에 대한 의견이 최소한 회의 하루 전에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들에

게 발송되어야 함

∙ 다른 장차관이 불참 위원을 대신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장차관의 부처

가 이러한 위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들의 개인 사무소에서 내각 비

서관 내 적절한 지원 사무소에 통지해야 함

○ 관료의 참석

- 내각 비서의 조언에 따라 내각 위원회의 참석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이는 개

방적이고 솔질한 관점의 교환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 자유로운 토론이 되

도록 하기위함이고 따라서 참석은 장차관과 위원회 비서들(보통 비서관에서 2

인)으로 제한됨

-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참석을 요청

∙ 수상 사무국(Prime Minister’s Office)의 일원은 어떤 내각 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있음

∙ 재무부 관료와 해당 상임 비서(Permanent Secretary)는 공공지출위원

회(PSX)에 참석

∙ 공공서비스협정의 시행에 대해 논의될 경우 선임책임사무관(Senior

Responsible Owner)과 수상 집행기획단장(head of the Prime

Minister’s Delivery Unit)이 위원회에 초대됨

∙ 일부 위원회에서는 최고과학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er) 최고의

료사무관(Chief Medical Officer), 안보서비스총국장(Director General

of the Security Service)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내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인 비서를 동석시킬 수 있음

∙ 위원회의 비서를 제외한 다른 관료의 경우 위원회 비서의 조언에 기반

을 둔 위원장의 동의에 의해 매우 예외적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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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장차관이 논의에 있어 특별한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령 특정한

기술적 정보에 대한 지원)에만 한정됨. 이럴 경우 위원장은 그 역할이

종료되면 회의장을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안건 준비

- 위원회 비서는 토론되어야 하는 쟁점과 위탁된 문헌의 수에 따라 위원회 회의

에서의 안건을 준비

- 안건에 따라 쟁점과 적합한 문헌이 묶여지며 안건은 지원 문헌의 제목과 같아

야 함. 부처는 자신들의 문헌 제목을 최소 회의 7일전에 비서에게 통지하여 안

건이 충분한 시간내에 회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목은 간결하면서 그 자체

로 설명적이어야 함(self-explanatory)

- 부처는 장차관이 회의에서 제기할 사항에 대해서 최소 7일 전에 위원회 비서

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같은 쟁점은 안건에 포함되고 쟁점이 상당하고 결정을

위해서 배경 정보가 필요할 경우 설명 문헌이나 발제를 위탁할 수 있음

- 회의나 안건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설정하기 전에 문헌

초안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 문헌 준비

-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있을 때 비서관은 위원장을 대표하여 고려

해 필요한 쟁점들을 설정하기 위한 문헌을 위탁함

- 위원장에 동의에 의거 이 문헌 또는 발제는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비서관에

의해 상정되며 발표는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에 초청된 관료에 의해 이루어

짐

- 문헌의 준비는 하나의 주관 부처의 책임이거나 부처에 걸친 쟁점의 경우 다수

의 부처의 기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일부의 경우 비서관이 이를 통합하는

것을 주도함

- 문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다른 부처들이 제안이나 정책의 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회의 이전에 평

가하고 장차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회의에서의 논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

는 가능성을 높여야 함

○ 부처간 협의

- 주관 부처는 제안이 사전에 관련 부처와 재무부(공공 지출의 함의가 있는 경

우)의 장차관과 관료들과의 논의를 보장할 책임을 가지며 어떠한 문헌도 사전

논의과정 없이 제출되어서는 안됨

- 관료간 회의가 제안을 공유하는 공간이지만 문헌 초안부터 조언을 위해 부처

간 동료들에게 이메일로 회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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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토론의 결과가 위원회에 제출되는 문헌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 문헌 작성

- 문헌의 목적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원회 참석 장차관에 의해 읽히는 것이므

로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명료성: 목적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장차관이 고려해야 하는 정확한

권고를 제시

∙ 간결성: 3페이지 이하(필요할 경우 상세한 사항은 첨부 문헌에)

∙ 적시성: 정해진 시한 안에 제출

- 문헌의 형식은 지침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며 문헌이 목적에 따라 절절하게

작성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서관은 부처에 회의에 앞서 초안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장차관의 인가를 위해 제출되기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함. 또한 이 초안이 관료 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기한은 문헌이 위탁될 때 설정

○ 최종 문헌의 회람 시기

- 부처는 장차관에 의해 인가된 최종 문헌을 위원회 회의이전 주말과 48시간 이

전에 제출해야 함

- 장차관 회의 이전에 부처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각 부처는 일단 내각문서사무관(Cabinet

Documents Officer, CDO)로부터 문서를 수신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

∙ 담당 정책 관료를 지정

∙ 장차관에게 브리핑

∙ 위원회 비서에게 부처의 장차관이 제기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통지

∙ 불참할 시 쟁점에 대해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음과 같은 경우 위원회 비서의 조언에 의해 위원장은 회의를 연기

∙ 문헌 수신 시기가 다른 장차관들이 이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

지 않을 때

∙ 문헌이 핵심 목적과 장차관들이 고려할 선택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때

- 문헌이 지침이나 형식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 비서는 문헌을 거부하거

나 장차관이 고려해야할 핵심 쟁점을 강조한 부가적인 내용을 포함한 표지를

부가할 수 있음

- 비서관은 위원회 문헌 회람에 책임을 가짐

○ 발표나 기타 문서

- 장차관이 회의에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거나 다른 추가적인 문서를 회람하기

를 바랄 경우 비서관이 사전에 통지를 받아야 하며 발표 슬라이드 역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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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제출되어 문헌의 기한과 마찬가지로 주말과 48시간 이전에 반드시 위

원회 위원에게 회람되어야 함

- 장차관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슬라이드 사본과 어떤 문서는 공식적으로 내

각 위원회 문서로 보관되며 회의 이후 회의록과 함께 참석자에게 회람됨

○ 위원회 문헌과 회의록 회람

- 내각 위원회 문헌과 회의록은 기밀분류 문헌이며 등급은 주제에 따라 달라지

지만 대부분의 위원회 문헌은 접근이 제한됨

- 비서관은 사본 개수와 지정된 개인에게 전달되는 데 대한 책임을 지며 추가적

인 사본은 허용되지 않고 필요할 경우 비서관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

- 기밀분류가 제한(Restricted)일 경우 문헌은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인 캠콘(Cabcorn)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경제와 국내 비서관이 이

시스템을 관리. 이 시스템에는 거의 모든 부처가 접근 가능하지만 각각의 문헌

은 부처의 장차관이 위원인 부처에서만 접근 가능

- 각 부처는 내각 위원회 문헌과 회의록을 관리하고 배포하는 내각문서사무관

(Cabinet Document Officer)을 두며 이 사무관은 장관 사무실에 배치

- 안건, 위원회 문헌, 회의록이 일단 수신되면 내각문서사무관은 반드시 이를 지

체없이 관련 정책관료에게 배표해야 하며 캠콘 시스템에서는 각 위원회 배포

목록을 설정하고 관련 관료에게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 위원외 열람 제한(Committee Members Only, CMO)이 명시된 문헌의 경우 캠

콘에서 접근 가능하나 별도의 규칙이 적용

○ 브리핑

- 수상에 의해 선임된 위원회 위원장은 비부처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부처 관료가 아닌 위원회 비서관이 위원회 위원장에게 브리핑을 제공할 책임

을 가짐

- 이를 통해 위원장이 논의를 위한 쟁점, 회의에서 제기할 수 있는 관점, 이견해

소를 위한 선택지 등에 대해 중립적이고 비편향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보장하

기 위함

- 위원회 비서관의 브리핑 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 자신들의 장차관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반

영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연락

∙ 위원장을 위하여 발언록과 조언을 축적

∙ 필요할 경우 사전 브리핑 회의에 참석

- 자신의 장차관이 다른 장차관의 질문에 답변하고 우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

분히 브리핑을 받는 것은 제안을 제기하거나 주도하는 부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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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른 부처들도 내각 위원회 회의에서 토의되는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장

차관이 정확하게 브리핑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 또한 부처들은 자신의 장차관들이 거부를 표시하거나 정보가 주어진, 비부처

관점(non-departmental standpoint)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하려 하는지를 고

려하기를 원할 것. 일부 가장 성공적인 집합적 논의는 정치적 통찰이나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장차관이 의견을 표명한 경우

- 내각 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관료가 장차관이 적절하게 브리핑을 받

지 못했었다는 이유로 합의된 쟁점을 다시 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회의록

- 위원회 비서관은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에 책임을 지며 이는 정부 활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일부임

-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과 안건을 소개하는 장차관을 제외하

고 다른 장차관의 발언은 보통 문책되지 않음(unattributable)

- 위원회 위원이나 관료들은 사전에 발행된 회의록에 대해서 첨언을 하거나 인

가를 하지 않으며 이는 회의 기록자로서의 비서관의 비편향성과 객관성을 유

지하고 실무적 차원에서 24시간 이내 회의록 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위원회 참석 장차관이 사실관계에 대한 수정을 해야할 경우 이는 반드

시 24시간 회의록 회람 기한 전에 비서관에게 통지되어야 함

○ 향후 시행 사항

- 위원회 비서는 회의에서 합의된 시행사항이 회의록과 관련 문서에 분명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함

- 장차관이 분명하게 부처에 위원회 결정을 집행하도록 지시하도록 보장하는 것

은 위원들 개인 사무소의 책임

- 내각문서사무관은 시행을 위한 모든 기록(회의록 포함)이 부처내 관련 괸료에

게 전달되도록 보장해야 함

- 만약 관련 관료가 부여된 시행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비서에게 명료화를 위해 연락할 수 있음

-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시행 사항이 있는 부처의 경우 위원회 비서가 부

처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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