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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너지/사업 전략부(BEIS) 의원회는 임원 급여의 여러 측면과 민간 부문의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지속적 조사의 일환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직원이 250인 이상인 민간 부문 고용주는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임금 격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행해야 합니다. BEIS의 보고서는 2020년까지 보고 의무를 직원 수 50이상의 고용주에게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터를 여성 직원에게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중적, 정치적인 압력은 계속 되고 있습

니다. 최근 여성 평등 위원회는 성추행을 최대의 현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계

속해서 터져나오는 미투 캠페인을 통한 대중의 압력과 더불어, 이와 같은 행보는 성별 임금 격차 보

고를 확대하는 것이 평등을 위한 다음 단계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250명 이상인 

고용주는 이미 보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기업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은 이미 

대기업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반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규모가 작은 회사들

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우선 

회사들에게 최소한 18개월의 준비 기간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감사를 통해 

반사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부정적인 언론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회사들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에어, JP모건, 스포츠 

다이렉트를 비롯하여 대형 상업 은행과 로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임금 격차는 불공정하며 차별적인 고용 정책이라

는 강력한 메시지와 더불어, 왜 특정 분야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에 비해 더 높은 급여를 받는지에 대한 이유는 연구되지 않고 있

습니다. 또한 수많은 서치 엔진 뿐 아니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특정 회사의 성별 임금 격차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

정 회사가 언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고객, 공급자, 직원, 구직자는 회사의 성별 임금 

격차를 쉽게 찾아내어 회사 정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전에 감사를 통해 이러한 임금 격차를 발견하게 된다면, 고용주는 직원 급여를 지금으로부터 18개월동안 서서히 

조정하여 확연한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고 차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준수하는 작업을 미루고 규정이 시행

되기 직전 성별 임금 격차가 확연하다는 점을 발견하는 고용주는,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하여 비난에 직면하게 되거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조직 내 여성 직원의 임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둘 다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런 임금 인상을 감행하는 회사는 

여성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약속한다 하더라도  소송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여성 직원은 왜 회사가 합당한 설명없이 갑작

스럽게 임금을 인상했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명백한 이유이지만, 이는 곧 이와 같은 조치가 오

래 전에 이루어져야 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여성 직원들이동일한 업무를 하는 남성 동료에 비해 저임금을 받아왔다

면, 지난 임금 격차에 대한 클레임을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고려하는 고용주는 직원의 임금에 대한 감사를 되도록 빨리 진행하여 과연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If you would like advice on gender pay gap reporting,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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