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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5일 기준 2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사업체는 차별

금지법 2010 (성별 임금 격차 정보) 레귤레이션 2017에 따라 남녀간의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발표해야 합니다. 이 레귤레이션의 목적은 임금을 공개

함으로써 고용주로 하여금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레귤레이션은2017년 4월 5일 기준 250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누구든 1년 내에 성별 임금 격차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레귤레이션에서 피고용인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개인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포함됩니다. 즉 파견 근로자가 포함되며 자영업자도 포함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What must be reported 

보고서를 발행할 때,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남녀간 평균 시급 차이 

2. 남녀간 시급 중앙값 차이 

3. 남녀간 평균 보너스 차이  

4. 남녀간 보너스 중앙값 차이 

5. 보너스 지급 남녀 비율 

6. 임금 밴드를 최하, 하, 상, 최상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 밴드의 남녀 비율  

 

고용주는 위와 같은 의무적인 정보 외에도 성별 임금과 보너스 금액 격차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매년 웹사이트에 이러한 정보를 발표해야 하며 정부 웹사이트에도 업로드해야 합니다. 

발표 후 고용주는 적어도 3년은 이 정보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와 같은 정보를 발표하지 않으면 매체와 노조, 평등 단체 등에서 이를 보고하여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평등 인권 위원회 역시 고용주에게 의무 준수를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Companies with fewer than 250 employees 

레귤레이션은 2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로부터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발행하는 고용주들

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발행할 지를 결정할 때, 고용주는 성별 임금 격차를 우선 리뷰하고 격차가 크다면 발행 전에 격차를 줄이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업계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고서를 발행했을 경우 발행하지 않은 고용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사 대부분이 보고서를 발행한다면, 어느 회사에서 일할지 결정할 때 발행 정보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고급 인력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성별임금격차를 발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직원수 250명 기준이 낮아질 가능

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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