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
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 양성에서부터 직장 내 성차별
해소에 이르기까지 여권신장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지지와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기업 지속가능성에 관한 유엔의 이니셔티브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여성 기업인
지원, 그리고 직장, 업계, 지역사회 내 여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
여성역량강화원칙(WEPs)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2010년에 공동으
로 발족한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는 7개 원칙을 바탕으로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성평
등과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지침 및 이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2019년 8월 현재, 전세계
약 2,300명의 CEO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참여 방법
- CEO 지지 서명서 및 참여 기업 정보 제출 ( ~ 9/30)
최고 경영자가 경영 전략 및 비즈니스 운영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동 원칙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서명서에 친필 사인
https://www.empowerwomen.org/en/weps/signtheweps
- 세레모니 참석 기업 사전 파악을 위해 참석 희망 기업은 9/20(금)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혜택
- 성(性) 격차 분석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의 자가진단 이행
- WEPs 참여 및 성평등 지지 대내외 홍보, WEPs 지지 기업 간 네트워크 참여
- WEPs 연례행사 참여 및 젠더 이슈 관련 최신 동향, 이행 사례 자료 활용
- WEPs 로고 및 WEPs의 ‘We Support’ 로고 사용 가능
■ WEPs 참여 기업 세레모니 일정
-

행사명: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

일시: 2019년 10월 24일

-

장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그랜드볼룸 (1F)

-

참석 대상: 기업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참여 FAQ
1) UNGC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NGC 여성플랫폼이므로, UNGC 가입을 적극 권장
하고 있으며, 추후 제공되는 자료 및 가이던스, 평가 툴 등은 UNGC 회원사에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UNGC 가입 회원사의 제출 의무사항인 이행보고서
(COP: Communication On Progress)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WEPs 참여 및 여성역량
강화 활동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에 재정적 기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CEO 서명서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WEPs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영문)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https://www.empowerwomen.org/en > WEPs > Sign the WEPs > Submit)

5) 제출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본적으로 WEPs 참여는 상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10월 24일 개최될 UNGC Korea
Leader Summit의 WEPs 참여 세레모니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9/11일까지 구글링크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고, 9/30일까지 WEPs 홈페이지에 제출해 주십시오. (세레모니를 위해
협회 측에도 송부해 주십시오)
6) 현재 WEPs 참여 한국 기업은 어디입니까?
-유한킴벌리, 한국가스안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풀무원, 성주그룹, 올가홀푸드, 한국임업진흥원, CIZION, 예랑프로덕션 등 15개입니
다.
7) WEPs 세레모니(CEO 선언) 이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WEPs는 자발적인 참여 플랫폼이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8) WEPs 참여 이후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1) WEPs Gap Analysis Tool (성평등 정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을 통해 자사의 이행 수준
체크 (글로벌 체크리스트를 보완한 국문 버전 제공 예정)
(2)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및 여러 세미나 등 여성역량강화 세션을 통한 교육
참여
(3) UNGC 한국협회의 ‘여성역량강화’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 (2020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