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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FAQ

l WEPs 

WEPs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WEPs 홈페이지에 CEO 서명서를 작성하여 기관 정보(영문)와 함께 WEPs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가입됩니다.

UNGC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한가요?

비회원도 WEP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UNGC 가입이 적극 권장됩니다

비용이 별도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가 가능합니다.

l TGE

TGE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TGE는 UNGC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이 WEPs의 핵심 요소인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TGE 참여 회원사는 

WEPs Tool을 활용하여 자사의 성평등 정책 현황과 자사의 성평등 강화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GE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TGE는 UNGC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TGE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UNGC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TGE 참여기업은 다양한 연구 자료, 파트너와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와 전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TGE 참여는 

직원,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귀사의 노력과 헌신을 알리고, 잠재적 여성 리더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l GEK

동 플랫폼에 우리 기업 사례를 게시할 수 있나요?

우리 기업의 성평등 관련 젇책 및 사내 문화 조성 우수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희망 하는 회원사는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EK에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든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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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여성역량강화원칙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여성기구가 2010년에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는 7개 원칙을 바탕으로 

직장, 시장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 지침 및 이행방안을 제공합니다. 2020년 5 월 현재, 

전세계 약 3,000명의 CEO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참여기업은 총 26 개 입니다.

WEPs 7대 원칙  

1

2

5

3

6

4

7

성평등을 위한 기업 고위급 리더십을 구축한다.
Establish high-level corporate leadership for gender equality.

직장 내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을 철폐한다. 
Treat all women and men fairly at work-respect and support human rights and 
nondiscrimination.

모든 여성과 남성 근로자에게 보건, 안전, 복지를 보장한다.
Ensure the health, safety and well-being of all women and men workers.

여성을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 및 전문인력 개발을 장려한다.
Promote education,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women.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전략 구축 등을 실행한다. 
Implement enterprise development, supply chain and marketing practices that empower 
women.

지역사회의 이니셔티브와 정책을 통해 성평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
Promote equality throughout community initiatives and advocacy.

성평등 달성을 위한 과정을 측정하고 공시한다.
Measure and publicly report on progress to achieve gender equality.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GEK) 주요 콘텐츠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툴 (WEPs Tool)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 (UN Women)가 전세계 170여개 이상의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개발. 기업의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 제공 

젠더 관점 투자 동향
최근 높아지고 있는 ESG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 연기금과 투자 운용사의 젠더 

관점 투자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젠더 관점 투자에 기반이 되는 젠더 투자 인덱스 

정보 제공

한국기업을 위한 심화 체크리스트
우리 기업들이 한국 실정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구축하고 실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기반해 개발한 체크리스트

글로벌 프로그램 (WEPs, TGE)
국내기업들의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및 

타깃 젠더 이퀄리티(TGE) 소개와 관련 국문 정보 제공

여성역량강화 관련 국내외 동향
국내 임금격차,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 여성기업 및 임원에 대한 최근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의 통계 및 리서치 자료 제공. 여성 고용 및 임원 비율 현황과 제도 공유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국내외 기업 사례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이행과 관련하여 글로벌 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용한 자료 소개. 

국내외 기업들의 성평등 목표와 전략 등 우수 사례 소개와 TGE 참여 기업들은 자사 우수 

사례 게재 가능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 (WEPs Tool)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GEK) 
www.gender-equality.or.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우리 기업의 성평등과 여성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를  2020년 4월에 런칭했습니다. 본 플랫폼은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국내외 기준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대표성 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기업 내 여성역량강화 관련 글로벌 가이드 라인 및 자가진단 툴 제공을 통해 기업의 직장 내 성평등 향상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아래와 같은 주요 메뉴를 통해 직장 내 여성 이슈와 국내외 주요 기업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GEK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함께 

출범한 WEPs 및 2020년 여성 임원 비율 향상을 위해 UNGC가 발족한 TGE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국문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l 파트너십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툴은 기업의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세계 170여개 이상의 기업들과 협업하여 

개발한 동 체크리스트는 기업이 자가진단을 통해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약점,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0년 4월, 한국어 서비스를 런칭하여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고있습니다.

l 체크리스트 구성 (총 18개 문항) 

고위 경영진의 지지와 선언 

여성 차별금지정책 및 고용평등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유급 출산휴가 양육지원 제도 

폭력, 괴롭힘, 성착취

산업 안전 보건 

공급망 내 여성 인권 신장(포용적 공급망)

지역사회 내 여성인권 보호 및 증진

l 활용 방안 

- 기업의 성평등 정책 및 전략 평가 제공

- 성별 격차, 기회 파악을 통한 사내 성평등 정책 접근 향상 

- 성평등 관련 목표 설정 및 진전사항 파악 

- 성평등 행동 촉진에 글로벌 성평등 자료 및 툴 활용

- 여성에 대한 투자로 SDGs 달성에 기여 

 

TGE (Target Gender Equality)는 UNGC 회원사의 여성임원 비율 향상을 목표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 

TGE는 WEPs 성 격차 분석 툴을 기반으로 한 성과 분석과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기반으로 기업이 여성 리더십과 여성임원비율 향상을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GE 

참여 기업은 지속가능성 향상 및 SDGs의 5번째 목표 (성평등)의 세부 목표(5.5)인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타깃 젠더 이퀄리티 (TGE) 프로그램

여성 비즈니스 리더십 향상을 위한 
야심찬 기업 목표 수립

l TGE 참여 기업 

성과 분석 관계자와 소통 

-  WEPs 성 격차 분석 툴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 실행

-  평가 결과를 목표와 연계하고, 목표 도달 
과정의 잠재적 장애요인 파악 

-  정부, 투자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세미나 진행

-  다자간 대화를 통해 성 불평등 장벽을 
허물고, 성평등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력 향상 

역량 강화 옹호 

-  전문가 주도 워크샵과 동료(peer-to-
peer) 학습 기회 제공

-  각 기업 맞춤형 권장사항을 포함한 
Action Plan Generator를 통해 성평등 

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원 

-  글로벌 캠페인과 이벤트를 통해 기업의 
행동 촉구

-  성평등 비즈니스 우수사례 공유

-  여성 비즈니스 리더십 향상에 대한 지지 
및 노력 전파 

l 프로그램 활동

l 프로그램 타임라인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코리아 리더스 서밋  

TGE 여성 리더십 향상 세션 개최

TGE 참여기업
세레모니

WEPs Tool 
결과 분석 및 

현황 공유 

역량강화 
워크샵

각 기업별 
Actiom Plan Generator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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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s Tool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