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3월 8일, 많은 기업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세계 여성의 날을 성평등 증진 뿐 아니라, 여성과 소녀를 둘러싼 환경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날로 기념하고, 의미 있는 권고 사항을 제안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권고 사항은 여성의 날 뿐 아니라, 일상에서 언제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INTERNAL ACTIONS

WEPs 성 격차 분석 툴(WEPs Gender Gap Analysis Tool)을 활
용하여 사내 성 격차를 측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
십시오.

WEPs 성 격차 분석 툴을 지표 삼아 사내 정책과 절차를 검토하
고, 개선하십시오. 여기에는 육아 휴직 정책 또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유연한 근무 옵션, 또는 조달 관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항목을 통해 여성 소유 기업을 포함한 타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지지 선언 기업과 네트워킹 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가 시간을 할애하여 WEPs 툴킷을 살펴보고, 사내 활용 
방안과 사내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독려하십
시오.

사내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성평등 위원회, 실무 그룹 또
는 직원 리소스 그룹(Employee Resource Group, ERG)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그룹을 강화하십시오. 

포용적 언어 교육 등, 남성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워크샵
과 내부 교육 등을 기획하십시오. 

리더십(임원)이 연령대가 낮은 여성 직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
기를 듣도록 독려하고, 사내 자원이 허락한다면, 멘토십 또는 
후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거나 동료의 참여를 독려하는 외부 
전문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결하십시오.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툴 결과를 기반으로 
사내 액션 플랜과 구체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내부 미팅(consultations) 자리를 만듭니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직장 내 여성의 경험 및 현실적 문제 
파악을 돕습니다.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러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e-러
닝 코스 등을 사내에 공유하는 등, 성 평등 또는 개인 기술 개발
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팀에 투자하십시오.

사보에 여성 직원의 성과와 그 영향력을 공유함으로써, 
사내 다양한 직급의 여성 직원에 대표성을 부여하십시오. 

근무 시간 내 경력 개발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십시오. 특히 부서 
내 여성들이 자신의 열정과 커리어 플랜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지지 선언과 채택을 통해 공개적으
로 확약하십시오.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를 포함한 협력사에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선언을 권장하십시오. 

과거 목표와 전략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맞닥뜨린 어려움 및 
교훈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새로운 달성 목표, 예를 들어 2025년까지 특정 %의 여성 임원 
비율을 달성하는 것, 또는 사내 보육 시설 설치, 성별 동일 임금 
지급 여부 심의 및 감사와 같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합
니다.

젠더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남성 유일에 거부(no to all-
men)' 패널 서약 이행, 국제 캠페인 HeForShe의 챔피언으로 
활동하거나,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연대(Unstereotype 
Alliance) 또는 동일 급여 국제 연합(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의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블로그 등에 공개 기사 또는 논평을 
기고하며, 아래 주요 메시지 중 일부를 이에 포함으로써 성평등
에 대한 인식을 높이십시오. 

성평등 아젠다 지지를 위해 기부하십시오. 

내부 교육 지원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파트너십을 모색합니다. 

기존 마케팅 내러티브를 혁신함으로써 고정 관념을 근절하고, 
여성이 흔히 맡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캠페인을 추진하십시오. 

여대생들이 하루 동안 기업 리더를 섀도잉하며 학습할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하십시오.   

뉴스레터, 기사, 보도 자료 또는 소셜 미디어를 위한 주요 메시지
참고: 아래의 예시는 각 기업의 성별 격차와 향후 우선 순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와 관련된 더 많은 예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자료
• WEPs Welcome Package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 UN Women
• HeforShe
• Women's Entrepreneurship Accelerator

EXTERNAL ACTIONS

세계 여성의 날을 넘어, 
일상에서 성평등 증진을 향해 나아가기  

직장, 시장, 지역사회에서 여성 권한 
부여가 전제가 될 때, 성평등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평등 목표 달성 계획의 지침이 될 여성역
량강화원칙(WEPs) 지지를 선언하게 되어 
기쁩니다. WEPs 서약 기업은 일반적으로 

비서약기업에 비해 성평등 달성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WEPs 지지 선언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에 
합류하게 된 것을 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인구 절반의 목소리를 배제
한 채로 항구적인 기후 솔루션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기후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와 중요한 
기여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합

니다. 모든 직위에서 여성의 
전문성, 혁신 및 리더십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바로 이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인력과 리더십, 특히 
STEM에서 이를 증진하고자 하

는 이유입니다.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툴 진단 결과, 자사는 특히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뒤쳐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사가 앞으로 모든 지속가능보고서에 

성별로 구분된 인력 분석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경제적 
성 격차 해소에 267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합니
다. 우리는 267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사는 이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을 보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
해, 다양한 부서의 여성 직원
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를 통해 자사의 정책

과 관행이 모든 성별을 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
며, 선례를 만들어나갈 수 있

을 것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의 혜택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부

터 회복해 감에 따라, 여성 
기업가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사는 전사 공급망에 여성 

소유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달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것

입니다. 

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성 직원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내면의 두려
움과 고정관념을 풀어나가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조직하는데 기여할 
남성 리더 3인을 
선정했습니다.

성평등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일 뿐 
아니라 재무 성과, 생산성, 혁신 및 기업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합니다. 자사는 
성평등 달성을 위한 책임을 두 배로 
늘리고, 스스로 그 책임을 지기 위해 

2025년까지 이사회에서의 성별 균형
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y Dina Saadi in Brooklyn, NY, 6/17 (Knickerbocker & Troutman)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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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역량강화원칙(WEPs)

https://weps-gapanalysis.org/
https://www.weps.org/resource/attracting-and-retaining-talent-through-inclusive-family-friendly-policies
https://www.weps.org/resource/flexible-work-policy-template
https://www.weps.org/resource/gender-responsive-procurement
https://trello.com/b/m2ao7raJ/wea-social-media
https://trello.com/b/c3bOtDjQ/weps-welcome-package
https://trello.com/b/injS9Z94/un-global-compact-gender
https://trello.com/unwomensocialmedia
http://: https://trello.com/b/mrm6Is6G/heforshe-social-media
https://trello.com/b/c3bOtDjQ/weps-welcome-package
https://www.weps.org/resource/attracting-and-retaining-talent-through-inclusive-family-friendly-policies
https://www.weps.org/resource/flexible-work-policy-template
https://www.weps.org/resource/gender-responsive-procurement
https://www.weps.org/companies
https://www.weps.org/resource/weps-toolkit
https://www.un.org/en/gender-inclusive-language/
https://www.heforshe.org/en/barbershop
https://www.weps.org/resource/mentoring-workplace
https://learn.weps.org/course/index.php
https://info.unglobalcompact.org/genderequality
https://www.weps.org/
https://www.weps.org/companies/reports
https://www.weps.org/resource/weps-transparency-and-accountability-framework-reference-guide
https://www.weps.org/resource/company-supported-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https://www.weps.org/resource/closing-gender-pay-gaps-achieve-gender-equality-work
https://data2x.org/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our-work/social/gender-equality/un-global-compact-panel-pledge
https://www.heforshe.org/en/champions
unstereotypealliance.org/en
https://www.equalpayinternationalcoalition.org/
https://www.weps.org/resource/mentoring-workplace
https://learn.weps.org/course/index.php
https://www.wep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