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친환경 발전 공기업

당신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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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미래의 주역이 될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안 IGCC, 신평택 복합발전 등 

다양한 신규발전 건설사업과 

러시아 소치 열병합 사업 등 

해외 전력시장 개척을 통하여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글로벌 인재와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원동력인 전력산업을 함께 키워나갈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서부발전(주) CEO 김문덕



기업이념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

열정·신뢰·도전·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고를 향한 열정  ㅣ  Passion for Top

인적자원, 프로세스, 수익성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최고의 가치 실현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한다.

변화에 대한 도전 ㅣ Challenge to Change

미래를 향한 결단과 의지로 시대적 과업을 반드시 실행하여 성과를 이루어내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발전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한다.

소통을 통한 신뢰 ㅣ Communication to Trust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구성원 상호간의 믿음의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열린 기업 문화

함께하는 성장 ㅣ Collaboration & Growth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추구한다.

회사개요

한국서부발전은 2001년 4월 전력산업의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발전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
한국서부발전(주) 설립

태안화력 5호기 준공

2010
군산복합 준공

윤리경영대상 수상

2011
가족친화기업 인증

인재개발우수기관 재인증

2007
태안화력 7,8호기 및 청송양수 1,2호기 준공

가로림조력발전(주) 설립

2009
사우디 라빅 중유화력 O&M사업 수주

국내최초 삼랑진-청송 원격운전 실시

▲▲

▲ ▲

▲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통한 고객과 

사회의 가치창조 및 증대에 적극기여

기본·핵심임무인 에너지의 첨단화, 

고품질화 지속 노력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

인간존중/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부단히 기술을 혁신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기업성장 도모

사회에 공헌 최고의 에너지창출



인재상

인재양성
Mission

인 재 상

급여 및 복리후생

2020년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Global역량, 도전역량, 전문역량, 조직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하여 직원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Global인재

차별화된 글로벌 역량과  
강한 리더십으로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인재

변화를 주도하는

도전인재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협력인재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인재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인재

전문성 확보를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인재

•대졸초임 년 2,500만원 수준

•고졸초임 년 2,200만원 수준

급여수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사택 및 독신자숙소 제공 : 수도권 및 지방사업소 근무자

•중·고생자녀 학자금 전액지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이자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 유아자녀교육비, 각종 경조금 및 구호금 지원

•휴양시설 운영 : 속초, 수안보, 무주

•장기근속 격려금 : 10년 이상 근속자에 5년마다 장기근속 격려금 지급

•건강관리 : 직원 및 직원가족의 건강진단 및 진료비 할인(한일병원)

•단체보장성보험 가입

복리후생



국내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현황

한국서부발전은 태안, 평택을 비롯한 4개 지역에서 

총 발전량 8,404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해외사업개발의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Russia North aucasus 
Cogeneration(200MW)

India Maharashtra NG(388MW)

Saudi Rabigh Heavy oil 
O&M(1,204MW)

Nigeria Egbin LNG 
O&M(1,320MW)

Indonesia Takalar 
Coal-Fired(200MW)

Laos Xe-namnoy 
Hydro(410MW)

Philippines Kanan rdo(150MW) 
Philippines Redondo Wind(40MW)

서인천
LNG 1,800MW

태안
유연탄 4,000MW 
신재생 2.32MW

군산
LNG 718.4MW

평택
LNG/BC유 
1,880MW

ㅣ근무지ㅣ ·국내 : 서울, 인천, 평택, 태안, 군산, 가로림  ·해외 :  인도네시아, 태국 등



2012년 채용계획

총무인사팀 02-3456-7677  한국서부발전(주) 홈페이지 www.westernpower.co.kr/고객마당/채용정보

문의 및 안내

구 분 인 원 시 기 직 군 방 법

정규직 인턴 200명 1분기 사무, 전기, 기계, 토목, 건축, 통신 공개경쟁

고졸(마이스터) 10명 3분기 전기, 기계 학교장 추천경쟁

중소기업경력자 2명 3분기 기술 제한경쟁

채용개요

※ 기술은 사무 이외에 전기, 기계, 화학, 토목, 건축, 통신 등을 의미
※ 채용인원은 회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인원은 회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은 자격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

구  분 가점기준

자격증

공 통 전산관련 자격증 

사 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CFA, AICPA 등

기 술 해당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어 학
TOEIC 650~900점 차등가점 부여 

말하기  OPIc, TOEIC, TEPS, SJPT, BCT, 신HSK

자격가점

※ 기술은 사무 이외에 전기, 기계, 화학, 토목, 건축, 통신 등을 의미

지원자격

구  분 자격기준

전  공
·사  무 : 인문·사회계열

·기  술 : 선발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TOEIC 기준 650점 이상

  - 영어(TEPS, TOEFL), 일본어(JPT), 중국어(HSK, BCT)는 토익환산 인정

연  령 ·제한없음

병  역 ·군필 또는 면제자(단, 고졸 추천전형은 제외)

구  분 1차 2차 3차 4차

인턴선발
서류전형

(5~10배수)

적성·역량검사

(2~3배수)

면접

(1배수)

신체검사·신원조회

(적·부 판정)

인턴운영
· 인턴기간 : 5~8개월 / 정규직 직원과 동일업무 부여

· 전환평가 : 입사성적, 근무평가, 교육성적 등 반영

전형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