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친환경 발전 공기업

당신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채용안내」

지원자격

1) 고졸수준 

구 분 주   요   내   용

학  력

•고졸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재학·휴학 중인 자 포함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어  학 •제한 없음

연  령 •제한 없음

병  역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기   타 •우리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본사 이전지역 인재

2) 대졸수준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어  학 •제한 없음

연  령 •제한 없음

병  역
•군필 또는 면제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기  타 •우리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본사 이전지역 인재

인재경영팀 041-400-1325  한국서부발전(주) 홈페이지 www.iwest.co.kr/Q&A/채용

문의 및 안내

전 형 구 분 배 점 내 용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 •NCS 역량기반 지원서

1차
직무지식평가

(한국사 포함)
100

•전공지식 70문항, 한국사 10문항

•전공 출제범위

   -  사무직군(법정) :  

법학, 행정학 

   -  사무직군(상경)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  기계, 전기, 화학, 통신, 토목, 건축 :  

지원분야 기사(고졸 : 기능사) 수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차
직업기초능력평가

/ 인성검사
100

•직업기초능력평가 : 100점

   - 직업기초능력 7개 분야 평가

•인성검사 : 적·부 판정

   - 회사 필요역량과 성격유형 평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3차 역량구조화면접 100

•개별인터뷰 : 50점

•직무상황면접 : 50점

    -  직무관련 상황 부여 후  

직무수행능력 평가

4차 신원조회/신체검사 - •적·부 판정

합격자 발표 - -
•최종 합격자 발표

•입사

※ 상기 전형절차는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형절차

채용방법   채용방법   

채용계획

총채용계획 전일제 시간선택제 일반채용 전일제
시간 

선택제
고졸자 채용 전일제

시간 
선택제

90 87 3(4) 80 77 3(4) 10 10 0

※ 상기 인원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2
국가생산성대상수상

(노사협력부분)

▲

2017
태안 9,10호기 준공 

▲

2015
본사 태안 이전

능력중심채용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0
군산복합 준공

윤리경영대상 수상

▲

2001
한국서부발전(주) 설립

태안화력 5호기 준공

▲

2011
가족친화기업 인증

인재개발우수기관 재인증

2013
대통령표창수상

(‘신고졸시대 정착’기여)

▲

2016
태안 IGCC 준공

▲

2009
사우디 라빅 중유화력 O&M사업 수주

국내최초 삼랑진-청송 원격운전 실시

▲

Passion
최고를 향한 열정

•담대한 목표설정

•개인역량 극대화

Challenge
성장을 위한 도전 

•적극적 변화선도

•창의적 대안 모색

Trust
소통을 통한 신뢰

•투명성과 공정성

•상생협력 추구

Collaboration
미래를 위한 상생

•조화와 존중

•시너지효과 창출

서인천발전본부
LNG복합 1,800MW 

태안발전본부
유연탄 6,100MW

평택발전본부
기력 1,400MW
복합 1348MW

군산발전본부
LNG복합 719MW

신재생
413MW

급여 및 복리후생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하여 직원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재상

인재양성
Mission세계최고를 지향하는 

Global인재

차별화된 글로벌 역량과  
강한 리더십으로 세계 최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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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800만원 수준

•고졸초임 연 3,400만원 수준

급여수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택 및 독신자 숙소 제공

•고등학생자녀학자금 공무원 수준으로 지원, 대학생자녀학자금 무이자 대부

•우수 병원과의 할인 이용 협약을 통하여 직원 및 직원가족의 건강관리 지원

복리후생

인재상   

2025년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Global역량, 도전역량,  

전문역량, 조직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현황   

한국서부발전은 태안, 평택을 비롯한 4개 지역에서  

총 발전량 11,779.9MW의 국내발전설비 10.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개요   

한국서부발전은 2001년 4월 전력산업의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발전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4대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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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WEPO 비전2025   

해외 사업 개발 현황   

한국서부발전은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해외사업개발의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이념

VISION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한다.

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

호주 물라벤광산

사우디 라빅 O&M

나이지리아 엑빈 O&M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

라오스 남릭 수력 O&M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

라오스 푸노이 수력

인니 석탄선적터미널 인니 숨셀5 O&M

인도 마하라쉬트라복합

운영 진행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