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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차 전문계약직 모집요강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채용분야별 직무 설명자료 : [붙임 1] 참고

채용분야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근무지*)

국 제 계 약
자 문

(부장급)

1명

▪국제 원전사업을 위한 개발, 수출, 건설, 투자,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자문

▪UAE원전 주계약 및 시공ㆍ운전용역ㆍ종합설계용역계약 등 협력계약 검토, 자문

▪상대(ENEC, BOC, 협력사 등) 협상지원 및 클레임 대응논리 개발, 전략적 대응 등

UAE원전

건설처

(서울사무소)

해 외 법 률
자 문

(부장급)

1명

▪회사 해외사업 분야 법률자문업무, 대응전략 제시 및 계약협상 지원

▪주요 해외사업 관련 계약서 등 검토 및 프로젝트 법률리스크 관리

▪경영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주요 법적 분쟁 해결 지원
해외사업

개발처

(서울사무소)국 제 재 무
담 당

(차장급)
1명

▪해외 전력사업 (IPP1)사업 등) 현금흐름 분석 및 Valuation

▪경제성분석, 금융구조 설계 및 금융 리스크 관리

▪재무모델 구축 및 분석 

사 내
변 호 사

(차장급)

1명

▪국내․외 중요 계약서 법률 검토 및 자문

▪비정형 계약서 검토, 주요 계약협상 및 체결 입회

▪회사 경영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중요 소송 수행 등

법무실

(나주본사)

해
상
풍
력

터 빈
담 당
(차장급)

1명

▪해상풍력 단지설계 기술 담당(생산량 예측, 터빈 선정 및 최적배치 등)

▪풍력터빈 제조사별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 분석 및 구매전략 수립

▪풍력터빈 하중 설계검토 및 부지 기초조사 업무 수행 등

해상풍력

사업단

(나주본사)

설치선
담 당
(차장급)

1명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포함) 사업 현장 설치선 전문 운용 수행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성 최적화 건설 및 O&M을 위한 선박 운용 기술 검토

▪해상풍력 설치선 기술규격 검토 및 조선사 계약 협상 수행 등

환 경
담 당
(차장급)

1명

▪해상풍력 단지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업무 수행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등 시행 전략수립･검토 및 대관, 대정부 협의 지원

▪해상풍력 환경관련 법령 제･개정 및 대응방안 검토 등

송변전건설
산 림 담 당

(차장급)

1명

▪산지관리 법령 제‧개정, 국회 등 대정부 협의 및 환경 민원 대응

▪송변전건설 실시계획 승인 사업 산림분야 검토 및 인‧허가 협의

▪정부 협의의견 대책강구 및 송전철탑 부지 산지관리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경인

건설본부

(서울)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불가

 ** 근무지 : 나주본사(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72길 60)

   ☞ 회사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필요시 타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

1)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 민자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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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형태 : 별정직 계약직원

□ 계약기간 : 2년

   ※ 최초 2년 계약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특정기간 단위로 재계약 가능(최대 10년까지)

□ 급여수준 : 경력 및 자격사항 등에 따라 산정, 연봉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

3. 지원자격

□ 공통사항

○ 연    령 : 제한 없음[단,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 지원불가]

※ 송변전건설 산림담당은 직위의 전문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년 이상인 자 

       지원 가능(단, 60세 이상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함)

○ 병역사항 :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기타사항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붙임 2)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분야별 지원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국 제 계 약

자 문

(필수) 영미권 변호사 자격 보유 및 법무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단, 영미권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우대) 원자력, 발전, EPC분야 및 클레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미권 소재 해외로스쿨 졸업자 중 JD 학위 보유자, 영어능통자

해 외 법 률

자 문

(필수) ①영미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단, 변호사 실무경력 중 IPP사업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② Global Top Firm 50위 이내(PFI 선정, 2020) 또는 국내 10대 Law

Firm(한경비즈니스 선정)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붙임 5]

③영미권 해외 로스쿨 졸업자

국 제 재 무

담 당

(필수)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 경영, 경제, 회계 등 관련 전공

** 실무경력 : 재무모델 구축·분석 등

(우대) CFA, KICPA, AICPA 등 관련자격 보유자, 금융분야 석사 학위,

영어 능통자, Project Financing 전반적 이해, 해외 PF 사업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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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재직 중인 회사(기관)의 경력산정은 지원서 접수마감일('21.7. 16)을 기준으로 함

구  분 자  격  요  건

사내변호사

(필수) 국내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 판사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영문계약서 검토능력 보유자,

       상사법,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해

상

풍

력

터 빈

담 당

(필수)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보유자의 경우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 풍력관련(기계, 조선 등) 전공

** 실무경력 : 풍력 단지설계, 풍력 터빈 연구 및 사업계약 등

(우대) 부지조사, 하중해석 등 관련 연구·계약 업무 경험자. 설계프로그램 WindPRO및

WAsP활용능력 보유, 미국기술사(PE), 프로젝트관리전문가(PMP), 영어능통자,

전기 또는 기계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설치선

담 당

(필수)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 기계, 조선, 해양 등 관련분야 공학 학사

** 실무경력 : 조선사 및 해양플랜트 분야 전문업무 등

(우대) 국내·외 해상풍력 설치선 관리 업무, 해상풍력 설치선(WTIV)관련 Manager 경력,

설치선 관련 Construction 및 Commissioning 경험, 프로젝트관리전문가(PMP),

해양, 조선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해상안전관련 자격증 등, 영어능통자

환 경

담 당

(필수) ①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 환경관련 학위(환경공학, 환경생태공학 등)

** 실무경력 : 해양분야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5 비고 2 및 이에 준하는 업무경력

②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해양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中 1개 이상

(우대) 정부 또는 지자체 산림관련 부서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필수자격 분야의 기술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보유자

송변전건설

산 림 담 당

(필수) 정부 또는 지자체 산림관련 부서 근무경력 8년 이상인 자로서

산지관리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 정부 또는 지자체 산림관련 부서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등 산림분야 자격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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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절차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사항은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 에 공지

구   분 평 가 내 용 동점자처리 일정(예정)

1차
전형

(5배수)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경력 등 

종합평가(100점)
[평가항목 : 직무역량, 공통역량 등]

동 점 자

전원 합격

7. 22(목) ~ 23(금)

인성·인재상·

조직적합도 

검사

적/부 판정

7. 24(토)
한전 인재개발원

[서울]

2차
전형

(1배수)

종합면접
(PT 발표 포함)

전문성, 조직적합도 등

종합평가(100점)

※ PT 발표자료 제출

[평가항목 : 직무역량, 공통역량 등]

①서류심사

②종합면접 평가항목

중직무역량

③서류심사 평가항목

중직무역량

8. 3(화) ~ 4(수)
한전 인재개발원

[서울]

최종
전형

신원조사,
신체검사

적/부 판정 -
※입사(예정)

: 8월말

 ※ 전형단계별 합격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채용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개별 통보하지 않음)

【전형 진행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19 대비, 인성검사 및 종합면접 시 감염병 예방절차 시행 예정

  ▸ 시험장 입구에서 ① 발열 체크, ② 손소독 시행, ③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

 ¡ 다음의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및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전형 당일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시험응시 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상황변화에 따라 시험일정 등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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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서 접수 : 7. 7(수) 11:00∼ 7. 16(금) 11:00

□ 한전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kepco.c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일체

① 자기소개서 : 지원서 접수시 채용홈페이지에 직접입력(작성내용 [붙임 3] 참고)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성명, 가족관계, 학교명, 지역, 성별 등) 기재 금지

② 증빙서류 일체 : 원본 스캔(pdf/jpg) 후 zip파일로 압축(15MB 미만), 지원서 접수시 첨부

【증빙서류 제출 관련 기본원칙】         

 ‣채용분야별 경력 및 자격 등록, 학위 등을 기재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필수 및 우대 지원자격 요건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증빙서류 일체에 개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등)은 블라인드 처리

 ※ 온라인으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채용서류 반환대상이 아님

   ✔ 경력증빙자료 : 1) + 2) 모두 제출 [全 채용분야 지원자]

1)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별 근무기간, 소속, 직위, 담당업무 명기 및 기관 관인 날인 

2) 국민·공무원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합격자에 한해 추후 “소득금액증명” 수취 예정(경력 진위확인용)

   ✔ 자격증 및 등록증 [국제계약 자문, 해외법률 자문, 사내변호사 등 해당자에 한함]

   ✔ 학위(졸업)증명서 [해외법률 자문, 국제재무담당, 해상풍력 터빈담당, 설치선담당,

환경담당 등 해당자에 한함]

   ✔ 기타제출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사항

□ 블라인드 채용 안내 [붙임4 참고]

○ 지원서 상 사진, 주소, 생년월일, 가족관계, 학교명 등 개인정보 기재란 없음

     ※ 전문지식을 요하는 전문계약직 특성상 학위 및 관련 전공 등이 필수 자격요건인  

채용분야의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학위(학사, 석사 등) 및 전공 표기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나이,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노출할 경우 당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하며,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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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접수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확인 목적으로 활용

□ 지원서 허위 작성, 가점사항 허위 또는 착오 입력, 증빙서 위․변조, 시험부정

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운영 중, 「한전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청탁금지법 신고」)

○ 채용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친인척, 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압력·강요를 시행하는 경우,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 채용과정에 개입하여 채용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를 통하여 합격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당사 규정에 따라 해임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및   

위원회 해임요구에 따라 해임 가능

□ 해당분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 ž신원조사 부적격 판정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시,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시 예비합격자(채용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를 최종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한전 채용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이의신청」에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대상 :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시행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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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 한전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kepco.co.kr) 내 Q&A 게시판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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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자문 채용직무 설명자료

근무부서 ○ UAE원전건설처(서울)

핵심책무 ○ 국제원전계약 자문업무 총괄

직무수행

내    용

○ 주요 국제원전사업 관련 현안 법률자문

○ 해외사업 관련 각종 문서 작성(계약서 포함) 및 검토

○ 해외사업 법률리스크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국제 중재 및 소송업무 수행, 지원

○ 해외사업 리스크 심의 위원회, 기준수익률 검증 위원회 등 

각종 사내 해외사업 심의 위원회에 법률검토 의견 제시

○ 국제계약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사내교육 참여

○ 해외사업 수행 관련 협상 참여 법률자문 및 지원

필요자격
필수 ○ 영미권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영미권 소재 해외로스쿨 졸업자 중 JD 학위 보유자

필요지식  
필수 ○ 영미권 계약 관련 법률이론과 실무지식

우대 ○ 영어활용능력

필요경력
필수

○ 법무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단, 영미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 포함)

우대 ○ 원자력, 발전, EPC분야 및 클레임 경력 2년 이상

필요역량

○ 영미법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해외사업 전반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

○ 영문계약서 및 문서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작성 할 수 있는 능력

○ 해외사업 법률이슈 분석 후 대응방안 제시 능력

직무수행

태    도

○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 회사 구성원에 대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본 마인드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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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률자문 채용직무 설명자료

근무부서 ○ 해외사업개발처 법률지원부 (서울)

핵심책무 ○ 해외사업 관련 법률자문 업무

직무수행

내    용

○ 주요 경영현안 관련 법률자문

○ 해외사업 관련 법률자문

○ 주요 계약서 법률검토

○ 중요 소송/중재 지원

○ 주요 계약 협상·체결 지원

○ 해외사업 현안회의 참여

○ 주요 계약 법률리스크 분석·관리

○ 해외사업 법무교육 시행 지원

○ 해외사업 법률자문 시스템 전문화·체계화 방안 제시

○ 사내변호사 및 직원들의 의견서 등 검토 및 업무 지도 

필요자격 필수
○ 영미권 소재 해외 로스쿨 졸업자

○ 영미권 변호사 자격

필요지식  필수 ○ 영미권 법률지식 전반

필요경력 필수

○ 변호사 실무경력 7년 이상

(단, 변호사 실무경력 중 IPP사업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Global Top Firm 50위 이내(PFI 선정, 2020) 또는 

국내 10대 Law Firm(한경비즈니스 선정) 근무경력 3년 이상

필요역량

○ 종합적으로 영미권 계약 관련 법률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원활한 영어활용 및 영문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

○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직무수행

태    도

○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 장기적 관점과 거시적 안목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태도

○ 후배직원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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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무담당 채용직무 설명자료

근무부서 ○ 해외사업개발처 사업금융부(서울)

핵심책무 ○ 해외사업 사업성 분석 

직무수행
내    용

○ 재무모델 구축 및 분석(계약서·RFP 반영 등)

○ 해외사업 경제성 분석

○ 해외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금융리스크 관리

○ Tariff Optimization 시행

○ Model Clarification, Model Auditing 시행

○ 시나리오 분석 시행

○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 

○ 사업 수행 시 재무모델 관련 회의 진행 

○ 재무모델 관련 대주단 Due diligence 지원 

○ 본부 내 재무모델 교육 시행 

필요자격

필수 ○ 관련전공(금융, 경영, 경제, 회계 등) 학사이상 학위자 

우대
○ 금융분야 석사 학위

○ CFA, CPA 등 관련 자격

필요지식  
필수 ○ 재무모델 구축 및 분석 가능

우대 ○ 영어 능통자, Project Financing 전반적 이해

필요경력
필수

○ 직무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재무모델 구축·분석

우대 ○ 해외 PF 사업 유경험자

필요역량
○ 영문계약서 및 문서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작성/소통할 수 있는 능력

○ 재무모델 구축 및 분석 가능 

직무수행

태    도

○ 업무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상급자의 지시를 시행하려는 의지

○ 능동적인 태도를 통한 업무수행 능력 개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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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채용직무 설명자료

근무부서 ○ 법무실(나주 본사)

핵심책무
○ 신속‧정확한 법률자문을 통한 회사 법률리스크 관리 및

경영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직무수행

내    용

○ 주요현안 및 사업관련 처‧실 법률검토 요청사항 검토‧자문

○ 주요사업 실무TF 참여를 통한 실무추진 협업

○ 회사 중요 계약서 법률검토 및 자문

○ 처‧실 및 사업소 법률관련 문의사항 답변 및 자문

○ 공정거래 관련업무 법률지원 (공정위 조사 대응 등)

○ 입법대응 법률지원 (법안 분석, 조문 작성, 국회 및 정부 설득)

○ 소송업무 법률지원 (법률쟁점 분석, 변론 참석, 대응방향 협의)

○ 전력사업 관련 중요 법적분쟁 해결 지원

○ 사규 및 지침 제‧개정 실무 지원

○ 주주총회 및 중요 계약체결시 입회 / 징계심사위원회 등 참석  

필요자격
필수 ○ 국내변호사 자격 보유 

우대 -

필요지식  
필수 ○ 국내 법률지식 전반

우대 ○ 영문계약서 검토 능력

필요경력

필수 ○ 국내변호사 실무경력 3년 이상

우대
○ 판사 실무경력 1년 이상

○ 상사법,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필요역량

○ 법률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

○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 능력

○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직무수행

태    도

○ 회사관련 법률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태도

○ 실무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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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터빈담당 채용직무 설명자료

근무부서 ○ 해상풍력사업단(나주 본사)

핵심책무 ○ 해상풍력사업 터빈 기술 담당 및 사업개발 기술지원

직무수행

내    용

○ 풍력터빈 하중 설계검토 및 부지 기초조사 업무 수행

○ 해상풍력 단지설계 기술 담당(생산량 예측, 터빈 선정 및 최적배치 등)

○ 풍력터빈 제조사별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 분석 및 구매

전략 수립

○ 해상풍력 사업 여건에 맞는 터빈 선정을 위한 구매규격 작성 및 

계약자 선정

○ 풍력터빈 관련 EPC 설계 검증 및 발전단지 구성 최적화를 위한 

기술적 대응

○ 풍력터빈 관련사내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용 등

필요자격

필수 ○풍력 관련(기계, 조선 등)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우대
○미국기술사(PE), 프로젝트관리전문가(PMP), 전기·기계 또는

신재생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필요지식  
필수

○풍력 단지설계, 풍력 터빈 연구 등 관련 이론과 실무지식

○설계프로그램 WindPRO 및 WAsP 활용능력 보유

우대 ○영어 능통자

필요경력

필수
○학위 취득후 풍력 단지설계, 풍력 터빈 연구 및 사업계약 등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보유자는 1년 이상)

우대
○국내·외 해상풍력 단지설계 업무 경험자

○국내·외 풍력 터빈 계약 관련 업무 경험자

필요역량

○터빈 기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별 최적 터빈을 선정

하고 적정 목표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국문 및 영문 계약서 등 주요문서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직무수행

태    도

○업무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상급자의 지시를 시행하려는 의지

○실무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는 태도

○회사 구성원과 협업하여 입찰, 개발사업을 수주하려는 기본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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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설치선 담당 채용직무 설명자료

근무부서 ○ 해상풍력사업단(나주 본사)

핵심책무 ○ 해상풍력사업 전문설치선박 기술 담당 및 지원 업무

직무수행

내    용

○ 해상풍력(하부구조물 포함) 사업 현장 설치선 전문 운용 수행

○ 해상풍력 설치선 기술규격 검토 및 조선사 계약 협상 수행

○ 발전단지 구성 최적화 건설 및 O&M 선박 운용 기술 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및 지원 

○ 공급망 관리와 배후항만 개발 등 관련 업무 지원 

○ 해상프로젝트 관련 사내 교육 진행

○ 부유식 구조체 설계 및 적용 공법 협의 

필요자격

필수 ○조선 및 관련분야 공학 학사 학위 취득자

우대
○미국기술사(PE), 프로젝트관리전문가(PMP), 해양, 조선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해상안전관련 자격증

필요지식  
필수

○조선 및 해양 공학 관련 이론과 실무 지식

○ AutoCad 및 기타 프로그램 활용 능력 보유

우대 ○영어 능통자

필요경력

필수
○해상풍력 설치선(WTIV) 관련 Manager 경력 등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
○국내·외 해상풍력 설치선 관리 업무

○설치선 관련 Construction 및 Commissioning 경험

필요역량

○설치선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별 최적 선박을 선정

하고 적정 목표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국문 및 영문 계약서 등 주요문서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직무수행

태    도

○업무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상급자의 지시를 시행하려는 의지

○실무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는 태도

○회사 구성원과 협업하여 입찰, 개발사업을 수주하려는 기본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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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환경 담당 채용직무 설명자료

근무부서 ○ 해상풍력사업단(나주 본사)

핵심책무
○ 해상풍력사업 환경･해양관련 영향평가 및 인허가, 대관협의 업무 등 

환경업무 담당

직무수행

내    용

○ 해상풍력 환경･해양영향평가 등 시행 종합 전략 수립･검토

○ 해상풍력 단지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및 검토

○ 환경부, 해수부 등 영향평가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취득 지원 

○ 해상풍력 환경관련 법령 제･개정 및 대응방안 검토

○ 해상풍력 환경단체 및 환경관련 민원 대응방안 검토

○ 해상풍력 환경관련 사내 업무절차서(SOP) 작성 검토･지원

필요자격
필수

○ 환경관련 학사(환경공학, 환경생태공학 등) 학사학위 취득자

○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 기사, 자연생태복원
기사, 해양환경기사 中 1개 이상

우대 ○필수자격 분야의 기술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보유자 보유자

필요지식  
필수 ○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이론과 실무지식

우대 ○ 환경영향예측, 저감대책 수립 등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경력
필수

○해양분야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등 실무

경력* 8년 이상인 자

우대 ○정부 또는 지자체 환경관련 부서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필요역량

○해상풍력사업의 환경･해양 영향평가 시행계획을 종합적･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대책을 제시하는 능력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관련 법령 등 주요문서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직무수행

태    도

○업무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려는 의지

○실무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는 태도

○회사 구성원과 협업하여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기본 마인드

 * 실무경력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5 비고 2 및 이에 준하는 업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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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건설 산림담당 채용직무 설명자료

근무부서 ○경인건설본부(서울)

핵심책무 ○송변전건설사업 산림법령 준수 및 정부협의 등 산림업무 지원

직무수행

내    용

○산림관련 법령 검토 및 제개정시 관련사항 의견 제시

○산림관련 업무규정 및 기준 정립 지원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검토

○산지전용허가 관련 지방산림청 협의

○산지전용허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작성 및 검토 자문 

○협의의견 조치이행사항 현장점검 및 관리 자문, 지원

○산림청 등 대외기관 점검시 입회 및 대응

○환경단체 및 산림관련 전문적 민원 대응

○지자체 및 대관 인·허가 협의 지원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및 산림보전방안검토서 작성 자문   

필요자격 우대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등 산림분야 자격증 보유자

필요지식  우대 ○산림피해영향예측, 저감대책 수립 등 산림분야 지식

필요경력
필수

○정부 또는 지자체 산림 관련부서 근무경력 8년 이상인 자로서

산지관리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 ○정부 또는 지자체 산림 관련부서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필요역량

○산림피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등 산림분야 전문지식

○문제를 분석하고 본질을 이해하며, 필요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직무수행

태    도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과 전체 상황의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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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3.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

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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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작성 양식

1. 자기소개, 전공분야 및 지원동기

(지원서 접수시 채용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띄어쓰기 포함 1,800자까지 작성 가능)

2. 주요 업적 및 실무경력, 경험, 자격 및 등록사항 등 직무역량 보유현황

(지원서 접수시 채용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띄어쓰기 포함 1,800자까지 작성 가능)

3. 입사 후 목표 및 향후 업무수행 계획

(지원서 접수시 채용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띄어쓰기 포함 1,800자까지 작성 가능)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시 개인 식별정보(성명, 수험번호, 출신학교, 가족관계, 입학·졸업년도 등) 노출 금지

  ☞ 개인 인적사항 노출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부적격 처리 

▪입사지원시 기재한 경력, 자격 등에 대한 증빙서류*(개인 인적사항 블라인드 처리) 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 국민·공무원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 및 등록증, 학위증명서 등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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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면접시 블라인드 가이드라인

□ 한국전력공사 블라인드 처리기준

 (1) 개인 신상정보

   ○ 성명, 생년월일, 신체조건, 주소, 출신지,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언급 불가

   ○ 장애 · 보훈 · 지역인재 등 우대가점 관련항목은 해당여부만 체크

   ○ 학력수준(대졸, 석사 등) 언급 불가 [연구직, 전문계약직채용 조건부 가능]

<신상정보 처리예시>
 ◈ 연세대학교 → 00대학교 / 양정고등학교 → 00고등학교

   1) 이메일, 동아리명 등으로 출신학교가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2) 지도교수 등 교수명 언급(학교 추측가능) 절대 불가, 프로젝트명 언급가능 

 ◈ 면접시 성명, 수험번호 언급 불가 (별도로 주어진 면접번호로 지칭)

 (2) 경력 및 경험사항

   ○ 경력사항 :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기관 및 회사 인턴근무 등 근로계약체결시)

   ○ 경험사항 :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동아리, 학술연구, 프로젝트, 파트타임, 장학생 등)

   ○ 자사·타사 경력·경험 : 기관명 포함 모든 항목(산업분야, 부서, 직무 등) 언급 가능

     단, 사업소(지역)명만 언급 불가(LG전자 오산공장 -> LG전자 △△공장)

   ○ 학교 교육 등 경험 사항 : 학교명 언급 불가, 블라인드 처리 필수

<경력 · 경험 처리예시>
 ◈ ○○공사 → 수자원공사 / ○○전자 → LG전자 / 회사명 언급가능

 ◈ ○○은행 → 신한은행, , 금융분야 기업 등 / 회사명 언급가능(본인 선택)

 ◈ 한국대학교 ☆☆프로그램 이수 → ○○대학교 ☆☆프로그램 이수(학교명 금지)

 ◈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강남지사 총무팀 인턴 → 한국전력공사 00지사 총무팀 인턴

 (3) 교육 및 자격사항

   ○ 교육사항 : 학교명 외의 모든 항목[기관명, 전공, 성적(정량화 점수 반영 없음) 등] 언급 가능

   ○ 어학 · 자격사항 : 자유롭게 언급 가능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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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Top Firm 및 국내 10대 Law Firm

1. PFI※ 선정 에너지분야 Global Top Firm 2020 50위
  ※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 출처 : Legal Report 2020 (Nov 18, 2020)

 ○ 기준 : US $500M 이상 국제계약에 대한 사업주 또는 대주단 법률자문 실적

(2019. 9.~2020. 9.)

순위 Law Firm 명 순위 Law Firm 명
# 1 Clifford Chance # 26 Cyril Amarchand Mangaldas
# 2 Allen & Overy # 27 Vinson & Elkins LLP
# 3 White & Case LLP # 28 Sullivan & Cromwell
# 4 Linklaters # 29 Gilbert + Tobin
# 5 Latham & Watkins # 30 Pinsent Masons
# 6 Norton Rose Fulbright # 31 Machado Meyer Sendacz & Opice
# 7 Milbank LLP # 32 Gibson Dunn & Crutcher
# 8 Shearman & Sterling LLP # 33 NautaDutilh
# 9 Herbert Smith Freehills # 34 Blake Cassels & Graydon

# 10 Baker McKenzie # 35 Lee and Li
# 11 Ashurst # 36 DLA Piper LLP
# 12 Allens # 37 Bredin Prat
# 13 King & Wood Mallesons # 38 BonelliErede
# 14 Watson Farley & Williams LLP # 39 Stocche Forbes Advogados
# 15 Hogan Lovells # 40 Squire Patton Boggs LLP
# 16 CMS # 41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 17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 42 Gowling WLG
# 18 Simpson Thacher & Barlett # 43 Osler Hoskin & Harcourt LLP
# 19 Kirkland & Ellis # 44 Dentons
# 20 Torys # 45 Loyens & Loeff
# 21 King & Spalding #46 Lee & Ko
# 22 Skadden #47 Kim & Chang
# 23 McCarthy Tetrault #48 Nishimura & Asahi
# 24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 #49 Greenberg Traurig
# 25 Jones Day #50 Garrigues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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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10대 Law Firm 

 ○ 출처 : 2020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한경비즈니스)

순위 Law Firm 명

# 1 김앤장 법률사무소 (Kim & Chang)

# 2 법무법인(유) 세종 (Shin & Kim LLC)

# 3 법무법인(유) 광장 (Lee & Ko)

# 4 법무법인(유) 태평양 (BLK / Bae, Kim & Lee)

# 5 법무법인(유) 율촌 (Yulchon LLC)

# 6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 7 법무법인(유) 지평 (Jipyong)

# 8 법무법인(유) 바른 (Barun)

# 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DR & AJU)

# 10 법무법인(유) 로고스 (LOGOS L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