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수신자 수신처 참조
제목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주) 연구·전문원 선발 모집 알림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8년 연구·전문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귀교의 우수한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발분야 및 예정인원
의료분야 연구원
기술분야 연구원
전문원

나. 주요 일정

구분

지역주민 확인
지원서 접수
1차 전형
2차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선발분야

정신건강
비파괴검사 등 7개 분야
열교환기 성능 등 2개 분야
합계

일정
‘18. 8.30(목)∼9.11(화) 17시
‘18. 8.30(목)∼9.12(수) 15시
‘18. 9. 15(토) 13시
‘18.10.18(목)∼10.19(금)

인원(명)
2
7
2
11

선발수준

책임급, 일반급
선임급, 일반급
선임급, 일반급

비고

채용홈페이지
채용홈페이지
인성검사, 심리건강진단, 적성검사
면접

‘18. 11월 중

다. 기타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www.khnp.co.kr/RECU_NEW) 및 모집요강 참조
붙임 : 2018년 연구

전문원 선발 모집요강 1부. 끝.

중앙연구원장
수신자

아주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총장, 안양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 영남대학교총장, 영산대학교총장,
용인대학교총장, 우석대학교총장, 우송대학교총장, 울산대학교총장, 울산과학대학교총장,
원광대학교총장, 위덕대학교총장, 유원대학교총장, 을지대학교총장,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인제대학교총장, 인천대학교총장, 인하대학교총장, 전남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전주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총장, 조선대학교총장, 중부대학교총장, 중앙대학교총장, 중원대학교총장, 창신대학교총장,
창원대학교총장, 청주대학교총장, 초당대학교총장, 충남대학교총장, 충북대학교총장, 평택대학교총장,
포항공과대학교총장, 한경대학교총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한남대학교총장, 한동대학교총장, 한라대학교총장, 한려대학교총장,
한림대학교총장, 한밭대학교총장, 한서대학교총장, 한성대학교총장, 한양대학교총장, 협성대학교총장,
호남대학교총장, 호산대학교총장, 홍익대학교총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가톨릭대학교총장, 가톨릭상지대학교총장, 강남대학교총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건양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장, 경남대학교총장, 경동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경상대학교총장, 경성대학교총장, 경운대학교총장, 경일대학교총장, 경주대학교총장, 경희대학교총장,
계명대학교총장, 고려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 광운대학교총장,
광주가톨릭대학교총장, 광주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총장, 군산대학교총장, 극동대학교총장,
금강대학교총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김천대학교총장, 남부대학교총장, 남서울대학교총장,
단국대학교총장,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대구대학교총장, 대전가톨릭대학교총장, 대전대학교총장,
대진대학교총장, 덕성여자대학교총장, 동국대학교총장, 동덕여자대학교총장, 동명대학교총장,
동서대학교총장, 동신대학교총장, 동아대학교총장, 동양대학교총장, 동의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
목원대학교총장, 목포가톨릭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배재대학교총장,
백석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삼육대학교총장,
상명대학교총장, 상지대학교총장, 서강대학교총장, 서경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총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서울한영대학교총장, 서원대학교총장,
선문대학교총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세명대학교총장, 세종대학교총장,
송원대학교총장, 수원가톨릭대학교총장, 수원대학교총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순천대학교총장,
순천향대학교총장, 숭실대학교총장, 신경대학교총장, 신라대학교총장, 신한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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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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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70

전화 042-870-5212

/ www.khnp.co.kr

전송 042-870-5999
/ smpark76@khnp.co.kr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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