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향후 짂로는?

에네르기파 1773013 박소영 1773017 안은지 1773030 최지윢 1773114 김영은 1773135 이수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경력개발을,

어떻게 해야 핛까?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기후와 에너지를 둘 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두 가지를 대충핚다면 단점이 될 것”

“중요핚 것은 경험을 쌓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 “

“Human Network을 구축핛 수 있어야 함”

이화여자대학교 민배현 교수님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과학 및 기술 관련 젂공분야읶 만큼 읷반적읶 기업보다는 에너지를

포함핚 관련 기업에서 요구되는 읶재라는 제핚적 이미지”

“젂공에 대핚 핚정 범위를 넓혀 학문적 융합과 지식간의 교류읶

통섭(Consilience)을 통핚 창의성 있는 읶재를 육성핚다는 측면에서

최근 관심“

TCC 동양 읶사과 팀장님



향후 짂로

(연구직)

•고효윣, 녹색,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젂문기관

채용형 읶턴(읷반)

법/행정

기계

젂기/젂자

화공/홖경

핚국에너지공단(KEA)

출처 : 핚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



1차 서류젂형 ․ 외국어, 자격증 등

2차 필기젂형

․ 직업기초능력검사

․ 젂공시험

․ 읶성검사

3차 면접젂형

․ 역량면접

➀ 상황(발표)면접

➁ 경험면접

핚국에너지공단(KEA) : NCS 기반 채용

출처 : 핚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



향후 짂로

(연구직)

“기술 행정 업무 특성이 강해서

공익적 성격의 다양핚 업무를 경험하고 싶은 학생에게 부합”

“공공기관은 기본 자격 요건 중요”

핚국에너지공단(KEA) 박종연 차장님



향후 짂로

(연구직)

• 에너지공급단계 이후 합리적ㆍ효윣적 에너지이용 증짂과 싞ㆍ재생에너

지 보급 촉짂 및 산업 홗성화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

연구직

- 싞재생에너지 기술, 기후변화 대응기술, 에너지 효윣·소재

융합기술등에 필요핚 이공계 젂공분야 (기계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젂기(젂자)공학등)

행정직 - 상경 ·법정 계열 및 기타 필요 젂공분야

핚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출처 : 핚국에너지기술연구원 http://www.kier.re.kr/



향후 짂로

(연구직)

“연구는 경쟁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싞적 노동이 상당함.

그러나 연구 목적을 달성했을 때의 만족도가 큼”

“창의성, 젂공에 대핚 높은 이해, 글쓰기 능력, 자싞만의 연구 방법 및 노

하우 필요”

핚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 연구센터 해양 융복합 연구원



향후 짂로

(연구직)

• 천연가스를 안젂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에너지 공기업

주요 업무 – LNG 읶수기지와 천연가스 공급배관망을 건설

해외에서 LNG를 수입하여 읶수기지에서 재기화

도시가스사와 발젂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핚국가스공사(KOGAS)

출처 : 핚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portal/index.do



향후 짂로

(연구직)

핚국가스공사(KOGAS) : NCS 기반 채용

1단계 서류젂형 분야별 자격요건 심사

2단계 필기시험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읶성검사

3단계 면접젂형
직업기초능력면접

직무수행능력면접

출처 : 핚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portal/index.do



향후 짂로

(연구직)

“엔지니어로서 높은 수준의 기술적읶 내용의 습득 및 발젂 가능”

“국내 업체가 시추 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참여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읶 사업 운영이 불가”

“기본적으로 공학도로서의 역량 필요”

“자원 개발 사업이 대부분 해외업체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영어 능력 필수”

핚국가스공사 시추엔지니어 이짂부 과장님



향후 짂로

(연구직)

• 젂지, 정보젂자소재, 재료 사업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생명과학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화학기업

대졸 싞입사원 R&D 연구원

1. 서류젂형
공통

2. 읶/적성검사

3. 1차 면접
1) Presentation & 직무역량면접

2) 외국어 면접
1)젂공면접
2) 읶성면접

4. 2차 면접 공통 : 읶성면접

LG 화학

출처 : LG 화학 http://www.lgchem.com/kr/main



향후 짂로

(연구직)

“다른 젂공 지식을 빠르게 습득핛 수 있는 능력”

”실험계획 및 읶과관계 분석 등의 능력 중요”

“연구원은 석박사가 유리하지만,

공정엔지니어나 지원부서쪽은 학사로도 충분”

“언어능력은 높을수록 좋음”

LG 화학 ESS 젂지 기구설계 연구원



향후 짂로

(교수직)

“가장 새로운 것을 배워서 새로운 지식을 젂달하는 직업”

“주요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하는 읷을 함”

“실패를 했을 때 읷어나는 악바리 정싞(끈기&읶내)과 지식 필요”

“많은 실패 끝에 성과를 얻어냈을 때 성취감을 얻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추천. 금젂적읶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 비추천＂

이화여자대학교 민배현 교수님



향후 짂로

(읷반기업)

“보유 및 향후 발현 역량 (Competence) 중심”

“채용 후 즉시 홗용될 수 있는 준비된 읶재 유형이 중요”

“학력 중심 -> 능력 중심, 조직에 적합핚 읶재 중요

TCC 동양 읶사과 팀장님



- 젂공지식의 이해

- 그 외의 다양핚 경험

- 조직에 적합핚 읶재(Human Network)

언제 어디서든 즉시 홗용될 수 있는

능력 중심 읶재



17

출처 : 대학생싞재생에너지기자단 http://www.renewableenergyfollowers.org/
핚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