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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Inside
[한국중부발전]
기업의만족도, 장단점, 초봉을한눈에알수있는리포트입니다.
내가지원할기업이어떤기업인지확인하세요.

* 이리포트는 2017.01~2019.01 기간의데이터로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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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추천율과기업미래에대한평가를살펴보면재직자들이이기업의전망을어떻게생각하는지추측할수있습니다.
기업내부에서일하고있는재직자는새롭게추진하는사업이나방향성을외부자보다더잘알 수있기때문에외부자보다근거있는평가가가능합니다.

이기업을지인에게추천하겠습니까? 이기업의직군별추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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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이생각하는추천율은어떠한가요?전망분석

추천

97%

3%

잡플래닛에리뷰를남긴한국중부발전(주) 직원에게, 우리기업을친구에게

추천하겠냐고물었을때, 97%의 직원이 '그렇다'라고답변했습니다.

산업군평균추천율은 22%로, 산업군대비높은추천율을보이고있습니다.

주요직군중 가장추천율이높은직군은

엔지니어링, 생산관리/품질관리, 생산/제조직군입니다.

가장추천율이낮은직군은인사/총무, 경영/기획/컨설팅직군입니다.

20% 20%

100% 100% 100%

80% 80%

엔지니어링 생산관리/품질관리 생산/제조 인사/총무 경영/기획/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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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에등록된전체기업중에서

만족도점수가상위 1% 안에드는기업입니다.

한국중부발전(주)

산업군평균

1 1 1 1 1 1 1 1 1 1 1 0 0 0 0 0 0 0 0 0

이기업의평균총만족도 : 점

주요직군별총만족도점수차이

총만족도는 5대 평가영역과상관없이, 나의직장경험에점수를준다면몇점일지직관적으로판단한점수입니다.
총만족도는 5대 평가영역의평균과정확히일치하지않으며, 더높을수도, 때로는더 낮을수도있습니다.

잡플래닛이보유한기업은약 4만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천한다’는, 상위 20%

수준의기업을대상으로하며, 총 만족도평균점수는 3점내외입니다. 이범위안

에들어온다면우선적으로지원을고려해볼만합니다.

대기업이라고해서평가가좋거나중소기업이라고해서무조건안좋은것은아

닙니다. 총만족도점수를보고이 기업이어떨지가늠해보려면, 대기업평균점

수, 중소기업평균점수등과비교해보는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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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생산관리/품질관리 생산/제조 인사/총무 경영/기획/컨설팅

총만족도 전체직무평균

만족도점수는직군마다다를수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주)의

주요직군중에서는인사/총무직군의만족도가가장높습니다. 

반면, 경영/기획/컨설팅직군이가장낮은만족도를보이고있습니다.

기업의총만족도는어느정도수준인가요?총만족도

차트보는 TIP

차트해석하기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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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 총만족도는산업군평균보다높습니다.

동종산업군대비만족도가더 높은영역은승진기회및가능성, 복지및 급여, 

업무와삶의균형, 사내문화, 경영진영역입니다. 

이기업은업무와삶의균형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은구조의오각형패턴을

보입니다. 이와유사한모양의오각형구조를보이는기업으로는

한국동서발전(주) 등이있습니다.

이기업의 5대영역만족도

세부평가영역은승진기회및 가능성, 복지및급여, 업무와삶의균형, 사내문화, 경영진 5가지입니다.
사람에따라각 영역의중요성은다를수있으니, ‘나에게가장중요한가치는무엇인가’에대한고민을해보는것이좋습니다.

내가중요하게생각하는영역의만족도가높은지, 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보이

는영역은감당할수있는지를고민해야합니다.

절대적인점수만생각하면판단이어렵습니다. 내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영역

의만족도가업계평균과비교했을때어느정도수준인지살펴보세요.

덧붙여, 산업평균을나타내는오각형모양이나의가치순위와다르다면, 해당

산업으로의취업을재고해볼 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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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별만족도는어느정도수준인가요?

차트보는 TIP

차트해석하기

세부영역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승진기회및가능성

복지및급여

업무와삶의균형사내문화

경영진

동종산업군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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