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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메세지의 특정 단어나 문장의 앞에 ’#’을 붙여 

해시태그를 만듭니다. 그리고 태깅(Tagging)이 된 메세지들은 

동일한 뜻을 가지며 묶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파나시아와 구성원 개개인의 비전을 

한뜻으로 묶어 모두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파나시아는 Global NO.1 친환경 기업으로의 발걸음에  

유망한 인재들의 #꿈 #성장 #소통 #지속이라는 뜻을 함께하여

기업과 임직원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파나시아와

해시태그하다



Index.

30년 이상 역사의 파나시아의 기업정신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다

Vision
#꿈 꾸다

사내 동호회, 감사 나눔 운동, 행복나눔 소통 콘서트 등의 사내문화로
300 파나시안과 함께 소통하다

Culture
#소통 하다

해외 출장 및 주재원 근무의 기회, 선후배 연계 프로그램, 학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직원과 파나시아가 동반성장하다

Job
#성장 하다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하여 일과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다

Welfare
#지속 하다



30년 이상 역사의 파나시아의 
기업정신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다

#꿈 꾸다

Vision

Job

Cultur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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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호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의 사명 

파나시아는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인류를 위합니다.

Our miss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think about the future

파나시아는 대기·수질 환경과 수소사업의 솔루션을 가진 
글로벌 친환경 설비 전문 기업입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꿈꾸는 세계 일류
친환경 에너지 기업

트리플 장영실상, 부산 수출대상, 
일억불 수출탑 수상 등으로 친환경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World Class of eco-friendly ener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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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을 시작으로 대기환경과 수소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세계 1위 친환경 설비 그룹으로의 도약을 꿈꿉니다.

수소추출설비수처리장치탄소 포집·활용·저장 장치

대기환경 수질환경 수소사업



#성장 하다
해외 출장 및 주재원 근무의 기회, 선후배 연계 프로그램, 
학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직원과 파나시아가 동반성장하다

Vision

Job

Cultur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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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시아는 3개의 해외 법인 및 37개국 47개의 해외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이 양성되어 있습니다.o

ve
rs

ea
s Headquarter & Corporations 

PANASIA Headquarter 
in Korea

The 2nd Factory in Korea

China Corporation Europe B.V.

Japan Corporation

Global Infra



Global Leader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업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주재원 근무 및 해외 영업의 기회,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와 전시회 참관·주최,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통한 
해외 출장 등 다양한 해외 진출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Global Leader in Smart & Green Technology

#해외 주재원 근무 #해외 영업 #국제 전시회 #컨퍼런스 #엔지니어링



실제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편집하는 교육 교재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지혜,
PANASIA COLLEGE
선배들이 만든 교재로 사규부터 조선·해양업계의 이해와 제품 교육까지

각 분야의 선배들이 강사가 되어 신규 입사자와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PANASIA COLLEGE는 시장과 업무 관련 배경지식이 부족해도 

A to Z까지 배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선후배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입사원의

조기 적응을 도우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Happy Work 
Campus



보다 큰 성장을 위해
학자금 지원의 날개를
못다 이룬 당신의 학구열, 입사 후에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녀대학교 
대학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파나시아는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임직원분들의 더 큰 성장과 안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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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 감사나눔 운동, 행복나눔 소통 콘서트 등의 
사내문화로 300 파나시안과 함께 소통 하다

#소통 하다

Vision

Job

Cultur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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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속에 꿈꾸는
일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

깔끔한 사내 시설과 사내 동호회, 감사 나눔 운동, 
행복나눔 소통 콘서트 등의 사내문화는 일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으로 
만들어 가고픈 우리의 노력입니다.

행복한 일 터, ‘Happy Work Campus’라는 또 다른 사명 아래
임직원의 행복한 직장 생활 영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직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은 직장 생활을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만드는 역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

o
ci

et
y 

cl
u

b 사내 동호회 SO,MOIM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없으면 만들어도 됨 #활동비 지원

#축구 #볼링#영화#밴드#골프#게임(위닝)

Join Us!



Media Library

Happy Work Library
독서경영이라는 경영 방침 아래 열리는 

다양한 독서 토론회와 독후감 대회는 우리를 소통하게 만듭니다.

파나시아의 랜드마크 미디어 라이브러리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카이브 홍보관입니다.

1층 로비에 위치한 두 라이브러리는 정보와 지식의 보고 일뿐만 아니라
파나시안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휴게 공간과 소통의 장 역할을 합니다.

Li
b

ra
ry 소통의 장 SO,通 Library

해피워크 라이브러리의 우드 인테리어는 작은 카페와도 같아

즐겁게 업무나 회의를 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련된 외관을 갖춰 포토존으로의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하여 일과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다

#지속 하다Vision

Job

Cultur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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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시아는 임직원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삶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닐 맛 나는 직장, 살맛 나는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행복’ 복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둘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instagram에 올린 사진

Satisfaction

Happiness

Achievement

Panasia

Panasia

Panasia

Panasia



자유로운 연차 사용과 저녁이 있는 삶은 
임직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여가생활을 책임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 자기개발에 증진 할 수 있는 
refresh한 시간을 누리세요!

워라밸로 만드는
활기찬 라이프스타일

여가 생활로 채우는 저녁이 있는 삶
-  매일 4PM 퇴근

잘 다녀오세요. 경력단절 걱정은 NOPE
-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 축하금 등 

눈치 보지 마세요! 바쁜 업무에 쉼표를
-  자유로운 연차 사용, 여름휴가 및 경조휴가 

WORK & LIFE BALANCE



파나시아는 지속적인 임직원들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
우수사원 시상, 제안심사 포상, 어학점수 및 자격증 수당 포상 
등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각종 시상과 포상을 통해
열정에 보답합니다

장기근속자 포상

제안심사 포상 어학점수·자격증 수당

우수사원 시상



파나시아의 복리후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기숙사 운영, 구내식당(점심, 저녁 제공), 통근버스 운행, 

PC 및 노트북, 사무용품, 사원증, 유니폼 지급, 휴게실, 사내 정원, 도서관, 체력단련실 운영,   

콘도/리조트 이용권, 건강검진, 명절 선물, 창립일 선물, 근로자의 날 선물 

가정에 힘이
되겠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 자녀 학자금 지원, 산업단지 유치원, 자녀 출산/첫돌/결혼 경조금,

부모 환갑 및 칠순 경조금, 장례용품 지원 및 조의금

열정에 
보답합니다.

장기근속자 포상, 제안심사 포상, 우수사원 시상, 어학점수 포상, 자격증 수당 포상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성과금, 상여금, 휴가비, 퇴직금, 야근수당, 휴일(특근) 수당, 외근 및 출장비, 차량 유류비 지급, 

직원 대출 제도, 각종 경조금, 동호회 활동비, 출산 장려금, 간식비 

Go Welfare



성장을
응원합니다.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바쁜 업무에
쉼표를,

청년국가지원

자율복장, 사내 동호회 운영, 사우회(경조사회) 운영, 회식강요 안함, 야근강요 안함

연차, 반차, 여름휴가, 생일반차, 경조휴가제, 근로자의 날 휴무, 징검다리 휴일 단체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 동행카드(교통비 지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금리1.2%),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금리1.5%) 등

신입사원 교육(OJT), 직무능력 향상 교육, 멘토링 제도, 독서 경영, 본인 학자금 지원, 

해외 출장·해외 주재원 근무의 기회, 순환 근무 제도

파나시아의 복리후생
Go Welfare



높은 목표를 향해 과감한 도전을 즐길 줄 아는 
창의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 정보Vision

Job

Cultur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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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부 2 실 3 해외법인으로 구성

리트로핏사업본부

리트로핏팀

품질보증실

Q/A팀
Q/C팀
Q/M팀

해외법인

중국법인
일본법인
유럽법인

재무경영실

회계팀
재무팀

경영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팀
인사총무팀
IT전략팀
시설관리팀
ECS 구매팀

BWTS/TLGS 구매팀

자재조달팀

스마트기술본부

ECS 설계팀
BWTS 설계팀
전계장 설계팀

스마트생산본부

핵심부품 생산관리팀
생산운영관리팀
생산기술팀
물류관리팀

스마트서비스본부

시운전팀
A/S팀
서비스개발팀

연구개발본부

ECS 연구팀
전기전자연구팀
시스템제어연구팀
IT연구팀
기술팀

마케팅본부

마케팅팀

Join Us!



경영전략기획본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경영방향 제시, 거시적 경영 환경 분석과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전산 시스템 관리, 시설 관리, 구매, 

인재 채용 및 육성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를 담당하는 본부입니다.

거시적인 시각, 분석적 사고력, 전략 수립 및 기획 능력, 문제해결 능력, 외국어 활용 능력, OA 활용능력선호 역량

추천 학과 경영학과, 시스템정보학과, 광고홍보학과, 어문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다수

회사의 각종 경영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원하며, 전 임직원이 최적의 근무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구개발본부

신규 R&D 아이템 발굴 및 정부지원 R&D 과제를 수행하며, 기술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대외 창구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와 해양수산부에서의 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입니다.

기계공학 지식 및 사용능력, 공정설계 지식 및 사용능력, 창의적 사고력

추천 학과 기계설계학과, 공업디자인과, 기계/자동차/조선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시스템공학과

선호 역량

신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장 및 전자회로, 시스템제어 등의 안정화를 위한 개발 및 테스트를 담당하며 제품개발에 선행되는 

기술조사 및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합니다.

View more



스마트기술본부

모든 선박에 맞춤형 제품인 Scrubber, BWTS, SCR 및 전계장(TLGS)의 설계를 제공합니다. 

수주 된 프로젝트의 승인 도면, 제작도면, 완성도면 및 각종 문서를 제작하는 업무를 하는 본부입니다. 

기계 및 도면작성 능력, CAD 및 NAVISWORKS프로그램 활용 능력, 전기설계프로그램(EPLAN) 사용 능력선호 역량

추천 학과 기계설계학과, 공업디자인과, 기계/자동차/조선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이와 함께 제품의 형식승인, 제품 개선 및 원가 절감 등의 제품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생산본부

설계에 따라 각 제품의 품질규격에 맞는 생산을 진행하며, 국내외 환경·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생산부터 포장, 유통까지 

효율적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본부입니다.

전 제조공정에 ICT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관리(MES) 및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스마트 공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 및 재료 공학 지식, 문제해결 능력, 자동화 기기 활용 능력 , 공학 관련 지식

추천 학과 기계/자동차/조선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생산물류유통학과, 생산시스템학과

선호 역량

View more



스마트서비스본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후,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본부입니다.

보증기간 동안 문제 발생 시 해당 호선에 방선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점검, 수리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보증기간이 종료된 선박에 대해서도 사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원활한 이해 조율 능력, 엔지니어링 이해 능력선호 역량

추천 학과 글로벌서비스경영학과, 서비스학과, 기계/자동차/조선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당사의 제품을 설치하는 현존선에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올바른 설치 여부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인계하는 본부입니다.

현존선에 설치되는 Scrubber와 BWTS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며, 설계 방선을 통해 해당 선박에 대한 

최적의 장비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공사 전반의 견적서를 작성합니다. 선급 승인 도면 및 설치공사에 필요한 제작도와 설치도를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선박에 대한 이해도, 엔지니어링 이해 능력, 기계 및 도면작성 능력, CAD 및 NAVISWORKS프로그램 활용 능력 

추천 학과 기계/자동차/조선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선호 역량

리트로핏사업본부

View more



마케팅본부

국내·외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본부입니다. 

신규 공사건을 수주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여 사업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현지 문화와 환경 변화 및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추후 교체품에 대한 추가 발주를 관리하며 전체 발주 내역(reference)을 관리합니다.

외국어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전략 수립 및 기획 능력, 사업 관련 문제 진단 및 해결 능력선호 역량

추천 학과 어문학과, 경영학과, 유통경영학과, 무역학과, 마케팅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어문학과, 경영학과, 유통경영학과, 무역학과, 마케팅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해외법인

중국 · 일본 · 유럽 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설비 기업으로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킵니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인재에게 각 법인 별 해외 주재자로서의 근무 기회가 주어집니다.

외국어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분석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협상능력, 글로벌 트랜드 감각

추천 학과

선호 역량

View more



재무경영실

회사에 경영방침에 따라 재무·회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하는 실입니다.

경영방침 및 조세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납부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 납부합니다. 

또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로는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외부 회계감사 수검, 

회계전표 관리, 내부회계 관리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재무 및 회계 관련 지식, 분석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OA 활용능력선호 역량

추천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재무학과, 세무학과 

스마트품질보증실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요구 사항, 고객 요구 사항 등의 품질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고객 신뢰를 보증하는 실입니다.

제품이 생산에 들어가기 전, 품질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과 공정 과정의 정책, 목표 및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품질인증 시스템을 유지 관리를 하며 (Q/A) 원·부자재의 입고 단계에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생산 제품과 공정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시험하고 측정합니다. (Q/C)

문제 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각종 설비 사용 능력 우수자 (3D 측정기 등)

추천 학과 산업공학과, 품질관리과, 기계/자동차/조선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재료공학과

선호 역량

View more



채용 Process

모집방식

문의처
stlee@worldpanasia.com

E-mail

Recruit Page

https://worldpanasia.recruiter.co.kr

Homepage

www.worldpanasia.com

서류 전형

인적성

1차 면접
실무진 면접

최종 면접
임원진 면접

합격

Join Us Send Us



인재상

파나시안의
3가지 마인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도전을 준비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인재

자아 존중감이 높아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글로벌 인재

독특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며 
이를 통해 타인에게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인재

P Attractive Noble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마켓 리더
로서 소속된 조직에 변화를 주도하
고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과 실력, 
통찰력을 갖춘 인재

목표 달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않는 건강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을 겸비한 인재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성장하고 
전문가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

Ability 

Strong Influence

항상 밝고 명랑한 표정과 자세로 
실패를 두려워 하지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

Alive

assion

끈기와 인내심프로정신Professional Patience

3P MIND 와 PANASIA SPIRIT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

적극적 사고Positive

3PMIND

PANASIA SPIRIT



‘파나시아’와 해시태그하다

#꿈 #성장 #소통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