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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회사개요 및 연혁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공인노무사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연혁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회사 개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4번 출구) 소재

회사명

위치

조태호 대표 공인노무사대표자

2002. 5. 13.설립일

공인노무사 8명구성원

H.P.
I&C컨설팅그룹 (www.iandcompany.co.kr)

노무법인I&C (www.i-labor.co.kr)

 I&S 비즈니스 그룹 설립
(법률, 노무, 법무, 회계/세무,전략)2000년

2002년

2008년

 I&S 노무법인설립

 I&COMPANY 컨설팅 그룹 설립
(HR/노무)+(경영전략)+(경영혁신)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사명 변경

2014년
 노사발전재단 『내 일 희망 일터

혁신』 우수 컨설팅기관 선정

2015년
 노사발전재단 『내 일 희망 일터

혁신』 우수 컨설팅기관 선정

 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 컨설팅기관 선정

http://www.iandcompany.co.kr/
http://www.i-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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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 진단 및 규정/임금 정비 Consulting

•  비정규직 / 도급운영개선 Consulting

• 노사관계진단 및 개선전략 Consulting

• 노동조합 대응(노동쟁의/단체교섭 등)

• 구조조정 / 근로시간 유연화 Consulting

•  이해 관계자 및 위험요인 분석

• 변화 영향도 예측 및 적용 시나리오 제시

•  Action Plan 및 주체별 Role & Responsibility 제시

•  커뮤니케이션 / 홍보 방안 수립

•  사내 Opinion Leader 대상 Facilitator 양성

•  상시 자문 서비스 (노동법, 노사관계, 인사노무관리)

•  노동사건 대리 (해고, 산재, 임금체불, 4대보험료)

•  강의, W/S Facilitator 수행

•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검토/개정

•  급여, 4대보험 Outsourcing

• 임금체계 분석/개편 등 보상체계 설계 Consulting

• 직급체계 및 조직/직무 재설계 Consulting

•  조직진단 및 인사전략 Consulting

•  인원/인건비 효율화 Consulting

•  (성과/역량) 평가체계 설계 Consulting

노동법 / 노사관계 컨설팅

변화관리 컨설팅

노무법인 고유 업무

HR 컨설팅

노무법인

I&COMPANY

업무 영역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는 노무법인 고유 업무인 【노동법/노무관리 자문 및 사건 대응】 뿐 아니라, 

【 HR / 노사관계 컨설팅】 및 【변화관리 실행 컨설팅/특별자문】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Ⅱ.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업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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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특/장점

당 법인은 (1) 풍부한 자문/프로젝트 수행 경험, (2) 프로젝트 실행력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자문 연계, (3) 기업

출신 노무사의 전문성과 현업 이해력, (4) 내부 구성원들의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 (5) 

Labor 전문 Law Firm, 회계(세무)법인, 타 분야 Consulting Firm과의 네트워크 등의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제조/외국계/공공 등 다양한

기업 규모와 업종, 인력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테마에 대하여 풍부한

자문/사건/프로젝트 수행 경험 보유

풍부한 자문/프로젝트 수행 경험

• 테마에 따라 노동전문 Law Firm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및 회계/세무법인, 

경영전략/혁신 컨설팅 Firm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전문 Firm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 프로젝트 이후 Pilot Test 지원, 

변화관리 프로젝트, 사건 대응, 

워크샵 퍼실리 테이팅, 자문 연계 등을

통해 실행력 제고

프로젝트 후속 실행력 제고

• LG디스플레이, 서울성모병원, LG엔씨스,

한국저작권위원회, 현대자동차, 금호 등

기업 인사/노무부서를 경험한 컨설턴트

겸 노무사 들의 현업 이해력을 바탕으로

전문성 발휘

기업 경험 컨설턴트의 전문성/이해력

• 독립채산제나 하도급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컨설팅사와 달리 전문 분야 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탕으로 중간계층

의 결속이 강한 내부 조직구조 구축

내부 구성원들의 강한 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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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를 구성하는 공인노무사 8인의 주요 Profile은 아래와 같습니다.

Ⅳ.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주요 구성원 Profile (1) 전체 구성원 Profile

성명 직위 최종학력/경력 (최근) 주요 프로젝트/사건 수행 경력

조태호 대표 노무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 전경련 국제경영원
• 이노비즈협회 전문 강사

 코스콤 ER 프로젝트 PM, 노사관계 관련 노동위원회 사건
 산업연구원 ER 프로젝트 PM
 Metlife ER 프로젝트 PM, 노동위원회 사건
 IBK시스템 노동법 프로젝트

장명현 부대표 노무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 EMBA
• (前) LG디스플레이 노경협력팀
• 전경련 IMI 국제경영원, 한국인사
관리협회, 중앙경제HR교육원, 
한국경총 및 기업체/대학 출강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사외
인사위원회 위원

 현대자동차, 한국투자증권 ER 프로젝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금프로젝트 PM
 ㈜LG, IBK시스템 노동법 프로젝트 프로젝트 PM
 공항철도, 하나캐피탈 ER 프로젝트 PM
 엔씨소프트 노무관리진단 프로젝트 PM
 쿠팡 및 자회사 노무관리 진단 및 개선 프로젝트 PM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철도 노사관계 프로젝트 , 적정인력 프로젝트 PM
 LG디스플레이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프로젝트 수행

박홍인 책임 노무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前)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인사팀/원무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 주택도시
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임금프로젝트

 공항철도, 하나캐피탈, 한국투자증권 ER 프로젝트
 엔씨소프트/엔씨소프트 자회사 ER 프로젝트
 쿠팡 및 자회사 ER 프로젝트

김종진 책임 노무사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 일본 큐슈 대학원
• (前) 금호 아시아나 노사대책팀장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적정인력 프로젝트
 동서리서치 노동법 프로젝트 PM
 팜스코 고용창출 프로젝트

문소연 선임 노무사
• 충북대학교 경영학 석사
• (前) 파주시청 노동정책팀

 LGU+ ER 프로젝트
 서울주택도시공사 프로젝트

최혜민 선임 노무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 대학원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前)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한국해양조사협회 임금 프로젝트
 천주교 수원교구 임금 및 노무관리 개선 프로젝트
 KTC 평가 제도 개선 프로젝트

김 진 선임 노무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前) LG엔씨스, 상명대 근무

 LGU+ 노동법 적정성 진단 프로젝트
 펍지 노무관리 진단 프로젝트

황태영 주임 노무사
• 한국항공대학교
• (前) 현대자동차 노무관리

 뉴젠팜 임금/규정정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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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현 노무사는 한국인사관리협회, IMI 전경련 국제경영원, 중앙경제HR교육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총 등
출강 및 월간인사관리/노동법률 기고 등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Ⅳ.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주요 구성원 Profile (2) 장명현 노무사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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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과 현재 정기 노무자문 계약 중에 있거나, 프로젝트 및 강의를 수행하였거나, Case별 업무를 위탁하는
주요 고객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주요 업무경험 및 Clients 현황

서비스업

IT

외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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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건설업

공공기관
및 협회

당 법인과 현재 정기 노무자문 계약 중에 있거나, 프로젝트 및 강의를 수행하였거나, Case별 업무를 위탁하는
주요 고객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규모 기업 및 단순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고객사는 제외함

Ⅴ.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주요 업무경험 및 Clients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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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업무 수행 시, Customizing support를 위해 회사의 특성과 이슈를 신속히 이해하고 담당자와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초기 Workshop 실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신속/정확한 자문 대응 및
정보 제공, 근로감독 시 대응 및 정기 간담회 실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문 방식(자문료 포함 범위)

회사 Customizing을 위한 초기 Workshop

• 회사 HR 특성 이해를 위한 규정, 계약서 등 공유

• 담당자와의 상견례 미팅을 통한 현황 및 이슈 청취 / 공유

다양한 방식의 상시 자문

• (요청 시) 방문 상담

• 이메일/유선/SNS를 통한 질의 회시

• 긴급 사건(산재, 노사관계 등) 발생 시, 초기 대응

[단, 사건 대리/위임은 별도 비용 청구] 

본사 근로감독 시, (사전/당일/사후) 수검 대응

• 근로감독 예고 시, 사전 점검/개선 대응

• 근로감독 시 수검 (요청 시, 배석 대응_별도 비용 청구)

• 근로감독 후 조치

- 비상 상황 조치 : 대관 업무 등 수행

- 일반 상황 조치 :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 지원

사전 법률 정보제공 (귀사에의 영향 분석)

• 다양한 형태의 동향 Report  사전 제공

• 노사 Focus 월간 잡지 제공

HR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 간담회 실시

• 분기/반기 별 간담회 실시 (테마 예시) 

- 1Q : 해당년도 주요 법률 개정안 설명

- 2Q : 근로감독 대비 자율점검

- 3Q : 하반기 주요 법률 개정안, 예상 이슈 설명

- 4Q : 해당년도 주요 이슈 및 판례 리뷰

[강의 시, 별도비용 청구]

Ⅵ.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자문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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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적용의 적법성 및 노사관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문의 범위는 [1] Compliance 확보를 위한 자문, 
[2]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관계 자문, [3] HR 제도 기획/운영 상 효과성 제고를 위한 HR 자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Ⅵ.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자문서비스 개요

 목적 : 노동법 Legal Issue에 대한 정확한 사전 예측 & 사후 대응으로 Compliance 확보

 주요 내용(예시)

- 노동법 개정 및 사회적 이슈 발생 시, 귀사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징계(해고, 권고사직 포함) 시, 적법성 확보 (징계 사유/절차/양정) 방안 제시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산재 사건 등 발생 시, 효과적 대응방안 제시

- 채용에서 퇴직까지 HR Process상 법적 이슈 관리

- 규정 및 계약서/각종 서식의 정합성 관리

Compliance

 목적 : 귀사 노무관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협력적 ER 관계 구축

 주요 내용(예시)

- 귀사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 제시

- 다양한 계층/직종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하간/부서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위한 의견 제시

- Trouble Maker를 관리하여 ER Risk를 예방하고, Opinion Leader를 양성하여 건강한

ER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견 제시

ER 관계
자문

 목적 : 노동법/노사관계 외 HR 제도 기획/운영 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문

 주요 내용(예시)

- 인사제도 기획/운영 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의견 제시

(평가 공정성 제고, 보상 효과성 제고, 인원/인건비 관리, 직제 개편 등)

HR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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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수행할 경우 기업 인사/노경팀 출신으로 각종 프로젝트 및 자문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노무사 2인이

공동 담당 노무사가 될 것이며, 자문료는 “근로자 수” 및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책정될 예정입니다.

Ⅵ.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자문서비스 개요

자문 수행 주체 자문 비용

【(참고) 당 법인의 사업장 현황 별 표준 자문료 기준】

장명현
부대표 노무사

Main
담당자

【구분】 【담당자】 【R&R】

OOO
선임노무사

Sub
담당자

조태호
대표노무사

Contin-
gency

• 자문 업무 총괄

• 1차 / 직접 자문 담당

• W/S 및 간담회 주관

• 근로감독 수검 대응

• Main 담당자 부재 시 sub

자문 수행

• 실무자 자문 업무 수행

• 긴급상황 발생 시 자문

- 대관업무 필요 시

- 노사관계 발생 시

- 산재 발생 시

자문비용으로 [월 만원]을 책정하여 제안드림.

※ 근로자 수, 노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자문료 책정

※ 영문 번역 시, 전문 번역공증회사를 통해 번역 진행하며, 

별도 비용 실비 청구

※ 초기 Setting(노무진단 및 임금/규정 정비) 비용은 제외

기준임.

구 분 노조기업 무노조 기업

10인 미만 50만원 20만원

10인 이상 ~ 30인 미만 60만원 30만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70만원 40만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80만원 50만원

300인 이상 ~ 500인 미만 90만원 60만원

500인 이상 ~ 1,000인 미만 100만원 70만원

1000인 이상 협의 100만원

근로자수 자문료(/월),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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