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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경영계

노동계

노무법인

돌 담 노무법인돌담은전문적인 자문업무를 고도화시키고 고객의 Needs를파악

하여 고객감동을 모토로 매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사건은 물

론 인사전략수립과 혁신을 위한 다수의 경영컨설팅 경험을 가진 인사, 조직, 

노사관계 전문 컨설팅 사 입니다.

노무법인돌담은합리성과 공정성을 기본으로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

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담 서비스의 강점 노무법인 돌담은 사내임직원 참여 및 통합솔루션을 통해 즉시 실천가능한 Action Plan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철학

사내 임직원 참여

임직원과 함께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안을 모색

사내전문가 육성

통합솔루션

이론적 접근방법과

진단적 접근방법을 병행

종합적이고 최적화된 개선안

Action Program

즉시 실천가능한

액션 프로그램 제시

용이한 사후관리



컨설팅 소개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컨설팅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및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 수립, 평가(인사 고과)제도 설계 및 제규정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컨설팅 소개장시간근로개선컨설팅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 및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설계 및 제규정(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컨설팅 소개임금직무체계개선컨설팅

기업 인사관리의 핵심인 임금 및 직무체계(직위, 직급)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으로서 컨설팅 수행과정에서 제규정(취업규

칙, 근로계약서)을 정비하여 기업 인사노무관리 체계의 기초를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노사 WIN-WIN

협력적 노사관계

전문기관

노사 조직 갈등

조정 중재

전문 기관

인사노무컨설팅

전문기관

•시흥시 노사민정 협의회 촉진활동 및 연구용역 수행(2013)

•충남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연수교육 등(2012)

•한국 소방산업 기술원 등에서 교육(2011)

•대한지적공사 등에서 교육수행(2010)

•고용노동부_노사발전재단 작업장혁신사업 수행(2010)

•고용노동부_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작업장혁신사업 참여 및 노사파트너십 교육사업 수행(2009)

•2013년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사례 발표(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사업)

•2012년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컨설팅성공사례 발표(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컨설팅)

•2013, 2012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컨설팅 수행

•2011년, 12년 2년 연속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 최우수상 수상

•한국EAP협회 등 2개사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 수행(2011, 노사발전재단)

•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등 3개사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 수행(2010, 노사발전재단)

• ㈜ 골드필 등 3개사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 수행 (2009, 노사발전재단)

•브링스코리아, 한국도시가스공사 갈등해결 교육(2013)

•사회복지협의회 등 교육(2012)

•대구 노사민정 노사협력 사업 수행(2011)

•충남 노사민정 노사협력 사업 수행(2009)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고용노동부 한국 근로기준 협회 제1회 사적조정인 양성 아카데미 아카데미 수료(2006)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제1회 “조정전문가” 과정 수료(2009)

노무법인 돌담 소개 노무법인 돌담 자격 및 활동



사회복지기관
전문기관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기업교육
전문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수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사노무 전문강사 (2012년, 2010년 우수강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교육

•(사)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 및 사회복지기관 운영위원

•고용노동부_고성과 작업장혁신센터 시흥가정봉사원파견센터 비정규직 컨설팅

•2012,2013년 일터혁신 전문 강사

•한국표준협회 경영전문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법률 전문강사

•한국철도 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전문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전문강사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전문기관

(근거 :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한국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 협회 감사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전문강사

㈜LG, ㈜두산,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동서식품 등에서 성희롱예방교육

학교인사노무
전문기관

•학교기업 연수교육(2012년)

•한국산업기술재단 자문위원 “학교기업” 인사노무자문(2007)

•경기도 행정직원 교육(2008, 2011)

•고용노동부_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성공회대학교 비정규직 컨설팅(2009)

노무법인 돌담 소개 노무법인 돌담 자격 및 활동



주요

자격 및

경력 사항

•공인노무사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
•공무원노사관계교육 전문강사
•협상 전문가

•대우자동차 판매(회계, 영업, 감사)
•노무법인 돌담 대표(현)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현)
•(사) 시흥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이사(현)
•한국 공인노무사회 이사(현)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2010, 2011 2년 연속 우수 컨설턴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사노무 전문강사(2010년 우수강사 )
•한국 사회복지 협의회 인사노무 전문 강사 (2011년 우수강사)
•한국 표준협회 경영전문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법 전문강사(현)
•노동행정연수원 전문강사(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 프로보노
•노사발전재단 노사민정 촉진위원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 복수노조 자문위원

성 명

학 력

박형준 대표

•성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인력경영 컨설팅) 석사 수료

구성원 소개



주요

자격 및

경력 사항

•공인노무사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
•동양노무법인 대표노무사(전)
•노무법인 돌담 부대표(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임강사(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문위원(현)

•1998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998-2002 당산 공인노무사 사무소장
•2002-2007 동양노무법인 대표
•2007-현재 노무법인 돌담 공인노무사
•2008-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성희롱예방교육 전임강사
•2010 한국양성교육진흥원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
•2011-현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타 교육국 전문위원

•출강이력
-기업 이민정책연구소, 디스법률보상(주),통일그룹,이안디자인, 병원관리자협회 등
-학교 성공회대학교,성남정보고등학교, 발산중학교,범박고등학교, 대부고등학교등 학교
-공공기관 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인천, 남부지사 등
-관공서 서초경찰서, 강서경찰서, 영월 경찰서, 서대문, 송파여성인력개발센타 등

성 명

학 력

이미옥 부대표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구성원 소개



주요

자격 및

경력 사항

•노무관리사 (한국능률협회)
•한국공인노무사
•HRM 전문강사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개선,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수행
•임금/보상제도, 평가제도 설계 컨설팅 다수 수행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상 수상(2012)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표창(2012)
•한국공인노무사회 HRM 전문강사
•한국표준협회 KSI 전문가 평가위원

•노무법인 돌담- 기업경영컨설팅, HRM 전략 수립, 인사노무관리 자문
•오픈베이스 전략기획실장 - 자금조달운영 및 투자전략 수립, M&A 전략 수립 및 수행
•오픈베이스 경영지원본부장 - 경영기획관리, 재무관리 총괄(회계, 자금, 세무 전반), 경영지원(인사,총무,영업관리

등), IR/공시, M&A 전략 수립 및 수행
•이미지시스템 기획실장- 회계전반 총괄(결산, 원가계산, 재무제표작성 및 분석), 세무신고, 자금관리, 경영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대우자동차판매 기획관리 담당- 사업기획 담당(판매 유통구조 검토 및 개발), 인사기획담당(인사제도 개발 및

대 노조 전략 수립)

성 명

학 력

박기재 수석노무사

•경희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사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석사논문: “독일 중간계급의 정치적 동향에 관한 연구”
•KAIST경영학부 석사 -석사논문 : “Valuation of an IT project using the real options analysis 
:focusing on the case of a Korean IT venture firm”

구성원 소개



주요
자격 및
경력 사항

•공인노무사
•HRM 전문강사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개선,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수행
•임금/보상제도, 평가제도 설계 컨설팅 다수 수행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 기출해설(문형사, 2012) HR 파트 편저

성 명

학 력

박진구 노무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구성원 소개

주요
자격 및
경력 사항

•공인노무사

성 명

학 력

홍수진 노무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축적된 경험과 고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모토로 제공되는 노무법인 돌담의 컨설

팅, 자문서비스, 사건대리 서비스를 통하여 인사노무 제반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과 효율적인

임금, 직무구조 등 HR체계 개선, 생산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통하여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이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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