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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HR Avengers 

스타트업 일수록 HR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삼성화재)과  

스타트업(쿠팡, 우아한형제들, 넷마블게임즈, 옐로모바일),  

그리고 컨설팅(삼성경제연구소)을 모두 경험했으며,  

특히 급성장하는 스타트업 조직과 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 연세대학교 MBA 석사 I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대기업(삼성전자), 중견기업(한온시스템),  

스타트업(하이퍼커넥트),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

(Mercer Korea)에서 HR실무와 컨설팅을 경험했으며,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HR솔루션을 찾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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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지난 1년간 우리는 스타트업 HR니즈를 확인했습니다 
(35개사) (29개사)

고객사의 인력규모 비중 (2019년도 기준, 회사 수) 

 29개 (83%) 

 1개 (3%) 

 2개 (6%) 

 3개 (8%) 

10~30명 

31~50명 

51~100명 

10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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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HR Avengers는 사내 인사팀의 역할을 대행합니다 
(헤드헌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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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구 분 HR AVENGERS 노무법인 컨설팅펌 사내 HR Manager 
( 3~5년 경력직 기준 ) 

조직설계 ● ◐ ● 

채용지원 ◐ (서치펌 연계 가능) ❌ ❌ ● 

성과관리 ● ◐ ● 

보상** ● (Payroll 제외) ● (Payroll 가능) ● 

실무 및 운영지원 ● ❌ ❌ ● 

노무진단 및 관리 ● ● ❌ ◐ 

* 당사의 경우 노무법인, 서치펌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보상의 경우 기본급, 성과급, Stock option 등 보상제도 설계와 운영방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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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Domain 

스타트업의 성장과 안정에 필요한 HR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조직구조와 운영전략 

인재상과 입퇴사 프로세스 리더(평가자) 커뮤니케이션 

성과관리와 다면진단 기본급과 인센티브, 주식보상 

임금 수준 진단 (Market Data Survey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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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ed HR Consulting 

인터뷰(Web/상담) ▶ 제안서(범위/일정) ▶ 컨설팅 순으로 진행됩니다 

RFP 또는 인터뷰를 통한 니즈 파악 프로그램 제안 컨설팅 (업무범위에 따라 투입시간(20~80H) 산출) 

+ 회사 평판 분석 

현황분석 
이슈도출 

사례조사 대안제시 
의사결정 
운영지원 

RFP 
(Request for 

proposal) 

사전 인터뷰 상담문의 
Project 
Scope 

가격 Schedule 

Client의 구체적인 이슈와 문제점, 

PJT를 통한 기대수준 확인 

Client의 니즈를 HR 용어로 변환, 

구체적인 업무영역 확정 

계약 체결 및 착수 준비(자료요청 등)  HR 전문가의 관점에서 현행 HR운영/제도의 이슈와 잠재적인 

Risk를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슈 또는 동종업계, 국내외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내부 임직원 대상 커뮤니케이션 및 실무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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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① Survey_Analysis (Web/Mobile) 

「디지털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 내부를 즉시 진단합니다 

* 홈페이지, https://hravengers.co.kr 

* 3가지 (조직문화, 인사체계, 노무관리) 진단도구를 활용하되, 필요 시 임직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https://hraveng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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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② On-line Dashboard (Web/Mobile) 

「대시보드」를 통해 컨설팅 진행관리와 Q&A가 가능합니다 
https://hravengers.co.kr/ 

각종 규정과 인사서식 개선 프로세스 정보 (채용, 노사, 평가, 보상) 컨설팅 진행과정과 자료관리 실시간 질의응답 (Q&A) 

https://hraveng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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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③ HR Guideline 

HR DB에 기반하여 최적의 솔루션과 가이드를 도출합니다 

※ 실제 기업(스타트업)의 진단 및 분석결과(Stage 1, 2, 3, 4, 5)에 따라 차별화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립 후 연차 

인력규모 

실제 스타트업 

(매출규모 추정값) 

스타트업 생애주기(가설) 

(연차별 인력규모 증감추이) 

스타트업 생애주기(실제) 

직무기반 조직운영 
(직무기술서, 직책/호칭, 조직구조 등) 

역할기반 성과관리 
(핵심가치, 인재상, 동료평가 등)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 
(임금Table, 성과급, Stock 등) 

HR프로세스 (재)정비 
(t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서류완비) 

* Customized HR Guideline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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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ing 

프로젝트 범위와 투입시간에 따라 가격 제안이 달라집니다.  
제안드린 업무범위 중 고객사가 생각하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알려주시면 일정과 투입시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예시는 새로운 HR제도 설계 보다는 진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가격 제안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예시 1 ]  과제 3.(조직구조 및 운영전략) + 과제 5.(성과관리제도) 투입시간  가격 (VAT 별도) 

조직 및 인력 특성에 맞는 조직구조와 운영전략을 수립하되,  

업무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 성과관리 운영에 필요한 Template, 임직원 Communication 자료를 지원합니다. 

20시간 ~ 
600만원 ~ 

(20H ~ * 30만원) 

* 단, 예산에 맞게 업무범위 선택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컨설팅서비스는 시간당 30만원 기준입니다. 

 [ 예시 2 ]  6번 (기본급 설정과 연봉 조정방식 개선) 투입시간  가격 (VAT 별도) 

조직 및 인력 특성에 맞는 보상제도 운영기준을 수립하되, 

Market 임금 수준 조사를 통해 기본급과 인센티브 구조를 진단하고 개선합니다. 
10시간 

300만원 

(10H * 30만원) 



Appendix. Customized HR Consulting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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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별 HR니즈에 따라 진행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젝트 입니다. 
* 조직운영과 성과관리, 보상제도 중 기업의 니즈에 맞게 HR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세부 업무영역과 비용은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Sample] 프로젝트 범위와 목적 

조직구조와 운영전략 + 성과관리제도 연봉테이블과 연봉 조정 

 사업특징과 전략방향, CEO의 Needs을 

반영한 조직구조 설계 

 의사결정, 직급/직책단계 등을 고려한 

운영전략 수립 등 

 성과관리(평가)제도 설계 

- 구조, 프로세스, 항목, 결과활용방안 등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Template, 

임직원 Communication 자료 지원 

 보상 운영기준 수립 

-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지급 기준, 각종 수당, 

스톡옵션 등 

 Market 임금 수준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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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se] ① 조직운영 : 직급 & 승진제도 (패션, 물류, 제조) 

직급체계 변경 

승진에 따른 연봉인상 방안 개선 

승진기준 강화 

 차장  부장 승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부장진급 

대상자들의 불만 고조 (기존 부장 = 팀장) 

 사업의 가파른 성장으로 기존에는 승진주기가 3년 

내외로 빠른 편이었고, 고직급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구성원 동기부여 측면에서 직급체계 개선이 요구됨 

 (As-is) 조직별 승진대상자 추천  CEO 및 HR 

Review 형태로 운영 

 조직장 추천 외 다른 심사기준이 없어 

CEO의 승진 의사결정 부담이 높음 

 승진에 따른 연봉인상 재원이 전체 연봉인상 재원에 

포함되어 있어 매년 승진에 따른 인상률이 달라짐 

 승진기준 강화 및 직급체계 변경 시 승진에 따른 

연봉인상 방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황 

승진원칙 수립 

 “역할(role) 확대  승진” 

 “상위 직급일수록 승진은 더 어렵게” 

 “조직성과와의 연계” 

직급체계 대안 모색 (국내외 Trend 및 사례조사) 

Data Simulation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과거 History 및 현재 직급별 

연봉분포 분석 

 승진 시 직급별 연봉인상률 

Simulation 

승진기준 및 심사 Process 수립 

직급단계 추가, 직군별 직급명칭 변경 

직급별 승진인상률 차등 적용 

 Da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급별 승진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되 

전체 연봉인상 재원에 따라 조정가능하도록 결정 

 직급별 승진기준 수립 

 승진심사 절차를 도입하여 

CEO의 승진 의사결정 부담 

경감 

 승진적체 해소 및 신입사원 

동기부여를 위해 직급단계 

추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직군의 직급명칭 변경 

| 프로젝트 주요 이슈 | 개선 방향 및 대안 모색 | 의사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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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se] ② 성과관리제도 (핀테크, IT) 

| 프로젝트 주요 이슈 | 개선 방향 및 대안 모색 | 의사결정 결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 

OKR 도입 결정,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 

KPI 평가방식에 대한 실패 

 평가의 목적이 합리적인 

보상 차등을 위한 근거 

확보이므로 보상 관점의 

평가제도 수립 필요 
(육성/피드백 X) 

 성과급 지급을 위해 KPI 방식의 평가를 시도했으나, 

회사 차원의 KPI가 없다보니 구성원들이 목표수립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 

 결과적으로 KPI 평가방식은 실패 

 KPI 평가를 대체할 방법으로 OKR 도입 결정 

 내부적으로 Study 및 임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지에 대한 고민 

OKR을 활용한 평가제도 설계 

 이미 내부적으로 OKR 도입을 결정한 상황 

 평가제도로서 OKR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조사 및 OKR 도입 시 운영방법에 대한 소개 

 OKR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역량/리더십에 대한 

평가방법 제안 

철저하게 보상 관점의 평가제도 수립 

최종 평가결정은 Session 형태로 진행 

OKR + 역량  종합평가 

평가결과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에 활용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수준 차등 

 성과급은 OKR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평가자 간 눈높이 조정 및 

조직 간 형평성을 고려, 

Session 형태의 평가결정 

방식 도입 

 성과에 대한 평가는 

OKR을 중심으로 하되, 

역량평가로 보완 

 OKR과 역량을 고려, 

최종 평가등급 도출 

 창업 후 10년 간 기본급 중심 보상 

 고정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성과급 중심 보상을 위한 

평가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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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se] ③ 보상제도 (IT) 

| 프로젝트 주요 이슈 | 개선 방향 및 대안 모색 | 의사결정 결과 

업계 적정 보상 수준 

핵심멤버 대상 스톡옵션 지급 고민 

지금까지는 기본급 중심 보상, 성과급 도입 희망 

 시장 임금수준 조사를 통해 

현재 임직원 보상수준 분석 

 직군/직급별 경쟁력 분석 및 

경력입사자 처우결정 시 

참고자료 제공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 상황 

 고정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성과급 중심의 

보상운영을 지향하고 있지만 제도설계에 어려움 

 Business에 필수적인 멤버를 대상으로 스톡옵션 

지급을 고민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는 부족 

 스톡옵션의 개념과 도입 시 유의사항, 사례 등에 대한 

소개 희망 

다양한 성과급 운영 방식 사례조사 

 

Market 보상수준 조사 

스톡옵션 포함 다양한 주식보상 방법 소개 

 스톡옵션 포함 다양한 

주식기준 보상의 개념과 특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소개 

 스톡옵션 도입절차 및 관련 

법률 설명(정관, 상법 등) 

내부 Data를 통해 지급수준 고민 후 도입 

직군/직급별 Pay Band 설계 

투자사/변호사 자문을 통해 스톡옵션 도입 결정 

 스톡옵션 발행을 위해 투자사와 협의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정관 개정 및 계약서 준비 

 다양한 성과급 지급 방식 중 회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선택 

 다양한 내부 지표를 검토하면서 적합한 기준과 적정 

지급수준에 대해 검증하기로 함 

 시장 임금수준을 참고하여 

직군/직급별 Pay Band 수립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진행 

 업계 적정 보상 수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처우산정에 어려움 

 내부 구성원 연봉인상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고민 



Appendix. HR Basic program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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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필요한 HR(인사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강의 혹은 세미나를 통해 스타트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HR(인사노무)정보,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공유합니다. (러닝스푼즈, DSC인베스트먼트, 창업교육기관, 한화드림플러스 등 강의실적 다수) 

[Program Case] ① HR Session (집합교육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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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Web-survey)과 분석(DB),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조직내부를 진단합니다. 
* 온라인 진단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임직원 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단, 시간당 30만원 추가 비용 발생)  

[Program Case] ② Demand Survey 사례 (설문과 인터뷰 기반의 조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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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부터 퇴사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HR 관련 제반 서류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서류/규정 등)들을 제안합니다. 

[Program Case] ③ HR 자문서비스 : 주요 자문영역 및 산출물 (Output Image)  

주요 업무 영역 주요 Output 

입퇴사 프로세스 관련 

서류적 완비 

 취업규칙 및 각종 계약서 양식 취업규칙(신고절차 포함), 근로/연봉계약서, 보안서약서 

 인사운영 관련 서류양식 휴가/휴직/복직신청서, 연차휴가 관리대장, 퇴직원, 징계절차양식, 수습평가서 등 

 제반 인사규정 경비사용기준, 전결규정, 임원보수/퇴직금지급규정 등 

인사운영 

가이드 

 채용면접 가이드 면접관 교육자료, 면접질문 Pool 

 신규 입사자 교육 (온보딩) 입사자 가이드 

 휴가 / 휴직 휴가제도 안내자료, 연차휴가사용촉진 Process, 휴직제도 운영 가이드 

 퇴직 퇴직 프로세스 안내자료 

 출장제도 (해외)출장제도 설계 가이드 및 사례 

 평가 수습평가 운영 가이드, 평가제도 설계 가이드, 간단한 평가양식 

 보상 경조사 / 4대보험 / 복리후생 / 스톡옵션 관련 안내자료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안내자료 (교육자료 및 양식 포함) 

기타 

 To-be 과제 제안 (맞춤형 제도 기획) 체계적인 HR운영을 위한 평가/보상 등 제도수립 과제 제안 

 HR 소식지 (월 1회) 주요 인사관련 정부정책 및 법률 변경내용, Best Practice 벤치마킹, 스타트업 HR 사례 등 

 HR 운영 자문 
내부 조직/인사운영 상 발생하는 제반 HR 이슈에 대한 자문 

(예: 징계/해고, 채용, 조직운영, 보상, 승진, 평가, 보상, 복리후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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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vengers의 기본(Basic)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었던 주요 사례입니다. 
*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이 각종규정과 인사서식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입퇴사 프로세스 전반에 걸천 (재)정비는 필수입니다. 

[Program Case] ③ HR 자문서비스 : 주요 사례 

HR프로세스 재정비 (입사~퇴사) Q&A (HR운영 자문) 서류양식과 가이드 

직원이 회사측에 손해를 끼친 케이스로 사직을 권고할 
경우 노동법 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XXX형태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어떤 법적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직원 수가 30명이 넘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과 

다른 회사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프로세스와 양식이 궁금합니다. 

사내 임산부가 발생하여 모성보호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검토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정규/수습/계약) 

연봉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퇴직원 경비사용기준 

징계절차양식 스톡옵션계약서 … 

| 각종 규정 및 인사서식 

| HR Guide 

채용면접 가이드 

징계절차 

경비지급규정 

연차휴가제도 

수습제도 

복리후생 

스톡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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