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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은 위성항법과 위성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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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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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LIG넥스원이 시작합니다

위성항법시스템 KPS 도입 필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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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人들의 일과 삶

위성항법시스템 GPS, 한국의 독자적인

LIG넥스원의 준비과정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멘토링 후일담도 만나보세요. 2021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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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살아있는 역사
‘호크 유도탄 창정비’ 사업종료

여름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임직원들이 보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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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방위의 역사가 된 호크 창정비 사업 종료
소식과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리버스

Rookies들의 입사 수기, 해외로 떠날 수 있었던
사진들도 준비했습니다.

LIG NOW 2
세대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
-리버스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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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STORY 1
취준은 끝났지만 회사생활은 이제 시작
-신입사원 입사 수기

웹진 근두운 바로가기
www.geundu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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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경영 임원들이 MZ세대 임직원들에게 코칭을
받는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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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다시 떠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해외여행 언제 가봤니’ 이벤트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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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검색해도 알아서 찾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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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거나이즈 박현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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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눈으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봅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SAR, 항공기 탑재 AESA 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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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에서 즐기는 홈캉스를 위해
준비한 4가지 테마. 온라인 박물관부터 추리소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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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 실시된
스마트워킹 1.0. 준비과정부터 재택근무까지 생생한
후기를 들어본다.

34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상공간에서 소통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가 뜨고 있다.

22

여름휴가 시즌이지만 외식도 여행도 만남도

여름 특집
거리두기 4단계
집에서 즐기는 4가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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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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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LIG

LIG人과 독자들을 위한 읽을거리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기. 홈캉스로 집에서
LIG넥스원에서 디지털 혁신과 일하는

들어봤습니다. 여름 보양식의 의미에 대해서

LIG 인사이트
성공적인 경험, 새로운 발견
스마트워킹

산림경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28

방식의 변화를 위해 시범운영한 스마트워킹
1.0. 구성원들의 소감과 향후 보완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Culture & War’,
‘공존을 위한 고민’, 메타버스와 부캐를

소개하는 ‘트렌드 톡톡’도 놓치지 마세요.

CULTURE & WAR
보양(補養), 보양(補陽), 보양(保養)
조건을 맞춰야 진짜 보양식

공존을 위한 고민
“푸른 숲 보기 좋네”로는
부족한 이유
트렌드 톡톡
나는 메타버스에서
부캐로 다시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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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OOM
‘수동 음파탐지부표’ 연구개발 본격 추진 外

OPEN TALK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LIG넥스원이
시작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네비게이션에 의존해 자동차로 길을 찾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GPS가 중단되는 상황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GPS는 네비게이션은 물론 금융거래 등 국민 실생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시스템이지만,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위치정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왔다.
이제 우리도 남의 것을 빌려 쓰지 않고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가질 때가 됐다.
글. 편집실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GNSS)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다. 원래
폭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으나

1983년 KAL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민간에 무료 개방됐다.

사건 이전까지 항공기는 회전을 감지하는 자이로(Gyro), 위치

‘우주전략보고회’에서 KPS 사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는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

이동을 감지하는 가속도계로 구성된 관성항법시스템(Inertial
Navigation System, 이하 INS)으로 위치를 파악했다. 그러나

장거리 이동 시에 오차가 누적되는 문제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고
이후 민간에 개방된 GPS와 INS를 함께 사용하게 됐다.

현재 GNSS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GPS), 러시아(GLONASS),

중국(BeiDou) 세 곳으로 다른 국가들도 이들 국가의 GNSS를
이용하고 있다. GNSS는 위성, 지상국, 수신기(차량, 선박,

비행기)로 구성된다. 4개 이상의 위성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담은 메시지와 위성간 시간 동기된 전파를 수신기에 보내주면
수신기는 위성과 수신기 간의 시간과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수신기의 위치 정보를 표기한다. 이 과정에서 지구

대기권 전파 지연 등 우주 환경 때문에 생기는 오차를 보정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GPS도 지역과 대기 조건에 따라 오차가
5~20m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GPS 오차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줄일 수 있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 3기, 경사궤도 위성 5기 등 총 8기의 위성을
발사해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지역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주개발 분야 역대 최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하고 2035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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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위성 1호기 발사, 시범서비스를

강조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 계획

이날 발표에서 김지찬 대표이사는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이

부재한 한국은 미국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GPS
정보 제공이 중단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사용

KPS는 정지궤도위성과 경사궤도위성으로 구성된 위성시스템,

중인 휴대폰, 네비게이션, 금융거래 등이 일시에 멈추는 패닉

통합운영센터와 감시국 등이 포함된 지상시스템으로 구축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예정이다. 적도상공에 3개의 정지궤도위성이 위치하며 5개의

국가안보상의 필요와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경사궤도위성이 8자 모양으로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연속적인

KPS 사업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한민국이 K-우주시대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KPS는 현재 GPS와 동일한 일반 서비스를

여는 항공우주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포함해 보다 정밀하고 고도화된 6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것”이라고 얘기했다. “KPS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된다. 특히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센티미터급 서비스가 제공되면

다수의 위성이 필요하고 지상에는 위성관제센터와 감시국이

10cm 수준의 초정밀 위치서비스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6만 명의 국내 고용유발

UAM(Urban Air Mobility), 드론 등 4차산업에 활용해 국민 생활을

효과와 함께 7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우주, 국방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KPS 개발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하고 있는

위성항법보강시스템(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이하 SBAS)도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SBAS는 추가적인 위성방송

기술력을 바탕으로
KPS 사업에 도전한다

메시지를 사용해 GNSS의 위치 오차를 보정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LIG넥스원은 유도무기 개발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시계 오차, 궤도 오차, 전파 지연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상국에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접어야 했다. 그러나 이후 GPS 재밍대응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GNSS 위성은 우주의 환경조건으로 인해 위성
SBAS를 통한 보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기의 공항

정밀접근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KASS)을 구축하고 있다. KPS가 개발되면
KASS에 활용하기 위한 위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독자적인 항법위성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일본 등 6개 국가로 KPS가 구축되면 세계
7번째로 자체 항법위성체계를 보유한 국가가 된다. 정부는 KPS

구축 과정을 통해 국내 민간 우주산업 시장의 확대, 관련 전문가
양성 같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초로 네비게이션을 개발했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제대로
기술, 항법신호 생성/운용 기술, 위성통신 기술, 항법신호

송수신 기술, GPS 보정 항법 기술 등 위성항법과 위성통신 관련
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KPS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김지찬 대표이사는 지난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개최된 ‘우주전략보고회’에서 국내

뉴스페이스(New Space) 기업을 대표해 국내 우주·위성사업
발전과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독자항법시스템 ‘KPS’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범국가적 필수 과제”임을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항공우주산업은 연구개발(R&D) 역량이 회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연구개발 역량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LIG넥스원은 2007년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연구개발 역량평가의 국제적 기준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의 최고 단계인

레벨 5를 획득한 이후 5회 연속으로 글로벌 유수의 방산 기업과
같은 레벨의 R&D 역량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6년부터 40여 개의 관련기업과 함께 KPS 기반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지난 1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소형인공위성 공동연구개발을 포함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위성분야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LIG넥스원은 향후 KPS 사업 참여를
통해 획득하게 될 위성탑재체, 위성항법장비 기술을 활용해
기존 주력사업을 고도화하고 사업다각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독자적인
항법위성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일본 등 6개 국가로 KPS가
구축되면 세계 7번째로
자체 항법위성체계를
보유한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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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NOW 1

LIG넥스원의 역사와 함께 하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첨단 국산무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어준 ‘호크 유도탄 창정비 사업’이 마무리됐다.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미 유도탄 정비학교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확보한 유도무기 창정비 역량과 38년간 7,401발의 미국산 미사일
창정비 경험은 ‘천궁’, ‘천궁 II’ 등 첨단 정밀유도무기 개발로 이어졌다.

기술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시설투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미국 원 제작사로부터도 창정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사격통제장비, 레이더, 발사대 등 지대공

유도무기 주요 구성품의 체계통합 역량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리. 편집실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살아있는 역사

창정비 경험이
첨단 국산무기 개발로 이어져

‘호크 유도탄 창정비’
사업종료

수십 년간의 정밀 유도무기 창정비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중거리·중고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호크’ 실제 사격 장면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방위산업 해외연수 실시
LIG넥스원은 지난 7월말 호크 정비에 필요한 관급장비를

군에 반납하며 ‘호크 유도탄 창정비 사업’을 최종 종료했다.

‘호크 무기체계’는 저고도·중고도로 침투하는 적기로부터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유도무기 시스템으로, 우리 군에서는
1964년 첫 도입 후 다수의 성능개량을 거쳐 운용해 왔다.

1982년 주한미군이 운용해온 전용 설비인 TRMF(Theater
Readiness Monitoring Facility) 인수를 통해 유도탄

정비창으로서 역량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
2019년까지 38년간 총 7,401발에 달하는 ‘호크 유도탄

요격체계 ‘천궁 II’,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비롯한 첨단 국산무기 개발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MRO(정비·유지·보수) 역량 확보로 이어졌다. 미국산 미사일
창정비로 첫 사업을 시작한 LIG넥스원은 오늘날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우주항공 등 육·해·공 전 분야에서
국내·외에서도 각광받는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 양산하는
종합방위산업체로 성장했다.

LIG넥스원은 “소요군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 그리고 임직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미국산 미사일의 창정비 경험이 첨단

국산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생경했던 유도미사일의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선배와 동료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K-방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창정비’를 완수했다. 이후 보증기간 종료 및 관급 장비 최종
반납에 따라 오랜 기간 LIG넥스원과 함께한 ‘호크 유도탄
창정비’는 방위산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창정비는 전력화된 장비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부품 단위
하나까지 세부적으로 검사·수리해 최초 출고 때와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상위 정비를 말한다.

1970년대 우리 군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호크 및 나이키

허큘리스를 주축으로 하는 방공 유도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안정적인 전력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해 국내에서의
창정비 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1976년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체계였던 미국산 방공 유도무기의 창정비를 목적으로
LIG넥스원(당시 금성정밀공업)이 출범했다. LIG넥스원은

창사 이전부터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미 유도탄 정비학교를

대상으로 방위산업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우수 인재 확보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호크’ 창정비 현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유도미사일 ‘나이키 허큘리스’와
것이 새로운 경험이자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지만, 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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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
리버스 멘토링

LIG넥스원은 경영 임원들이 MZ세대 직원들에게 코칭을 받는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을 실시했다. 세 달에 걸쳐 최신 IT 트렌드 체험, SNS 제작 및 운영,
핫 플레이스 방문, 2030세대 문화·관심사 공유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이해의 폭을 넓힌 시간들을 따라가 봤다.
정리. 편집실

꼰대와 요즘 것들

719

높은 곳에서 보면 더 멀리 보인다

우리가 조금은 가까워진 시간

김지찬 대표이사, 이정호 연구원, 이현철 연구원, 김연주 연구원이

권병현 C4ISTAR사업부문장, 이재준 연구원, 이환철 연구원, 이은지

함께 한 ‘꼰대와 요즘 것들’은 독서 후 대화로 첫번째 모임을

시작했다. 새로운 세대인 90년대생과 함께 생존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90년생이 온다>, 세대 간 가치관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70년생이 운다>를 읽고 감상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번째 모임으로는 함께 야외로
나가서 드론을 조종해보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찬 대표이사 대화방에서 셋은 이모티콘으로, 나만 문자로
말하네 ㅠㅠ~ 음식점에서 셋은 “밥 빼고 다 좋아요”인데, 나만
밥 달라고 하네 ㅠㅠ~ 그래도 넷이 통하는 게 있네~ 다음 리버스
멘토링 언제죠?^^
@이정호 연구원(PGM연구소.3팀) 서로 다른 시대적 문화를
교류하며 차이를 이해하고 깊은 소통을 통해 서로를 공감할 수
있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이현철 연구원(C4ISTAR기계융합연구소.4팀) 신입사원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특별한 경험! 가르침보다 배움이 많았던 시간.
@김연주 연구원(L-SAM체계단.1팀) ‘회사의 대장님과 막내들이
만나면 공감대가 잘 형성될까?’라는 고민이 무색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맛집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며 사진 찍고 카톡방에서 펭수 이모티콘을 쓰며 종종
이야기를 이어 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활동은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이 끝나도 ‘꼰대와 요즘 것들’이
계속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야호

지금 뜨는 것에는 이유가 있더라
이건혁 PGM사업부문장, 박수정 매니저, 고경아 매니저, 이유진
매니저가 함께 한 ‘건야호’는 첫번째 모임으로 복합문화공간
‘피치스’를 비롯해 쇼룸, 미술관, 소품샵, 맛집 등 서울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장소들을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매니저들이 사업개발팀 소속이라 그런지 새로운 아이템들을
유독 관심 있게 봤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두번째 모임으로는

유연성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필라테스 원데이 클래스와 북카페를
방문해 몸도 움직이고 마음의 양식도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건혁 PGM사업부문장 MZ세대들이 열광하는 문화와
장소를 가보면서 문화적 감각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확실해서 우리가 모인 주제 이외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러웠습니다만 그래도 강아지 이야기는 했습니다.^^ 서로 별칭으로
부르며 상호 존중하는 모습도 좋아 보였습니다.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많이 배우고 이해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풀리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고경아 매니저(사업개발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어떤 시간에는
멘토가 멘티가 되고, 멘티가 멘토가 되어 조원들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멘토이자 멘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짱, 부농, 빡수님!
@박수정 매니저(사업개발팀) 멘토가 되어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멘티의 시각으로도
이해하고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쪼인! 쪼인!

‘T팩토리’를 찾아 최신 트렌드를 체험했다. 요즘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사주와 타로풀이도 함께했는데 예상외로 점괘가 정확해서
재미있었다고 한다. 두번째 모임에서는 새로운 놀이문화로

떠오르고 있는 방탈출 게임을 체험하고 유행하고 있는 ‘인생네컷’
사진도 촬영하면서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

@권병현 C4ISTAR사업부문장 리버스 멘토링인데 너무 말을
많이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필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했는데 너무 많이 배려해주신 멘토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T스테이션, 타로점, 방탈출 등 여러분과 같이 하지 않았으면
절대 안 가봤을 곳들이지만 엄청 재미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나아지면
멋있는 장소에서 멘토들에게 한 턱 내겠습니다.
@이재준 연구원(해양1연구소.4팀) 멘티의 과거와 멘토들의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즐거운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719조원분들 감사합니다.
@이환철 연구원(해양1연구소.7팀) 리버스 멘토링 덕분에
멘티님과 편한 자리에서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은지 매니저(HR지원팀) 멘토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멘티, 멘토 분들과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에 재미있게 참여해주신
부문장님과 알찬 시간들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우리 멘토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Global人싸

이해와 공감 속에서 발견한 재미
이현수 해외사업부문장, 이택기 수석매니저, 정자은 매니저,

최원우 매니저로 구성된 ‘Global人싸’는 성격 유형 검사 도구

MBTI 테스트와 컬러테라피로 성향과 성격을 알아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멘티인 이현수 부문장을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두번째 시간에는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
‘줍깅’ 챌린지에 참여해 리버스 멘토링의 의미를 더했다.

@이현수 해외사업부문장 민지(MZ세대)들과 다양한 문화
활동과 체험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스타그램도 가입했으니 이제 정말 글로벌
인싸가 되어보겠습니다.
@이택기 수석매니저(HR지원팀) 우선 리버스 멘토링
제도를 기획한 당사자로서 프로그램에 참석해준 멘토,
멘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멘토링 그라운드 룰로
정한 ‘의미&재미&미미(美味)’한 활동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기 리버스 멘토링이 이어진다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조 이름 ‘Global人싸’처럼 회사도 Global 인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은 매니저(HR지원팀) 경영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경영진의 멘토가 되어 요즘 세대의 생각과
고민,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활동 기간동안
오히려 제가 멘티님에게 배운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원들과
서로 회사 생활에 대한 고충과 본인 의견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저에게 아주 뜻깊었습니다. 코시국으로 인해 활동을 반 밖에
못했지만 끝이 벌써 아쉬울 만큼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준 조원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최원우 매니저(해외사업팀)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서로 벽을
허물고 소통을 할 수 있어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가라 앉아서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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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매니저(사업개발팀) 건: 혁 본부장님과 함께,
야:심차게 참여했던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 호:응이 좋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빠와 세 딸들처럼 아기자기 오손도손했던
‘건야호’팀. 끝나고도 종종 모이기를 바랍니다.

매니저가 함께 한 ‘719’는 첫번째 모임으로 홍대 복합 문화공간

역주행의 아이콘을
배우다

리버스 멘토링 어떠셨어요?

멘토들이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연습실을 예약해서 배워볼 오늘의 노래는 역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 걸스’의 <운전만해(We Ride)>와 <롤린(Rollin’)>이다. 쉽고 간단한
동작들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문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MZ세대

이수영 Corporate Center장

먼저 배울 곡은 <운전만해(We Ride)>다. 자동차 핸들을 좌우로 돌리는 일명

알아야 할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리버스

멘토들이라고 해서 춤을 춰본 적이 있는 건 아니니 공평한 시작이다.

‘핸들춤’이 포인트 안무. 선생님은 몸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노래를 전체

반으로 나눠서 구분동작들을 알려주고 음악을 느리게 재생하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구분동작은 쉬워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연결시켜야 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머리로는 순서를 알 것 같은데 몸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동작이 복잡해지고

음악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육체는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면서 삼단으로 분리된다.
그 와중에 이수영 Corporate Center장은 의외로 그루브를 잘 타고, 조용하게 따라

‘젊은 세대들이 쓴다는 말을 꼰대가 반드시
멘토링에 참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핫플레이스에도 가보고 젊은 멘토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라떼는 말이야’를 많이 시전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만 이 또한 진정한 상호의사 소통이었다고

생각하고 멘토들도 그렇게 생각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 좋은 프로그램 기획하고 실행해준
멘토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던 박미진 매니저는 춤선이 예쁘다. 동작은 틀리면서 입으로는 연방 ‘나이스’를

외치던 신동준 수석연구원과 몸에서 좀처럼 힘을 빼지 못하던 김두환 선임연구원도
서로 격려를 주고받으며 그럭저럭 한 곡을 끝낼 수 있었다.

가오리춤,
회오리춤 마스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전에 진행됐습니다.

롤린롤린롤린
하다가

이수영 Corporate Center장과
신동준 수석연구원,
김두환 선임연구원,
박미진 매니저가 함께한
‘꼰대는 없다’조는 첫 일정으로
최신 K-Pop 댄스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던 프로그램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만나고 왔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운전만해(We Ride)>가 몸풀기였다면 본 게임은 <롤린(Rollin’)>이다. 등배운동과 닮은

‘가오리춤’, 골반을 많이 써야 하는 ‘회오리춤’이 포인트 안무. 그래도 몸이 많이 풀렸는지
동작들을 곧잘 따라하면서 0.5배속에서 원래 속도로 올려달라고 자신감 있게 외쳤다.

골반 돌아간
하루
K-Pop 댄스 원데이 클래스

그러나 ‘가오리춤’은 스탭이 중요하고 ‘회오리춤’은 골반을 계속해서 돌려줘야

한다. 민망한 건 둘째고 평소에 안 쓰던 부위다 보니 삐걱거리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신동준 수석연구원(C4ISTAR기계융합연구소.4팀)

멘토였지만 저도 멘티와 같이 멘토링 받는 기분이라
좋았습니다. K-POP 댄스를 배우는데 이수영

Corporate Center장님이 생각보다 몸이 유연하고 춤을
잘 추셔서 매우 놀랐습니다. 핫플레이스도 방문하고

도마도 같이 만들면서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활동이 더 많은데 거리두기 4단계로 중단된

상태라 너무 아쉽네요. 앞으로도 도심속 정글 바베큐,

승마, 요리클래스 참석 등 즐거운 활동이 기대됩니다.

않는다. TV로 볼 때는 쉽고 간단해서 금방 배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체력이 거의 방전되기 직전에 마지막 동작까지 배우면서 이날 K-Pop 댄스 원데이

클래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연습과정을 기록한 동영상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 만든 이수영 Corporate Center장 SNS에 업로드됐다.

박미진 매니저(총무환경안전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두번째로는 김두환 선임연구원 자택에서 홈파티를 진행했고

뛰어넘어 같이 경험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할

‘꼰대는 없다’조는 가장 많은 계획을 제출한 팀 답게 유일하게 3차에 걸쳐

세번째 시간에는 목공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하면서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했다. 멘토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를 잘한 덕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서 참여한 모두가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저희 조에는 조명대로 꼰대는 없었습니다. 세대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계획된
활동을 못하게 된 게 너무 아쉬워요. ‘꼰대는 없다’
조원들 보고 싶습니다.

김두환 선임연구원(전자전연구소.1팀)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기성세대들도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 그러한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너무

끝나도 조원들과 센터장님과 모임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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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었고 기회가 되면 멘토링 활동이

LIG STORY 1

취준은
끝났지만

회사생활은
이제 시작!

신입사원 입사 수기

2021년 상반기
LIG넥스원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 결과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엘아이지넥스원(주)입니다.

OOO님의 면접전형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LIG넥스원도 귀하와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입 합격자의 경우 입사일은 5월 6일(목)이며,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위해 대전 연수원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2021 Power Rookies 신입사원들이 11일 간의
입문과정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현업 부서로 배치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LIG넥스원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준비과정과 입사 소감, 회사생활에 대한 기대감,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들을
들어봤다.
정리. 편집실

입사 준비사항, 입사 오리엔테이션 행사, 연수원 입소 관련 사항은
4/26(월)에 메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G넥스원 채용담당자 드림

‘개방’과 ‘긍정’의 개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PGM3연구소.4팀 오다은 연구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면접전형 합격 안내를 알리는 반가운 메일

저는 유튜브 채용설명회를 보며 LIG넥스원을 처음 알게 되었고, 밝은

회사 분위기가 저와 잘 맞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새로운 항목들이 많았던 자기소개서였습니다. 대학 생활 중

겪은 경험에서 ‘개방’과 ‘긍정’이라는 개념을 적절히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는 똑 부러지고 씩씩한 모습, 회사 제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격 전화를 받자마자 부모님과 축하파티를 했고 이후 2주간 연수원에
가 있는 동안 어버이날에 맞춰 꽃배달을 받았습니다. 꽃배달 온 것을 보며
회사가 직원들 기를 제대로 살려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LIG넥스원에서의 시작
현재는 입사 1개월 차로 LIG넥스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전 4기 끝에 입사 성공
길게 보고 갑니다
PGM생산기술실.2팀 이희승 연구원

2021 Power Rookies 입문과정 중에 동기들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구미에서 학교를 다니던 저는 회사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다가

LIG넥스원을 알게 됐습니다. 구미코에서 진행한 국방 ICT 박람회를

통해서 입사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3번을 도전했지만 번번히

탈락의 고배를 마시다가 다행히 이번 상반기 공채를 통해 4번째 도전 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원인을 생각해봤을 때 ‘솔직함’과 ‘의지’가 가장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더라도 이를 감추거나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LIG넥스원에 근무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반적인 방위산업의 이슈, 트렌드를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임원 및 실무진 분들께서 그런 저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꿈에 그리던 LIG넥스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

1달 정도 다녀보며 LIG넥스원이 직원들을 생각하는 좋은 회사임을 다시

어렵게 입사한 만큼 회사 성과를 위해 기여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회사 내 카페에서 커피 한잔 사 와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율 근무제 덕분에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서
정리합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는데 제 기준으로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팀 선배분들이 적응을 많이 도와줘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팀과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의 신입사원들에게
LIG넥스원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면 대학에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동아리를 했습니다. 대회에 참여할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추억을 남겼고 취업 준비할 때 많이 활용했습니다.

취업 준비가 힘들겠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파이팅!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게 주어진 교육과 업무를 통해서 기초를
잘 다져놓아서 사업에서 긴 호흡을 내쉴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공채 신입으로 많은 동기들과 함께 LIG넥스원에 입사할 수 있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들 덕분에 연수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대학 새내기가 된 것처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 만큼 앞으로 많은 일이

있겠지만, LIG넥스원 동기라는 이름 하에 좋은 것은 함께 기뻐하고 힘든
것은 함께 털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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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은 숨겨진 꿀직장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

그렇지만 방위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업의 주기가 길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경험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PGM 1연구소 L-SAM 체계단.1팀 윤나혜 연구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솔직하지만 명확하게 경험을 풀어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나다운’ 경험을 적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었습니다. 두괄식으로 작성했고, 경험 외에 전공 지식을

필사즉생의 각오로
버스 타고 왔습니다

전자전연구소.2팀 서동호 선임연구원

적는 부분은 개성보다는 전공 지식 및 개발 경험 위주로 담백하게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입니다. 물론 이 문장이 본디 의미한 바는 아니겠지만,

2021년 4월은 저에게 있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문구가 자연스레 떠오르던 시간이었습니다. 4월 초에는

적으려 했습니다. 1차 면접의 경우 PT 발표가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학위논문 최종심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더욱이 같은 날 최종심사

대본을 구성해서 면접관 분들이 명료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발표를

두시간 전에는 모 기업의 최종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대비하여 학사 기간동안 진행한

설상가상이라는 단어로는 도무지 그때 느꼈던 부담감과 두려운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 경험 등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공 지식의

심정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졸업이

경우 개념 별로 언어로 간단히 설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2차 면접은

아득하게 느껴지던 시간이 더 마음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자신감

임원 면접인 만큼 솔직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예상하지

넘치는 당당한 모습으로 학위 최종심사에서도, 회사 면접에서도 어떤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성급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하는

어려운 질문에도 곧잘 대답하는 완벽한 모습을 줄곧 상상했으니

시간을 먼저 가지고 차분하게 대답을 이어 나갔습니다.

말입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무지함이 주는 근본 없는 자만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일정 속에서 우리
회사 면접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 메일을 받고 기분이 어땠나요
오후에 메일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전에 메일이 와 있어서 깜짝

LIG넥스원을 선택한 이유

단어가 보였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2년 전 우리 회사에서 당시 제가 속해 있던 연구실에 리크루팅을

놀랐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붙잡고 메일을 열었는데 ‘합격’이라는
2021 Power Rookies 입문과정 중에 연수원에서

내게는 너무 복잡했던 4월

부모님과 친구들께 전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입사 후 회사 생활은 어때요
연수원 생활을 끝내고 입사한 지 두 달 정도 되어가는 지금, 회사
생활에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방산회사라고 해서 보수적인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입사 후 회사 생활을 해보니 전혀 그렇지

신입사원들은 입사 축하 꽃바구니와 와인을 받았다.

왔습니다. 그때 회사 소개 및 업무 분야를 들으며 제가 연구하던
분야와 회사의 업무 분야에 공통점이 많아서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리크루터 분들을 통해 느꼈던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는
제가 가고 싶은 첫 번째 회사로 선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원하던 회사에서 제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않았고, 자유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여서 너무 좋습니다. 언제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분위기에 하루하루 힘이 납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우리 회사 건물을 바라볼 때면 이따금 면접 때

현재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만의 멘탈관리법은 바로 육상경기 시청이었습니다.
상대 선수에 비해 초반에는 뒤쳐졌지만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끝내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얻었고 조급함을 대처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또한
순위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전력을 다해 레이스를 완주하는 모습에서
포기하지 않고 매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취업
준비기간이 끝없는 레이스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이 없는
레이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취준을 완주할 것입니다. 화이팅!!

면접관: “오늘 우리 회사에 어떻게 오셨어요?”
나: “필사즉생의 각오로 왔습니다”
면접관: “뭐 타고 오셨냐는 질문이었어요.”
나: “버스 타고 왔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동기와 신입을 배려해주는 팀

받았던 질문과 조금은 부끄러웠던 저의 대답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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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STORY 2

우수작

@32snaps

가작

장려

장려

LIG넥스원 C4ISTAR 생산기술실.5팀
이연호 선임
2019년에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로
다녀온 신혼여행. Oeschinen Lake, 스위스.
초상권보호는 확실하게! 유럽 중에서는
스위스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LIG넥스원 해외사업관리팀 박용빈 수석
2016년 장인어른 칠순을 맞아 처가식구들과
다녀온 필리핀. 이때 이후로 5년이 흘렀다.
이제 8살이 된 둘째는 그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떠날
수 있기를.

LIG넥스원 PGM3연구소. 1팀 오의현 연구원
작년에 갔던 대만. 갈 때만 해도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올 때는 국내 확진자
급증으로 해외 입국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몇 번을 다시 예약했는지 모른다. 다시
곱씹어보니 소중했던 시간.

장려

장려

@zzolbazy

언젠가
다시 떠날

LIG넥스원 PGM2연구소. 3팀 현종철 수석
2018 #Hawaii. 애들 놀기 딱 좋은 파라다이스
코브의 우리 딸. 노스쇼어에서 춤추는
우리 애들. 쿠알로아 중국인모자섬 앞에서.
노스쇼어의 빅웨이브.

그날을
기다립니다

@yongbin427

@euihyun_oh

‘해외여행 언제 가봤니’ 이벤트 당선작

떠나고 싶을 때 어디로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지 미처 몰랐다. 해외로 떠날 수 없게 된 지도 어느덧
2년째. 내년에는 웃으면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임직원들이 보내준 추억의 사진을 공개한다.
정리. 편집실

가작

@menia

가작

@jsu11201120

장려

@jaeroooong

사내 마린블루IG에서 2019년 3월에
LIG넥스원 C4I생산기술실. 5팀 민재홍 선임
2019년, 2년 전 이맘때는 몽골 여행을
준비했었다. 코시국이 길어지고 여행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록 몽골에 대한 기억이 더
새록새록 떠오른다.

장려

@wbrules

LIG넥스원 CIWS-II 사업부.1팀 이현석 팀장

두마게티로 다이빙 투어를 갔었다.

코로나19로 인해 IG활동을 할 수 없어
너무 아쉽다. 빨리 활동을 재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LIG넥스원 MRO사업부. 3팀 최원범 수석
2019년 12월에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국 조선족 자치주 연변을 다녀왔다.
운이 좋게도 기상조건이 좋을 때만 허락되는
백두산 천지도 방문할 수 있었다.

@jhchoun

@pjo3841

LIG넥스원 C4ISTAR 생산기술실. 5팀
정성욱 선임
신혼여행이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줄은
몰랐다. 4년 전에 두바이, 모리셔스에서
보냈던 행복한 시간. 코로나야 언제 끝나니. 나
비행기 좀 타보자.

LIG넥스원 C4ISTAR 생산기술실. 5팀
박정오 반장
2016년 결혼 10주년 기념 첫 가족 해외여행.
언제 다시 가볼 수 있을까? 20주년 때는 갈 수
있으려나. 그립다. 괌! 또 가고 싶다.

LIG넥스원 C4ISTAR 생산실. 대전생산팀
천진혁 기장
벌써 2년 전 일이다. 우연하게 해외출장을
갔는데 그 곳에 어릴 적 알고 지낸 가족이 살고
있었다. 어쩌면 평생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난 3주 간의 시카고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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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WAVE

말로
검색해도

빠르고 편리하게
원하는 답을 찾는다

알아서
찾아주는

올거나이즈 이창수 대표이사는 카이스트에서 자연언어처리 과정을
전공한 뒤 모바일 게임 이용자 분석 업체 파이브락스(5 Rocks)를
창업했다. 2014년에 미국 모바일 광고사인 탭조이에게 회사를
매각하고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답변봇

올거나이즈를 다시 창업했다. 2019년에 합류한 박현선 이사는 고객사
발굴과 서비스 솔루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본사는 미국에 있고 한국과 일본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금융, 보험,

자연언어 기반 인공지능이
알아서 합니다
인공지능 핵심 기능 중에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라는 것이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보통의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시켜 보다 사용하기 쉽고
똑똑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언어는 단어의 의미와

용법, 맥락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를 기계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언어처리는 단순 정보검색이나

질의응답 시스템, 기계 번역, 자동 통역, 문서 작성, 요약 분류, 철자
오류 수정 등 언어가 사용되는 많은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다.

“고객이나 직원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회사 내부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서가 있고
그 문서 어느 지점에 질문에 대한 답이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찾기가 어렵죠. 올거나이즈는 별도의 학습과정 없이 사내에 구축된

Q&A(FAQ)나 MS Word, PPT, Excel, PDF 등 비정형 텍스트 문서를
그대로 사용해서 고객이나 직원의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하는

인지검색 솔루션 및 답변봇 Alli(앨리)를 소프트웨어 서비스 형태로

올거나이즈(Allganize) 박현선 이사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면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공하는 태깅(Tagging)

시리즈A 투자 유치도 받았습니다. 임직원은 인턴 포함 36명으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원격 근무와 재택
근무를 통해 유연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매일경제에서 발행하는 ‘미라클 레터’ 뉴스레터에 소개된
올거나이즈 기사를 보고 미팅을 청했다. 최근 기업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면서 체계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올거나이즈의 ‘앨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저희 회사로 방문하셔서 미팅을 통해 올거나이즈의 서비스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말씀드렸고 시연을 위해서

LIG넥스원도 방문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단은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를 획기적으로 관리해주고 자동으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간, 필요한 업무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논의를 좀 더 진행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에는 인지도가 부족해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어려웠지만 KB증권,
현대카드, SK케미칼을 비롯해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 향후에는 개발 직군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군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한국, 미국,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고객사를 늘려가며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고객의 문의에 답변하는 AI

답변봇을 만든다면 관련 질문과 답변 세트 데이터를 수십만 개 이상
만들고 인공지능에게 수동으로 학습시켜야 한다. 앨리는 보험사에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비정형 문서를 지식베이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 데이터가 없어도 복잡한 사내외 질문에 대해 자동으로
답변할 수 있다. 질문과 답변을 각각 묶어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별도의 태깅 작업이 필요 없는 자가지도학습이 올거나이즈의 핵심
경쟁력이다.

“고객이 차를 바꾼 뒤 보험 가입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차량 교체’, ‘보험 해지’ 등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새차를 샀어요”만 입력하면 ‘앨리’가 사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FAQ 문서에서 유사한 질문을 찾아내고 답변을 보여줍니다.

질문과 답변이 호응하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확인하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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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사무직원들은
하루 업무 시간의 3분의 1 정도를
정보 검색에 쓰고 있다고 한다.
고객 응대도 마찬가지다. 고객
문의에 답하기 위해 유사사례나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객 만족도는
떨어진다. 올거나이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공지능 답변봇을 제시하고 있다.

제공합니다.”

제조, IT 분야 대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고

LIG MOMENT

더 좋은
눈으로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무인체계, 미래기술, MRO에 이르는 LIG넥스원의 사업영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무기체계의 주요 특징과 적용된 첨단 기술을 알아보는 LIG Moment. 여섯번째 시간에는 다목적 실용위성(SAR)과
항공기용 능동위상배열 사격통제레이다(AESA)를 소개합니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봅니다

정리. 편집실

다목적 실용위성 SAR, 항공기 탑재 AESA 레이다

항공기(전투기) 탑재 AESA 레이다는 전투기의

주야간/전천후 다중임무 수행을 위한 핵심센서로서,
공대공·공대지·공대해·지원모드 등 다중모드를

운용하며, 전자전 상황 속에서 지상영상 획득 및

공·지·해 다중표적을 탐지·추적하여 유도탄 유도 및
기총 사격을 지원하는 전투기 필수 임무장비이다.
As the core sensor to perform day and night
multiple missions of fighter in any weather,
aircraft(fighter)-mounted AESA Radar is operated
in multiple modes of air-to-air, air-to-surface, airto-sea and support mode. This is one of the
essential mission equipment for fighter, which

위성 SAR(Synthetic Aperture Radar)는

지상·해양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합성개구레이다

다목적 실용위성 SAR
Satellite Synthetic Aperture Radar

주요 특징 Main Feature
High Resolution

Indicator

Multiple

Stability

고해상 SAR 영상 획득

다목적실용위성 6호에 탑재돼 한반도 주·야간
토지 관리, 재난 및 환경 모니터링 등 국가 수요에
필요한 고해상도 영상 레이다 이미지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주요 임무는 고해상도 모드에서 0.5m 및

1m 해상도, 표준 모드에서 3m 해상도, Wide Swath
모드에서 20m 해상도의 SAR 이미지를 획득한다.

Airborne AESA FCR

strafing by acquiring ground videos and seeking
during electronic warfare.

주요 특징 Main Feature

전투기 운용조건을 고려한 고집적/소형/경량 구조의 능동위상배열
Antenna

ground and maritime observation on the Korean

Channel

catch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monitoring. Its main duty is to acquire SAR

열적 안정성 확보로 수명주기 동안 영상품질 유지

images of 0.5m and 1m resolution in the highresolution mode, of 3m resolution in the standard
mode, and of 20m resolution in the wide swath

Generation of high-speed/low-noise X-band transmission
band/broad-band modes

Operation

Real Time

다양한 운용모드

Multiple operation modes

고성능 COTS 보드 기반의 다중모드 레이다 OFP의 실시간 동작 구현
Real-time operation of multi-mode Radar OFP based on highperformance COT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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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동시 수신

signals & Simultaneous reception from 4 channels of narrow-

are required for national demand for marine and
land management, disasters and environment

Active phased array antenna of highly-integrated/compact/lightweight

고속/저잡음 X-band 송신신호 생성 및 협대역/광대역 모드 4채널

images of high-resolution image radar, which

Acquisition of multi-polarized images making easy to

안테나

type with consideration of operational conditions of fighter

mounted on multi-purpose utility satellite No.6,

Peninsula day and night. This promptly provides

thermal stability

and tracking multiple air/ground/sea targets

Satellite SAR is a synthetic aperture radar

지상이동표적정보(Ground Moving Target Indicator) 획득

Maintenance of image quality during life cycle through

AESA 레이다

합성개구레이다이다. 위성 SAR는 GIS, 해양 및

Acquisition of high-resolution SAR images

표적의 특성 파악이 용이한 다중편파 영상 획득

supports the guidance of guided rockets and the

전천후 지상·해양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which performs the mission of all-weather

Acquisition of ground moving target information

항공기용 능동위상배열 사격통제레이다

여름특집

거리두기
4단계
집에서 즐기는
4가지 여름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여름휴가 시즌에
외식도 여행도 만남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
답답하지만 이 시기를 슬기롭게 견뎌내야
일상을 찾을 수 있다. 폭염으로 지친 입맛을
살려줄 이국적인 여름 음식, 체감온도를
낮춰줄 서늘한 추리소설과 공포영화,
온라인으로 즐기는 박물관 체험까지 집에서
즐기는 4가지 여름 테마를 준비해봤다.
정리. 편집실

THEME 3

THEME 1

온라인으로 즐기는 박물관 체험

간단하게 즐기는 이국의 맛

선사시대로 떠나는 여행

태국 파타야에서 먹던 맛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참외 솜탐

‘전곡선사박물관’은 동아시아

샐러드이다. 태국어로 ‘신맛이 나는 것’이라는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뜻을 가진 솜(som)과 ‘빻다’ 라는 뜻을 가진

발굴된 장소인 전곡리에 건립된

탐(tam)이 결합된 이름을 갖고 있다. 마늘과

유적박물관이다. 세계 구석기

고추의 매콤한 맛, 라임의 새콤한 맛,

연구계의 주목을 받은 만큼

현재까지도 관련 연구와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 영상은 이한용 박물관장의 해설과 함께 박물관

곳곳을 탐험하며 전곡리 유적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 박물관을 방문하기
힘든 시기지만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싶다면 ‘전곡선사박물관’에서 인류
최초의 도구인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생활을 만나볼 수 있다.
전곡선사박물관 컬렉션

QR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THEME 2

여름밤을 오싹하게 할 공포영화
K-좀비의 기원을 찾아서

킹덤: 아신전

피시소스의 짭짤한 맛, 그린파파야의 달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맛의

조합이 특징인 음식이다. 날씨가 더운 태국에서 솜탐 특유의 매운맛과 신맛은 입맛을
북돋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는 구하기 힘든 그린파파야 대신 참외로 만들어 봤다.
재료

참외 1개, 오이 1/3개, 양파 1/4개, 토마토 1/8개, 마른 새우 5마리, 견과류 약간, 양념장(마늘 2쪽, 라임즙
2큰술, 피시소스 1.5큰술, 설탕 1큰술, 홍고추 1/2개)

만드는 방법

1. 마른 새우와 땅콩을 마른 팬에 볶는다.
2. 절구에 마늘과 홍고추, 볶은 보리새우와 땅콩, 토마토를 넣고 찧는다.
3. 2에 피시소스, 설탕, 라임즙을 넣어 골고루 섞는다.
4. 양파와 오이, 참외는 얇게 썬다.
5. 볼에 양파, 오이, 참외, 양념장을 넣어서 골고루 섞는다.

THEME 4

순식간에 빠져드는 추리소설의 묘미
전 세계에 ‘K-좀비’ 열풍을 불러 일으킨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의 스페셜 에피소드.
‘킹덤: 아신전’은 시즌2 말미에 등장한

수수께끼의 존재 아신(전지현)에 관한

이야기이다. 백 년 넘게 출입이 금지된 폐사군

일대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던 야인
아신은 우연히 생사초를 발견하며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남쪽 끝 동래에서
시작되어 한양까지 삽시간에 조선 땅을

뒤덮었던 역병이 수년 전 북방 여진족 부락에서
시작됐다는 설정을 통해 생사초의 기원을

설명하고 ‘킹덤’ 시리즈의 시공간을 확대하는 이야기이다.

인간의 심연을 들여본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행복>은 버스도 다니지 않는 버려진

시골집에서 늪에 사는 오리들을 먹이기 위해 오리
먹이를 만드는 한 여자의 뒷모습에서 시작된다.

그녀와 딸, 그리고 그 집을 찾은 한 남자의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맞대고 웃고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행복은 서서히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이 기묘한 불협화음은 늪에서 들려오는 괴기한 오리
소리와 공명하며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들은
각자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처럼, 그림자는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가족을 이끈다.
정유정 지음,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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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넷플릭스
러닝타임: 92분

솜탐은 그린파파야로 만드는 태국식

LIG 인사이트

성공적인
경험,
새로운 발견
스마트워킹
반신반의로 시작한 스마트워킹 1.0
재택근무는 초기에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
형태로 자리 잡았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험이었고 Digital Culture 기반의
조직문화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전략기획본부부터 실제 경험자까지
재택근무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느낀
그간의 소회를 받아봤다.
정리. 편집실

Digital 혁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스마트워킹 1.0
LIG넥스원은 전략기획본부 주관으로 디지털워크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원격근무 인프라를 확대, 자율형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고 3단계 스마트워킹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변화를 위한 첫번째 시도는 업무공간에 대한 재해석 ‘스마트워킹 1.0’이다.

스마트워크는 기존의 지정된 업무공간에서 탈피해 다양한 장소와 이동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업무환경을
의미한다.

모바일
활용

언택트
근무

개인별 업무 상황을 고려해 각 조직의 리더와 충분한 논의 후 개인별 업무 수행 방식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방산사업자료 등 보안자료 업무수행이 80% 이상이면

사무실 상주근무, 그 이하 수행 인원은 언택트 근무를 한다. 비보안자료 취급 업무 시
가상의 회사 업무 시스템(Virtual Desktop Infra)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한다.

스마트워킹 준비단계에서 전략기획본부 내 주요 업무(Task 단위)를 분석해서 ‘언택트
가능VS비가능 업무’를 구분하고 팀별로 언택트 가능 인원과 비가능 인원을 선별해서
업무관리 및 세부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명확한 근거하에 업무를 수행/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실시간 업무지시와 확인이 가능하고 업무 현황 및 진척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협업툴을 활용했다. 시범운영 기간 각 조직별로 다양한 협업툴을
테스트해보면서 업무 특성에 적합한 툴을 선별하도록 했다.

반복 강조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지켜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Digital에 기반한 혁신은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Tech 기업들이 언택트 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Microsoft는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언택트와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으로 바뀔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조직의
적합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략기획본부에서 실시하는 스마트워킹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IT 인프라 부족, 프로세스 비효율성, 경직된 조직문화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점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식,
사고의 전환을 통해 Digital에 기반한 혁신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범기간 동안 Digital 혁신에 대한 전략의 깊이를 더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빠르게 실행하는 조직이 됩시다.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개선점으로 빠르게 바꿔 나갑시다. Digital 혁신의
성공을 위해 함께 고민합시다.

Open Innovation과 DX Journey
LIG넥스원 DX솔루션 김기헌 팀장

재택근무가 실시되면서 재택 관련 IT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재택근무가 과거와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협업관리 소프트웨어 ‘Flow’, ‘카카오워크’, ‘Agit’,

화상회의 솔루션 ‘구글미트’, ‘Zoom’, 음성회의 ‘카카오 그룹콜’ 등
Open Innovation 활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간 시스템을

재택근무에 최적화해서 구축하고 시작했다면 아마 몇 년이 걸려도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기반 협업관리시스템인 ‘Flow’는 이메일 기능을
대신하고 실시간 알림과 피드백으로 공유형 업무처리가

디지털워크 체계구축 진행

스마트워킹
1.0

Digital Transformation은 연초 대표이사 신년사에서도 수차례

아직도 ‘왜?’라는 생각과 ‘언택트 근무가 과연 방산기업에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전략기획본부는 언택트 근무를 기본으로 각 부서별,

업무공간의 재해석
언택트 근무 시범운영
(2021. 4월)

LIG넥스원은 현재 스마트워킹 1.0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워킹
사무실/
거점오피스
근무

LIG넥스원 김건영 전략기획본부장

업무프로세스의 재해석
애자일 방식 병행
(2021. 5월)

업무테크놀로지의 재해석
디지털전환 가속화
스마트워킹
3.0

스마트워킹
2.0

현재 전략기획본부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도출하고 사내공유와 의견수렴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강력한 성과 중심 조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해줘서 IT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방대한 Legacy 시스템을 ‘Flow’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워킹을 준비하면서
만난 IT전문기업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례를 경험하게 했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디지털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흔히 여정(Journey)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정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워킹 1.0을

시작하고 재택근무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워킹 2.0, 3.0까지 우리의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며 디지털 혁신을 위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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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결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IG넥스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가능했으며, 전담 CX팀이 실시간 수준으로 기능 개선과 응대를

스마트워킹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한

스마트워킹 1.0 #Day 29
LIG넥스원 CR실 이승룡 수석매니저

혁신 내재화 과정

스마트워킹 체제 시범운영이라는 업무 위기에 직면한 구성원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빠른 시도와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간
조직문화를 몇 가지 Scene으로 기록하여 남겨보았습니다.

- D-2 (3/29) 스마트워킹 체제 시범운영 간담회

강당에 모인 전략기획본부 구성원 대부분의 표정이 어둡다. 약 2주

전 본부장님께서 “4월 1일부터 전략기획본부는 스마트워킹 시범운영
체제에 돌입합니다”라는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 본부 내에서는

재택근무 불가 인원 조사와 VPN/업무 노트북 대여 신청이 진행됐고,
DX혁신실로 걸려 오는 문의가 늘면서 사람들의 불만, 기대, 우려의
복합적인 감정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오늘, 시행 이틀을

남기고 모두가 강당에 모였다. “어떠한 상황에도 업무의 불연속이

이 노래를 듣다 보니 LIG넥스원 우리 회사는 제 추억 속에서 어떤

회의 시작 전 화상을 통해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는다. 참석자

접속이 완료되자 오퍼레이터가 주간 보고자료를 화면에 공유하면서
회의가 시작된다.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금주 실적과 차주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 및 의사결정 후 회의가 종료됐다.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됐지만 무언가 부족했음을 느낀다.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회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일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고민의 범위를 넓혀가다

- D+29 (4/30), flow > agile project(스마트오피스, 뉴미디어, 오픈이노베이션 등)

스마트워킹 1.0인 언택트 환경에서의 업무 테스트가 안정화되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다.

R&R로만 맡겨진 주제를 더욱 다양한 참여자가 함께 고민할 수

새로운 업무 공간으로 모여들다
- D-day (4/1), 협업툴 flow

협업툴 선정은 부서별 특성에 따라 자율에 맡겼지만, 본부장 보고는
flow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flow로 모였다.
오픈 초기부터 운영된 전체게시판인 ‘스마트워킹 정보광장’에는

재택근무 유의사항과 툴 활용 등 각종 정보가 게시됐다. 트래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CX Hotline 공간이었다. 협업툴의 원활한

지금도 기억나는 노래가 <5월 12일>이란 곡입니다. 참 좋아했던
좀 그렇기는 하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추억에 빠져 아재 감성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로 요약되는 3개월의 세부 테스트 계획이
발표됐고,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사이 예정된 간담회

90년대 그룹으로 ‘015B’를 기억하시는지요? 이들의 노래 중

곡인데 추억 속의 연인을 생각하는 곡이라 유부남이 언급하기는

LIG넥스원 DX추진팀 김진구 프로

갑작스러운 발표, 촉박한 일정, 쌓여가는 걱정

오늘은 5월 12일. 먼저 아재 인증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 예전

스마트워킹 2.0 애자일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기존에는 특정 부서의
있도록, 해당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참여 가능하고 아이디어도
개진할 수 있게 바뀌었다. 사외의 기업과 협업관계를 이룬 프로젝트도
생겨났다. 공간의 효율화, 공유좌석제를 통한 개인 공간 확장,

데이터의 중앙화, 보안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의 분리, CX 지원의

넘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속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방산의 특수성’에 발목 잡혀 한발 뒤처져 쫓아가는 게 현실이었지요.
그 가운데 이번 스마트워킹, 온택트 방식 적용 등의 시도는 국내
방산업계에서 가장 먼저 한발 앞서 시도하는 혁신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이번 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또 다른 40년 후
누군가 우리 회사를 추억 속에서 되돌아봤을 때 진정한 ‘대한민국
방산 리딩 컴퍼니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CR실은 업무 특성상 보통 일주일의 반 이상은 외부 근무이고
스마트폰용 블루투스 키보드도 사비로 제공) 등을 해왔기에 이번

그리고, 앞서 많은 분들이 느낀 장·단점을 보아왔기에 특별히 언급할

회의의 목적에 의문을 품다

됐다. 필요하다면 모바일로 언제든 참여해 논의할 수 있다.

윗분들 좌석이 완전히 분리되어 다가서기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스파트오피스 덕분에 소통이 더 용이해진 느낌도

있습니다. 감시자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달라진 분위기 덕택에

· 회사동료 교제의 어려움: 만나서 차 한잔하며 교제하고 서로 간 동향

딴짓을 하기보다 업무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쉬움

건 온라인으로 해결 가능하나 신입으로 갈수록 재택 중 사내

VLOG 영상

LIG넥스원 PR실 김정윤 매니저

백문불여일견(百聞不如一見)이라 생각되어 지난 연휴기간 동안

재택근무 일상을 VLOG 영상으로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취미생활

차원에서 재미와 감성을 덧붙여 5분 이내로 만들어본 것이니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VLOG 영상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도 잠시

소개한 ‘Notion’이란 노트앱도 보안 문제 해결만 된다면 협업 사용에

유용해 보여서 영상 제작 계획을 예로 활용한 제 Notion 페이지를 웹
공유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만 참고하세요.

실시간 회의와 소통으로
업무 능률 향상
기존 사무실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의 대상자가 된 점에

NOTION 페이지

자부심을 느낍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자리 정리를 하게
되니 업무 진행 내용도 정리하게 됩니다. 파티션이 없어서

조금은 낯선 환경이었지만 자리에서 실시간 회의가 가능하고
팀원들과도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노트북으로 보고도 바로 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문서출력이
없어진 것도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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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 (4/9), 본부주간회의 첫 화상회의

경우에도 보고자료는 기 공유되었기에 참석여부에는 의의를 두지 않게

많이 알게 되고 업무 협업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 집안일도 내 일: 사 먹고, 해 먹고, 치우고 집안일이 곧 내 일, 비용도 만만치 않음.

해당 시각에 참석자들이 접속하면 회의를 주관한다. 주간 보고자료는

신속히 종료된다. 별도 논의가 필요 없거나 외부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사라진 칸막이, 늘어난 소통 덕분에 몰랐던 옆 팀의 소식도 더

· 업무 집중도 향상: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 가능.

꿀팁, 활용사례집을 보거나 CX 지원을 받아 실·팀별 구성원들이

오고 갔다. 온라인 회의에서는 의사결정 사항과 주요 논의가 이루어지면

위해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출근을 더 일찍 하고 싶어집니다.

· 이동의 효율화: 사무실 가는 거리·시간 단축·절감, 대중 접촉 최소화 등.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등록되면서 트래픽이 점점 늘어갔다.

출근의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좋은 채광, 풍경, 자리 선점을

것은 없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점

회의 전에 협업 공간에 등록되어 있어서 피드백과 추가 질의 및 지시가

LIG넥스원 PR실 이유진 매니저

재택근무를 통한 업무 방식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본부주간회의를 오퍼레이터가 지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협업공간을 추가 개설했다. 개별 업무·일정·할 일 등이

사라진 칸막이,
늘어난 소통

수시로 외부에서 VPN 접속 사용, SNS 업무 교류(CR실장,

또한 젊은 리더가 부상하는 순간들도 목격하게 된다.

본부장님이 직접 화상회의실을 개설하고 참석자에게 링크를 전송한 후,

CR실, PR실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도에 대해 저는 여전히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0년을 훌쩍

신속하게 답변을 내놓는다. 시스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글로 등록되어 ‘요청-진행-피드백-완료-보류’의 과정이 모니터링된다.

이동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공유좌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한달 반이 다 되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전략기획본부의 이와 같은

특히 저같이 연식 있는 세대들은 사내 네트워크가 되니 웬만한

공간으로, 오류 및 기능 문의 글이 올라오면 그때마다 CX 담당자가

중시한 레이아웃을 채택했다. 고정된 좌석이 아니라 자유롭게

스마트워킹을 내세우며 온택트 근무 차원의 재택이 시작된 지 어언

- D+36 (5/7), 본부주간회의 화상회의

사용을 위해서 마드라스체크(flow 운영사)에서 마련한 협력지원

모서리 없이 둥글게 디자인된 사무용 가구를 배치하고 채광을

방산 매출 탑3? 애국하러 회사 갑니다 등등.

장점

회의를 위한 회의가 사라지다

LIG넥스원은 판교하우스 6층에 스마트오피스를 새롭게 구축했다.

회사로 기억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LG의 추억? 국내

디지털화, 신기술 접목의 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오픈 환경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자 보다 참신한 생각과 의견이 교류하며 발전해간다.

판교하우스의 새로운 공간,
스마트오피스

CULTURE & WAR

삼복에는 양기가 넘치는 음식을 먹어야 보양식이

되는데 삼계탕이 바로 그런 음식이다. 닭은 <주역>에서

‘양조(陽鳥)’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양기가 넘치는 가축이다. 인삼
또한 몸을 덥혀주는 양의 기운이 강한 약재다. 양과 양의 기운이
만나 상승효과를 낸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무슨 음양 타령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복날에 보양식을 먹을 이유가 없다. 복날 자체가 음양의
관점에서 비롯된 날로 음기가 일어나다가 아직 남은 양기의

기세에 눌려 엎드려(伏) 숨는 날이기 때문에 복날(伏日)이다.

그래서 혹시 양기가 부족하면 음기가 일어나 판을 칠까봐 양의

올 여름도 찜통 속에 들어앉은
것처럼 무덥다. 그래서 몸과
마음도 지치고 기력마저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간단하게
기운을 추스르는 비결은 오랜
세월 조상들이 몸으로 체득한
노하우로 보양식을 한 그릇
먹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름
보양식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글. 윤덕노(음식평론가)

복날에는
왜 삼계탕을 먹을까?

기운이 강한 음식을 먹어 기운을 보완하는 것이 복날 보양식의
개념이다.

보양식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복날 삼계탕이지만 다소

식상한 느낌이 없지 않다. 살짝 곁눈질을 해보면 별별 음식들이
스페셜 보양식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눈길을 잡아 끌지만 과연

보양식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든다. 보양식 먹기가 간단한
것 같아도 선택이 쉽지 않다. 맛있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야

세상에 널려 있지만 보양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음식 찾아
먹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조건에 맞춰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만 해도 그렇다. 무더운 여름날 아무 때나 먹으면 될 것을
꼭 복날 먹어야 돼서 초복에 뙤약볕 무릅쓰고 길게 줄까지 서

가며 애써 삼계탕을 먹는다. 이게 뭔 고생일까 싶어서 이왕이면
더 비싼 전복 한우 갈비찜으로 몸보신을 하겠다고 해도 장어나
민어라면 모를까 전통 복날 보양식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보양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조건에

맞춰 먹으면 되는데 보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보양(補陽)이다. 부족한 양기를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음양

조화에 맞춰 양의 기운이 넘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둘째도
보양(補養)이다. 이때 보양식은 양기와 관계없이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는 영양보충 음식이다. 여름철 체력이 떨어졌을
때 먹고 기운 차릴 수 있으면 된다. 셋째 또한 보양(保養)이다.
몸을 편하게 해 건강을 돌본다는 뜻이니 입맛에 맞는 음식,

의미는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보양식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

복날에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영양가

조건을 맞춰야
진짜 보양식

넘치는 보양식만을 찾는다면 식상한 삼계탕보다 더 좋은 음식도
많다. 요즘은 신개념 복날 보양식이라며 전복 버터구이에

소갈비, 해물찜 등 다양한 보양식을 먹는데 이런 음식들은 복날
먹는 전통 보양식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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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補陽)
보양(補養)
보양(保養)

체질에 맞는 음식을 맛있고 편하게 먹으면 된다. 발음은 같지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복날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일단 더위를 쫓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음식,
영양이 풍부하고 더위를 다스릴 수
있는 음식이다. 여기에 더해 음양오행의
조건에 맞춰 음기를 누를 수 있어야
한다.

영양은 기본,
음양의 조화까지 고려
복날에 먹는 시절음식은 무엇보다 기본 조건이 맞아야 했으니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복날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일단
더위를 쫓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음식, 영양이
풍부하고 더위를 다스릴 수 있는 음식이다. 여기에 더해

음양오행의 조건에 맞춰 음기를 누를 수 있어야 한다. 복날

자체를 음양오행으로 설명하니 음식도 여기에 맞춰야 했다.
단순히 몸보신을 위한 보양(補養)에 더해 양기를 보완하는

보양(補陽)식인 이유이다. 주술적 의미로 나쁜 기운도 몰아내야
한다. 음기가 성하면 나쁜 기운인 역병이 돌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양가가 높아 체력을 보완하고 더위를 물리쳐야 한다는 첫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은 많지만 음양과 주술적 의미까지
만족시키는 음식은 많지 않다.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아무

음식이나 복날 음식이 되지 못했다.

소는 양의 기운이 강하지 않고 나쁜 기운을 쫓는 주술적 기능도
없다. 때문에 굳이 복날 보양식으로 소고기를 먹으려면 소고기

맛있고 즐겁게 먹으면
그것이 보양식

국에다 빨간 고추가루를 풀어서 먹었다. 복날 먹는 육개장의

여름철 건강을 챙길 때 양기가 넘치는 음식, 영양가 높은 음식만이

기운이 물러나라는 의미다. 지금은 주로 동짓날 팥죽을 먹지

곧 보양(保養)이 되는 보양식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즐겨 먹는

유래다. 고추가루로 양기를 보완하면서 빨간 색을 보고 나쁜
만 조선 후기 풍속서인 <동국세시기>에는 복날에도 팥죽을
먹었다고 나온다. 팥에 양기가 많은데다 붉은 색이 액땜의

역할도 한다. 미신이라며 배척할 필요는 없다. 보양식의 본질은
여름철 건강을 챙기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이라고 다 보양식을 먹을 때 음양을 따지고 역귀를

쫓아 액땜을 했던 것은 아니다. 맛과 영양에 입각해 몸보신을
강조한 여름 보양(補養) 음식도 많았다. 일품 민어, 이품

도미라는 고급 생선부터 장어와 추어탕, 현대판 여름 보양식인
전복, 갈비찜, 삼겹살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서민이 즐겨 먹던 여름 보양식은 추어탕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다. 힘이 좋기

때문인지 한·중·일 모두 미꾸라지를 물속 인삼이라고 여겼다.

우리는 서울, 남원, 원주 등의 추어탕이 유명하지만 일본은 도쿄

추어탕이 서민들의 전통 여름 보양식이었다. 미꾸라지를 우엉과
함께 끓인 후 계란을 풀어 찍어 먹는다. 중국에도 서민의 여름
보양식으로 하늘에는 비둘기, 땅에는 미꾸라지가 으뜸이라는

보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몸을 편하게 해 건강을 지켜주면

여름철 별미가 여기에 해당된다. 진짜 더울 때는 이열치열도 좋고

식힐 수 있다. 오이는 성질이 차가운 채소여서 먹으면 몸속

한 그릇으로도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

차다(as cool as cucumber)’는 표현이 있으니 동서양의 관점이

몸보신도 좋지만 일단은 시원한 게 최고다. 얼음 동동 띄운 냉국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더위를 식히는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동국세시기>에도 여름 음식으로 미역탕, 들깨탕이 보이는데
옛날 음식이라 냉국이 아닌 차이가 있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 냉국은 과학적인 음식이다. 더울 때 새콤하고
시원한 오이냉국 한 사발 먹으면 입맛도 살아나고 더위도 바로

열을 식힐 수 있다고 <동의보감>에 나온다. 서양에도 ‘오이처럼
일치한다. 오이를 화장수로 쓰고 오이 팩을 하는 이유 역시
오이에 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시원하기로는 미역 냉국도 빼놓을 수 없다. <동의보감>에

미역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나고 답답한 것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기운이 몰려 뭉친 것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여름에 더워서
답답하고 짜증날 때 시원한 미역 냉국 한 사발이면 속이 뻥

뚫리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냉국 만들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식초인데 냉국에서 화룡점정의 역할을 한다. 먼저 시고 상큼한
맛이 일단 청량감을 주는데다 소화를 돕는다. 그리고 성질이

따뜻해 찬 성질의 냉국 재료와 어울려 중화 작용을 한다. 지극히

평범하기 짝이 없는 냉국을 거창하게 보양식의 반열에 올려놓은
이유다.

속담까지 있다.

다양한 유형의 보양식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진짜 보양식은 따로

먹은 반면 중산층은 장어를 먹었다. 특히 일본인은 복날 우리가

음식이 으뜸이고 약은 다음이라고 했다. 여건에 맞는 음식을

장어 또한 동아시아 공통의 여름 보양식이다. 농민이 추어탕을
삼계탕을 먹듯 장어덮밥을 먹는다. 여름에 장어를 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다. 그러고 보면 대중적인 여름
구할 수 있는 제철음식으로 몸보신을 했다.

맛있고 즐겁게 먹으면 그게 보약이라는 것이다. 당송팔대가로
이름 높은 시인 소동파도 한 마디 거들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기 전에 멈추며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

복받는다”고 했으니 진정한 보양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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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비싼 고급 요리가 아닌 쉽게

있다. 세조의 어의였던 전순의는 <식료찬요>에서 건강에는

공존을 위한 고민

“푸른 숲 보기 좋네”로는
		
부족한 이유
아무리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의 ‘메가시티
화(化)’로 빌딩 숲이 우거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산과 그 산에
심어진 나무다. 길을 지나다 언뜻언뜻
보이는 산림을 보고 “벌써 봄이네”,
“가을이 찾아왔구나” 계절의 변화를
깨닫는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우리는
항상 산을 마주한다. 돌아서 가든, 뚫고서
가든, 어떻게든. ‘원래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산림이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숲을 보며 ‘이게 어떤 나무지?’,
‘임령(林齡, 숲의 나이)이 얼마나 되지?’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의 발단은 이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글. 박상욱(JTBC 기자)

숲도 늙어간다,
산림 노령화

이제부터라도
산림경영이 필요한 이유

탄소중립 시대에 세계 각국은 열심히 해답을 찾으려 한다.

지금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바로 ‘흡수’다.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고 활용하는 신기술,

도로)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3.5m/ha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열심히 찾고 있는 답,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이유다. 그리고 ‘원래 있던 것’, 숲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 황폐했던 민둥산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드라이브로 빠르게,
푸르게 변했다. 목적은 단 하나, ‘최대한 빠른 시일에 나무로 뒤덮인
결과물을 VIP에게 보여주자’. 곳곳은 순식간에 녹음으로 뒤덮였다.

빨리 자라는 나무를 최대한 촘촘히 심은 결과다. 해당 지역에서 자라기
적확한 종의 나무인지, 나무의 바른 생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심어야 하는지, 그 나무가 향후 생태나 임업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지는
그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땐 미처 몰랐을 것이다. 이러한 ‘사려
깊지 않음’이 반세기 후, 후배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간과 마찬가지로 나무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장이 달라진다.
서른 살 무렵까지 꾸준히 늘던 나무의 탄소흡수량은 이후 급격히

줄어든다. 나무를 심을 때 못지않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열심히 나무를 심었던 우린 어땠을까? 심으면 끝이었다.

그 사이 속절없이 세월은 흘러갔다. 우리나라 산림의 70% 가량이

4영급(31~40살) 이상이다. 울산, 서울, 대전, 인천은 그 비중이 80%를
넘고, 부산과 대구, 강원, 경남, 경북, 경기에선 70%가 넘는다. 인구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산림 노령화 역시 앞으로 더욱 빨라진다.
6영급(51~60살) 이상의 산림 비중은 현재 약 10% 가량이다.

2035년엔 절반이 이상이, 2040년엔 70%가 6영급 이상일 전망이다.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임도(林道, 산림 보호나 임업 경영 등을 위해 산림 내에 설치한

일본(13m/ha), 독일(46m/ha)에 한참 못 미친다. 독일에선 나무가

있는 위치로부터 110m만 가면 임도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1.4km를 가야 한다. 관리를 하든, 죽은 나무를 베어내든, 새 나무를
심든 1.4km는 그냥 걷거나, 지게에 짐을 이고 가야 한다.

뒤늦게나마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 개념을 확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다. 잘 심고, 잘 가꾸고, 잘

베고, 잘 쓰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지만 ‘베다’는 표현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지켜오고,

한국을 상징하는 멸종위기 구상나무나 가문비나무를 베어버리자는
것이 아님에도. 지킬 것은 잘 가꾸고, 잘못 심어진 것은 잘 베고,

베어낸 것은 산불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게 잘 쓰자는 것임에도.

우리나라 산림의 66%는 사유림이다. 제 아무리 정부가 국유림을
관리하고 나선다 한들, 사유림의 변화 없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 산림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제대로
된 산림경영을 안착시키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쩌다

사유림이 그저 대대손손 내려오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서류

속에만 존재하는 재산’처럼 되어버린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관리를 하고 싶어도 임도가 없는 현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 관리를 해도 사유림 소유자에게 그 어떤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는 현실. 산림경영 확대에 앞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적 현실’이다.

자료: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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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톡톡

공상과학(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상세계가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으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가능성을 꽃피우고 있다. 자신의 인격을 부여한
아바타에게 명품 옷을 입히고 오프라인 모임 대신
프로그램으로 만든 회의실이나 클럽에서 소통하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글. 편집실

메타버스란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 합성어다. 기존 가상현실과 유사하지만

이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실제 현실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크래시(Snow Crash)>에서
아바타라는 용어와 함께 처음 등장했다.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가상의 나라이며,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아바타로

나는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
그거 게임 아닌가요?

구현해서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2007년 미국 기술연구단체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메타버스 로드맵>을
통해 메타버스를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Convergence),

부캐로
다시
태어난다

교차점(Junction), 결합(Nexus)의 개념으로 제시했다.

초기 메타버스는 디지털 게임이 등장한 이후 PC 기반의 게임
콘텐츠 속 가상세계로 한정됐다. 게임의 배경이 되는 무대나

싸이월드, 세컨드 라이프 같이 PC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소통

일상으로 스며든
‘부캐’

공간을 제공했다. 메타버스의 성장은 관련 기술 발전과 5G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콘텐츠 전송 속도가 향상된 덕분이다. 5G 서비스는
4G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와 10배 이상 빠른 반응, 10배 더 많은
사람과 기기의 접속이 가능하다. 다수의 사람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하여 함께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 체험을 지원하는 AR과 VR 기기
발전도 메타버스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뭘 하는데요?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는 미국의 로블록스와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한국의 제페토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게임, 공연 등의 엔터테인먼트, 가상생활과 소통의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아이템만을 구매할

수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현재는 이용자가
콘텐츠 및 아이템을 개발, 제작해 판매가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형태로 변화했다.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플랫폼 내에서 창출한 수익이 현실경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된 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구독모델과 콘텐츠

및 아이템 판매, 광고와 인앱(In-app)결제 시스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자체 재화를 사용해 결제 및 보상을 하고 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콘서트, 입학식, 신입사원
연수, 대통령 선거 운동, 가상부동산 등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닌텐도 게임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아바타를 통해 선거

유세를 펼쳤다. 또한,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최근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온라인

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가상공간에서 소통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 스마트기기에 익숙하고, 특히 Z세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멀티 페르소나’의 특성을 보인다.
자신을 ‘본캐릭터’와 ‘부캐릭터’로 나누어 자유롭게 넘나들며
놀이처럼 즐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부캐는 본명과 다른 이름, 프로그램 콘셉트에 맞춰 설정된 스타일,

말투, 성격, 세계관까지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뜻한다. 주로 온라인
게임 유저 사이에서 쓰이던 명칭이었지만, 최근 들어 광고와

각종 TV 프로그램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용어가

됐다. 현실에서 ‘본캐(본래 캐릭터)’로 살아간다면 가상현실에선
자신의 본업과 성격을 변주한 ‘부캐(부가 캐릭터)’로 변신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Z세대가 메타버스에 몰입하는 요인으로 멀티
페르소나를 꼽는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며 디지털 세상 속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데 익숙한

Z세대에게 메타버스가 부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출정식을 개최했다. 가상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EARTH2’는 지구를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한 3D 기반의 가상세계와 현실을 결합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함께 가상세계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경험하게 해 누구나 콘텐츠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가

그대로 복제하여 가상세계에서 지구의 부동산을 판매하는데, 최근

것이란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메타버스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메타버스가 인터넷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관건이다. 기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경계와 제약을 허물고
사람들의 이용 동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메타버스의 핵심이다.

공간과 활동의 확장과 이를 통한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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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버전이 될 것이라는 IT 전문가들의 평가와 함께 글로벌

증강현실 세계로 구분되는데, 결국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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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만드는 근두운

Quiz, Quiz!
‘수동 음파탐지부표’ 연구개발 본격 추진

‘ESG위원회’ 신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동

설립을 결의했다. 특히 ‘오늘을 지키는 기업, 내일을 책임지는

LIG넥스원은 최근 판교 R&D센터에서 해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음파탐지부표’ 연구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고감도

음향탐지시스템을 탑재한 ‘수동 음파탐지부표’는 항공기에서

2021 JULY+AUGUST

투하되어 잠수함의 탐지 및 추적 임무 등을 수행하는 대잠작전의
핵심 장비로 2024년까지 국산화를 위한 개발이 진행된다.

LIG넥스원은 음향센서·음향탐지체계, 통신장비, 수중 유도무기
등의 개발·양산·성능개량 사업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기존 해외 도입품보다 탐지·추적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바다에 최적화된 ‘수동
음파탐지부표’의 연구개발을 완수할 계획이다.

LIG넥스원은 지난 7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ESG위원회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방산업체에 특화된 ESG경영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LIG넥스원은

이번 ESG위원회를 통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을

검토·분석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정기위원회(반기)와 임시위원회(수시)를
통해 ESG전략 및 관련 정책수립 등 추진과제 이행 전반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근두운을 읽어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퀴즈 정답을 맞추고 기프티콘 받아 가세요.

#7+8월호 문제
1. GPS 오차를 센티미터까지 줄일 수 있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2.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보통의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시켜 인공지능을 보다 사용하기 쉽고
똑똑하게 만드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3. 기존 온라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가상공간에서 소통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Event

LIG 이벤트
‘그래도 여름휴가인데’

여름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마음 놓고 여행도 나들이도 갈 수
없었던 답답한 상황. 그래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정에서, 여행지에서 충전과 휴식을 취하며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알차고 즐겁게 보낸 여름휴가 사진을
자랑해주세요.
#참여 방법
1. 해쉬태그 #LIG넥스원#근두운#그래도여름휴가인데
세 가지를 모두 입력하고 여름휴가 때 찍은 사진을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다.
2. L
 IG넥스원 인스타그램(@lignex1er)을 팔로우한다.
(1번과 2번을 모두 해야 응모자격이 인정됩니다.)
3. 이벤트 응모기간은 8월 27일까지입니다.
4. 당첨 소식은 개별 DM으로 알려드립니다.

#6월호 정답
1. 리버스 멘토링 2. 2002.06.09 3. 도그파이트

무인경비정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성공 수행

MOU 체결 소식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을 통해 2017년 ‘감시정찰용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주도하는
무인수상정(해검-1)’ 개발 및 시범운용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중·수상 감시정찰 능력이 강화된
해검-2호를 개발하고 있으며,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통해 내항성 및 전투능력이 대폭 강화된 해검-3호 개발 및
실증사업도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최첨단 감시정찰 장비와 원격사격통제체계, 유도로켓
발사대를 탑재한 해검-3호는 고내항성 설계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됐다. 앞으로 해검-

3호가 전력화되면 유인운용이 불가한 악천후 시에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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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임무가 가능해 장병의 생명보호 뿐 아니라 군의 완벽한
경계작전태세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양재 허브와 ‘미래 신기술 R&D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지난호 당첨자
치킨+콜라 세트(3명)
서*호(dong~)님, 전*희(sunh~)님, 권*형(guin~)님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5명)
김*경(miky~)님, 윤*지(yund~)님, 오*주(guse~)님, 곽*년(dong~)님, 정*영(miye~)님

구축하고 혁신 스타트업들이 국방 R&D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스타벅스 커피(5명)
임*연(hy98~)님, 전*희(ssur~)님, , 김*균(inky~)님,, 김*섭(juns~)님, 박*율(jeon~)님

‘금오공과대학교와 3D프린팅 역량 확보 및 사업 다각화 추진’

# 참여 방법
1. 사보와 웹진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낸다.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동 과제 참여 및 상호 협력 △공공·민수 분야 공동

프로모션 추진 △스마트 팩토리 분야 기술정보 및 학술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컴라이프케어와 LEXO 로봇 공동 연구에 나서’

한컴라이프케어와 ‘착용형 로봇 LEXO (Lucid EXOskeleton for
industry/military)의 공동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착용형 로봇 LEXO의 기술발전 및 사업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2. 근두운 웹진(http://geunduun.com) 또는 QR코드를 클릭해 접속한다.
3. 이벤트 메뉴 버튼을 이용해 정답을 8월 27일 금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9월 10일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9월호에 게재됩니다.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5. 선
 물은 9월 10일 발송되고 당선작은 9월호 근두운
웹진과 사보에 소개됩니다.
*본 이벤트는 LIG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물
우수작(1명)
가작(3명)
장려(3명)

백화점 상품권 (5만원 상당)
치킨+콜라 세트
스타벅스 커피+디저트 기프티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