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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판교하우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CIWS-II, 천궁-II 품질인증사격, KPS

개발전략 보고, 장사정포 요격체계 관련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서거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의 의미,
임직원들이 공유해준 여름의 흔적들도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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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추출 단백질로 만든 고기, 닭이 낳지 않은 달걀,
귀리로 만든 우유. 대체 단백질을 선택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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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개합니다. 기후위기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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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담긴 사연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공존을 위한 고민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대체 단백질

이달의 아이템
건강하고 편리하게
스마트워킹 아이템

OPEN TALK

판교하우스 10주년 특집 1

LIG넥스원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중심으로
2011년 9월 문을 연 LIG넥스원 판교하우스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첨단 ICT 융합의 중심
판교테크노밸리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
판교하우스는 분산됐던 전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연구, 개발, 사업의 시너지를 통해 LIG넥스원이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엔진,
판교 테크노밸리

연구개발부터 품질시험까지
원스톱 최적화

지나온 1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판교하우스가 위치한 테크노밸리는 R(Research), P(People),

2009년 4월에 착공해 2011년 9월 19일, 2년 6개월 만에 완공된

지난 10년 동안 LIG넥스원은 판교하우스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정보통신(IT), 생명과학(BT), 나노기술(NT), 문화사업(CT) 등 4차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됐다. 건물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국내 기술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졌고

I(Information), T(Trade)가 집적된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로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첨단 기술기업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
2006년 판교 신도시 개발과 함께 계획에 들어간 테크노밸리는
2011년부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했다. 첨단

ICT 융복합 및 SW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모여 있고 창업과

성장, 해외시장 진출까지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 기업들의 교류와 협력으로 만들어내는 시너지,
접근성이 좋은 교통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바탕으로 지금은
1,000개가 넘는 기업에서 6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일하는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LIG넥스원 판교하우스는 대지 면적 11,038㎡, 건축면적 6,466.88㎡,
첨단을 상징하는 CPU 모양에서 착안했으며 위에서 보면 망원경을
연상시키는 외관에는 멀리 내다보는 ‘미래 지향’의 의미도 담았다.

설계 당시부터 연구개발 업무에 최적화된 시설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일하는 임직원들의 편의를 배려해 구석구석 세심하게

지어졌다. 지상 3층부터 6층은 임직원 동선과 보안을 고려한 업무공간,
연구실에서 만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작실이 조성됐고

2층은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직원식당, 카페테리아, 휴게실,

중앙정원이 들어섰다. 지하 1층에는 환경신뢰성시험실, 시스템 조립실
등 최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9개의 주요 시험시설이 들어왔다.

판교하우스가 완공되면서 경기도 용인에 있던 연구센터 중 감시정찰
관련 연구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센터가 이전해왔고

한 공간에서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시험까지

영업, 사업, 전략 분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국내 최초로 유도무기를 수출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영역을 해외로
확장하고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LIG넥스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응해 인공지능, 무인체계 등 미래 첨단기술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방산 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수송드론, 자율주행 등 민수 분야에서도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판교하우스는 지나온 10년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이자 LIG넥스원이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첨단 기술기업’으로 가는 도약대가 되기 위해 변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근무환경이 구축됐다.

판교하우스 1층 벽면에는 LIG넥스원 무기체계개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판교하우스 10년의 성과

2011

2021

매출액

9,049

판교 근무 임직원
억원

매출액

1,147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2020년 기준)
명

판교 근무 임직원

16,003 1,417
억원

판교 테크노밸리 현황

1,259

개

판교 테크노밸리 상근 인력(2020년 기준)
명

64,49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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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하우스 10주년 특집 2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우리의 공간
판교하우스는 LIG넥스원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사옥 건립의 꿈과 더불어 임직원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확장된 사고가 기술 개발로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지어졌다. 10년의 세월 동안 판교하우스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방산기업’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임직원들이 즐겁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변화해왔다.

일하는 방식이 변하면
공간도 변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업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임직원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공간은 사고와

환경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킹 등 일하는 방식도

다양한 생각을 하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곳이기에 ‘얼마나

있는 유연근무제, 지정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와 이동

함께 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LIG넥스원도 디지털워크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략기획본부 대상으로

스마트워킹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판교하우스 6층에 만들어진 스마트오피스, 1층에 만들어진
멀티스페이스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공간이다.
방산회사라서 무겁고 딱딱할 것이라는 편견은 금물이다.

회의실과 영접실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리뉴얼됐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1F

회의실

1층 오픈 회의실은 유리와 대리석의 차가운 느낌을 벗고 나무 소재
간판과 그린 컬러로 따뜻하게 바꿨다. 명칭도 순우리말인 라온, 늘품,
다옴, 새길, 한길로 변경했다. 팬던트 조명, OLED TV, 글라스보드를
설치하고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보드로 마감해 사용자 편의를 배려했다.

1F

멀티 스페이스

영접실

영접실은 기존 1~4호에서 건, 곤, 감, 리로 이름을 바꾸고 각 실의
콘셉트를 다르게 구성해서 미팅과 면접 등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빔프로젝터 대신 OLED TV를 도입하고 전동커튼, 조명,
붙박이 의자를 설치해서 편의성을 더했다.

6F

스마트오피스

스마트오피스는 고정된 좌석 없이 모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좌석제로 운영된다. 밝은 컬러와 곡선 레이아웃, 칸막이가 없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구조를 채택한 새로운 개념의 업무공간이다. 현재는
시범 운영 단계이며 도입 가능한 부서의 요청을 반영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잘 일할 수 있는가’라는 효율성과 더불어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가’라는 편의성도 중요하다. 판교하우스는 실제 사용하는
임직원들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녹지와 휴게공간을
늘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재생 에너지 활용,

개인 텀블러 사용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향후 2층의 카페테리아를 1층으로 이전하고 무인 점포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판교하우스는 변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2F

중앙정원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중앙정원은 설계
당시부터 판교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 왔다. 나무데크가 깔려
있던 중앙정원에 식물들을 가져와서 녹지를 조성하고 벤치와 테이블을
설치해서 휴게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

2F

멍때리기 공간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새롭게 꾸민 휴게공간의
이름은 ‘멍때리기 공간’이다.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15분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극에
지친 뇌에 휴식을 줄 수 있다.

2F

수직정원

2층 수직정원은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인 ‘플렌테리어’
스타일로 액자처럼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화분이다. 공기 정화와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위해 새롭게 조성됐으며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람이 직접 물을 주지 않아도 자동관수시스템으로 관리된다.

Roof
top

태양광 발전

판교하우스 옥상에는 임직원들을 위해 조성한 텃밭과 함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태양광 75MWH을 생산해
사용했으며 신규 사업 확대에 따라 건물을 새로 신축할 경우 지열과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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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피스를 확장한 개념의 멀티 스페이스는 회의, 세미나, 소규모
행사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다목적 공간이다.
화이트보드, 포인트 조명을 설치해 용도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며 빔프로젝트, 노트북을 설치할 계획이다.

1F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무공간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세계로 나아간 10년,
새로운 10년을 향해
안녕하십니까? LIG넥스원 임직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우리가 종합방위산업체로서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면

2011년 9월 19일, 설렘과 기대 속에 판교하우스에 첫발을 내딛었던

자체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질적/양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해야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날의 기억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데,

판교 시대의 막이 오른 지도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판교하우스는 LIG넥스원이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전자전, 무인체계, 미래기술 등 첨단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서 사후관리 업무까지 아우르는 종합방위산업체로서

입지를 다지며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약의 행보를 이어가는 동안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는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판교하우스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이어온 선배와 동료들의 헌신과 열정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았기에 LIG넥스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첨단 기술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슴에 안고, 방산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민수 분야에서도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판교하우스를 통해 같은 공간에서 연구개발부터 개발제품의

입사 10년차 직원은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회사의 ‘중심’이라고

사업/연구 부문별 긴밀한 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위산업과 LIG넥스원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간

품질시험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근무 환경이 조성되며,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의 탁월한 입지 조건을 활용, 최첨단 방산기술 개발뿐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한 판교하우스가 대한민국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민수 기술과의 융합을 위한 인프라 확보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판교하우스가 지나온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무엇보다도 LIG넥스원 임직원 여러분이 개선된 복지시설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지조건의 혜택을 누리며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LIG넥스원 임직원 여러분,

다가오는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내 집보다
편안한 일터를 위해

판교하우스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판교하우스 시설관리와 환경안전을

2007년 판교TFT에 참여해 사옥 준공과

NB의장으로 판교하우스 10주년을

입주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판교하우스는 입주

판교하우스 오픈과 함께 입주해서 근무를

LIG넥스원 인사지원실 정창균 실장

담당하는 인사지원실장으로 판교하우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판교하우스도
최초의 기본 프레임은 유지하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1층

회의실과 영접실, 멀티공간 리모델링 및
2층 실내외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판교하우스가 내 집보다 더
편안한 일터가 되도록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LIG넥스원 총무/환경안전팀 허정진 팀장

입주를 준비했는데 10주년을 맞이하니
이후에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환경과 트렌드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딱딱한 사무실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출근해서 마음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 개선과 비대면

근무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고 창의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IG넥스원 NB의장 김창환 수석연구원

축하합니다. 2010년에 입사해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험을 위해

출장을 자주 오가야 했는데 사업과 연관된
HILS 시험시설 등이 판교에 들어오면서
일정도 단축됐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판교하우스에는
중앙정원과 옥상 텃밭 등 일하다가 잠시
숨을 돌릴 공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NB 행사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 판교하우스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다시 열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9.16

LIG넥스원 대표이사 김지찬

판교하우스 입주 이후 10년간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입주 당시 9,000억 원대였던 LIG넥스원의 매출은 지난해 1조 6,000억 원
규모로 증가했고, 판교하우스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현재 1,4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회사의 외형적 발전이 침체되는

성장통을 겪기도 했지만,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경영지표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 미래사업 분야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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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간의 성과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우주항공, 수송드론, 자율주행

LIG NOW

스마트 해군의
최종 방패
CIWS-II 체계개발사업 수주

우리 손으로
만듭니다

LIG넥스원이 해군 함정 근접방어무기체계(Close-In Weapon System,
이하 CIWS-II)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CIWS-II는 적의
대함미사일·항공기·고속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최종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다. 제안 단계부터 수주에 이르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2030년까지
업체 주관으로 개발
CIWS-II 사업은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네덜란드

탈레스社 ‘30mm 골키퍼’와 동일한 포신 및 급탄

장치를 적용하고 업체 주관으로 개발해 경항모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호위함(FFX-III) 등 해군
최신 함정에 탑재될 예정이다. 협상 과정을 거쳐
방위사업청과 계약이 체결되면, 2030년까지 총

3,200억 원 규모의 체계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LIG넥스원은 이미 지난해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골키퍼의 창정비를 완료하고 항해 수락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시스템 체계통합과
시험평가는 물론 적시 군수지원능력 등의

기반기술을 확보한 바 있다. 국내 최초로 CIWS-

II 전용 사격통제 기술을 확보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면배열 AESA 레이더

Interview

개발경험 및 전투관리체계 연동 노하우 등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모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그간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는 물론 전용 설비와 전문 인력 등 전사

역량을 총집결해 CIWS-II 국내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LIG넥스원 CIWS-II 사업단 홍성표 단장

① 해양사업부 한기택 연구위원 ② CIWS-II 사업단 김세환 수석

MADEX 2021에서 전시된 CIWS-II 모형이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③ 박상옥 수석 ④ 남형욱 수석 ⑤ 이행수 수석 ⑥ 홍성표 단장

전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홍보효과는 컸지만 제안서 제출 전이라 전략 노출에

⑦ 정호 수석 ⑧ 김상현 팀장 ⑨ 이현석 팀장
❶

❷

❸

❹

기술력과 의지,
간절함이 수주의 원동력

❽

❻
❺

❼

❾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실물 크기로 구체적인 모형을

전시했는데 전문 고객들에게 우리의 기술 수준을 선보일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체계 보완 발전에 의견을 주신 많은 고객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CIWS-II로 만들겠습니다

LIG넥스원 CIWS-II 사업단.1팀 이현석 팀장
CIWS-II는 최첨단 AESA 탐색레이더 개발, 함정용 AESA 추적 레이더 최초 개발, 첨단
해상용 EOTS 최초 개발, 첨단 사격통제체계 최초 개발 등 향후 회사 사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수주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많은 고비가 있겠지만 구성원들의 열정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와 해군 장병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CIWS-II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본’과 ‘디테일’이
만들어낸 차이

LIG넥스원 CIWS-II 사업단. 2팀 김상현 팀장
골키퍼 창정비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보완점과 제약사항들을 리스트업 하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탄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적을
명중하는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파괴하는 격추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립했고, AESA

레이다, EOTS 같은 고정밀 센서가 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진동과 충격을 저감하는
제반 장치도 신경을 써서 제안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수주를 위해
전사적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함께 고생한 사업단 동료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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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이 지난해 12월 군에
인도한 ‘천궁-II’ 체계 최초 양산품이
품질인증 사격시험에서 탄도탄에
이어 항공기 요격까지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양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전략 보고,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선행기술과제 수주 소식까지
소개한다.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 성공

장사정포 요격체계 선행기술과제 수행

완벽한 성능 입증
본격 양산 돌입
탄도탄 요격에 이어
항공기 요격까지 성공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8월 18일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품질인증 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 개발 유도무기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사격시험은 군에
인도된 ‘천궁-II’ 양산체계를 대상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국방기술품질원 발표에 따르면 ‘천궁-II’는 발사 직후 표적
항공기에 모두 명중됐으며 지난달 탄도탄 요격 시험에 이어 항공기 요격까지 모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양산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총괄한 국방기술품질원 장봉기

유도탄약센터장은 “최초 양산 단계에 있는 ‘천궁-II’ 품질이

완벽하게 검증된 것과 동시에 국내 최초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국내 개발 유도무기가 양산 단계에 본격 착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날아오는 포탄을 막는
한국형 아이언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이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KPS 개발전략 보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핵심기술 선보이다
GPS보다 정밀하고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사업책임자인 방위사업청 고희명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LIG넥스원은 지난 8월 26일 대전하우스에서 열린 ‘KPS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이 완벽히 입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을

“이번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통해 천궁-II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탄도탄 요격기술을 보유한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수한 성능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명품 유도무기에
대한 해외 수출전망도 밝다”고 말했다.

LIG넥스원은 품질인증 사격시험 이후에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차질없이 양산을 진행해 2023년까지
소요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본격 양산에 돌입한 ‘천궁-II’가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발전략 보고’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Korea
발표하고 핵심기술을 선보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보고에서 LIG넥스원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 중인 위성 핵심구성품 기술 개발 경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개념 ▲위성항법

관련 기반기술 개발 현황 ▲KPS를 활용한 신사업 전략
등을 발표했다.

화포류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240mm, 300mm 방사포 등을

배치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핵심시설을 사거리 내에
두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단시간에

집중되는 다량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

시설과 군사보안 시설을 지키는 유도무기체계로 표적

탐지와 추적을 위한 레이더, 교전통제시스템, 발사체계,
유도탄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기간은 2035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개념 연구와 선행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LIG넥스원은 축적된 유도무기체계 개발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 선행기술과제를
수주했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을 확보해
향후 무기체계 개발 사업 참여를 준비할 계획이다.

방사포

*요격영역

레이더(SAR) 개발을 시작했으며, 실용 위성급 영상
레이더 탑재체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KPS는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GPS보다 정밀하고

고도화된 센티미터(CM)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KPS
개발사업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드론,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미래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격탄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사대
방호지역

장사정포 요격체계 운용 개념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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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중했다. (사진: 국방기술품질원)

장사정포는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사격 가능

LIG넥스원은 2006년부터 국내 최초로 위성 영상

정지궤도 위성 3기와 경사궤도 위성 5기 등 총 8기의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에서 표적을 모두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

LIG STORY 1

78년만의 귀환,
최고의 예우를 갖추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고국으로
돌아오다

1992년 카자흐스탄과 국교 수립 이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2013년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참여 아래 공식 추모식을 거행한

공군 특별수송기가 우리 영내에 진입하자 공군 전투비행기가 엄호 비행을 하는
모습 (사진: 국가보훈처)

후 정부 측에 봉환을 건의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이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이유로 외교 문제가 우려됐고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 일부 고려인들의 반대로 봉환이 유보됐다.

그러다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시

고려인 동포들 동의를 얻어 카심 조마르트 토가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항일투쟁의 국민 영웅을 고국으로 봉환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범도 장군의 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요청해 봉환에 이르게 됐다. 당초 2020년 6월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을 맞아 봉환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졌고 이번
광복절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필두로 한 대통령

항일 무장투쟁의 별,
카자흐스탄에서 지다
1868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홍범도 장군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수렵과 광산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다. 1907년 일제가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발표하고 포수들의 총을 회수하려 하자
갑산과 삼수 일대에서 의병대를 조직해 유격전을 펼쳤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탄압이 거세지자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을 기울였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 사령관이 되어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특히 1920년 700명의 독립군을 지휘해 3일간

전투를 벌인 끝에 승리한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으로 기록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청산리 전투에 참가해 큰 공을
78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사진: 국가보훈처)

78년 만의 귀국을 위해 공군 특별수송기에 오르는 유해 (사진: 국가보훈처)

세웠다.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대통령 특사단이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장군의 유해를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국내로 봉환해왔다.
국민들의 관심과 추모 열기 속에 서거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의 의미를
돌아본다.
정리. 편집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이후 항일단체들을 통합해 대한독립군단의 부총재가 됐고

러시아로 이동해 고려혁명군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의 실력
양성에 힘썼으나 소련 당국에 의해 한국독립군 무장해제령을
겪었다. 1937년에는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정책으로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로 옮겨야 했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은 약 17만

명이었다. 한국어 사용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금지하는 탄압

특사단이 카자흐스탄 현지에 파견되어 추모식과 운구, 임시
안치를 마치고 유해를 인수해 공군 특별수송기로 봉송길에

올랐다. 특별수송기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공군이
운용하는 6개 전투기종(F-15K, F-4E, F-35A, F-5F, KF-16D, FA-

50)을 모두 투입해 귀환하는 장군을 호위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해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 8월 17일에는 봉오동
전투 전승 101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중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다. 8월 18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유해 안장식에서는 크즐오르다 현지 장군 묘역에서 채취한
흙을 우리나라 흙과 합토하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직접 관에

허토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온라인 추모 공간과 국민분향소를 운영해
국민과 함께 추모했다.

1946년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를 시작으로 이번 홍범도

장군까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사업을 통해 총 144위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번 유해 봉환 과정은 국권 회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 영웅을 잊지 않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는 보훈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비롯해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속에서 홍범도 장군은 극장 야간수위,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76세를 일기로 쓸쓸하게 사망했다.

1962년 카자흐스탄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크질오르다

중앙공동묘역으로 이장하고 흉상과 기념비를 세웠으며 말년에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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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집은 역사기념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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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마음 놓고 여행도 나들이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던 여름.
그래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족들과 알차고 즐겁게 보낸 여름휴가의 흔적들을 소개합니다.
내년 여름휴가 때는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 편집실

가작

@youngma.lee PGM2연구소 이진혁 선임연구원

가작

내년 여름에는
마스크 벗고

@jsu11201120 C4ISTAR 생산기술실.5팀 정성욱 선임

휴가 가고 싶다
‘그래도 여름휴가인데’ 이벤트 당선작
거리두기 할 사람이 없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다녀온 당일치기 계곡여행.
놀러갔던 3명을 제외하고 계곡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름휴가 완료 #시크릿 계곡 #가평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세요!

동해는 역시 놀러 와야 제맛!
가작

장려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계곡

영덕까지 가서 게는 안 먹고

꼭 어디 가야지만 맛인가요?

이번 휴가 때는 우리만 알고 싶은 금오산 계곡에서 아이들과
고기잡기를 했습니다. 집 가까운 금오산에 이런 곳이 있어서
좋습니다. 사람 없는 곳을 찾아 떠나다 보니 하동 이름 모를
계곡에서는 우리끼리 물놀이를 4시간이나 한 건 비밀입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또 가고 싶어요.

계획에 없던 바다여행. 대게의 도시 영덕으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정작 영덕까지 가서 게는 안 먹었습니다만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바다를 보니 답답했던 마음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2021 여름휴가 총정리편. 코로나로 발이 묶인 여름휴가. 그래도
사진을 모아보니 시원한 금오산 막걸리 한 잔으로 시작해서
운동하고 외식하는 재미로 보냈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곳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다녔네요. 내년에는 물놀이하러 가즈아~!

@id9828 C4ISTAR생산실.1팀 강준혁 기정

@euihyun_oh PGM3연구소.1팀 오의현 연구원

@pjo3841 C4ISTAR 생산기술실.5팀 박정오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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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

강원도 동해시 한섬해수욕장과 무릉계곡에서 여름휴가를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 강원도 동해시는 작년 OT
때와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맛집도 많고 바다도 좋고
계곡도 좋은 동해에 나중에 또 오고 싶네요.

LIG WAVE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인공지능의 핵심

국방 분야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협업 모색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 GPU(Graphic

에임퓨처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제 제품이

Processing Unit)는 아직 생소하다. 신경망처리장치로 불리는 NPU는

KB 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총 35억원 가량의 투자를 받은

Processing Unit, 그래픽처리장치)는 들어봤어도 NPU(Neural

머신러닝, 딥런닝에서 학습, 추론을 담당한다. 인공지능 처리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로 CPU나 GPU보다 전력을 덜 소모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인공신경망을 만들어 학습하는 CPU나 GPU에

비해 하드웨어 칩 단위에서 사람의 뇌세포 구조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NPU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연산 처리가 가능해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인공지능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임퓨처는 인공지능 처리용 신경망처리장치(NPU) 핵심 IP를
개발해 온 LG전자 CTO 부문 북미연구소 출신들이 2020년

10월에 설립한 회사이다. 김창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미국 TI, Synopsys, Cadence, Cradle

Technology, Silicon Magic 등의 반도체 기업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은 32년 경력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가이다. 에임퓨처는
다년간 연구해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NPU IP를 칩 형태로
검증하고 실제 제품에 활용하는 단계까지 진입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 ‘Tornado’ IP와 인공지능 처리용 확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Topaz’, 인공지능 칩이 장착된 보드와 구동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칩 개발

및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포함한 TOTAL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김창수 대표이사는 해외체류 중인 관계로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으며 국내 근무 인원들이 참여했다.

인공지능
학습과 실행에
				

AiM Future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LG전자,
유망한 스타트업이다. 2020년 9월에 미국 산호세 현지에

실리콘뉴로(SilicoNeuro, Inc)라는 법인을 먼저 설립했고 10월에
한국에서 에임퓨처를 설립했다. 현재 총 10여 명의 인력이 AI
양재허브에서 연구,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AI 양재허브에서 입주사를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모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LIG넥스원을

알게 됐습니다. LIG넥스원은 국방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에임퓨처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칩이나 FPGA 보드 형태로 국방에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는 과제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임퓨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컨퍼런스, 전시회, 세미나
등 외부 행사에 참여하면서 회사를 알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수집하고 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기존 개발 기술을 다른 각도로

접근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성공은 ‘사람, 기술, 돈, 운’이
맞아야

국내·외 팹리스 반도체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고 주로 인공지능을

에임퓨처는 내년에 시리즈 A 투자를 대비해 기업 가치 제고에

있습니다.”

기술 확보,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방안 마련 및 집행, 대기업과 공동

활용해 이미지 또는 비전 처리를 하는 시스템 반도체 칩에 활용하고

집중할 계획이다. 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 확보, 특허 출원, 차세대
개발 관련한 MOU 체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불리는 ‘아날로그 뉴럴 네트워크’,

‘SNN(Spiking Neural Network)’ 선행 연구에도 착수해서 3~4년

후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유럽, 인도, 대만,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하기

최적화된
솔루션

위한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설립 초기에는 주로 내적 성장에 주력하다 보니

인력 확보, 기술 개발, 정부 지원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수,

합병 등의 외적 성장요인도 필요하다. 김창수 대표이사는 스타트업의

㈜에임퓨처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2007년 즈음에 영상처리 시스템 반도체칩을 설계하는 벤처회사를
설립했다가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술과 사람만 있어서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자금과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제때
인공지능 모델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는
이왕록 주임연구원

공급할 수 있는 실행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운도
따라야 합니다. 운은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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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는 신체 자극을 받아들여 뇌에 전달하고 반응 신호를 보낸다.
뇌는 받아들인 자극을 종합하고 판단해 최종 명령을 내리는데 사람의
두뇌처럼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반도체를 NPU(Neural
Processing Unit)라고 한다. 에임퓨처는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NPU를 연구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 기술, 돈, 운’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LIG MOMENT

다양한 표적 위협에
대응하는

함정발사 유도무기
비룡과 해궁

해군 함정의 최대 위협인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

정밀 타격하는 함대함 유도무기이다. 차량 탑재형

방어용 대공유도무기. 기존에 운용 중인 해외 도입

지대함 유도무기 비궁을 기반으로 사거리를 연장하고
탄두 위력을 증강시켜 함정전투체계와 연동되도록
개발됐다. 비용 절감을 위해 비냉각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채택했으며 GPS/관성항법 및 표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유도탄에 전송해주는 Up-link

유도방식 기술을 추가해 명중률을 높였다. 다수의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

Ship-to-ship guided rocket, mounted on a nextgeneration naval patrol killer in charge of coastal

수상함 탑재 함대함 유도무기

defense, capable of precisely striking amphibious

비룡

raid forces from a long distance. It was designed
to interoperate with the naval combat system by
extending the range and enhancing the warhead
power, on the basis of Poniard, vehicle-mounted
surface-to-ship guided rocket. The uncooled
infrared seeker was adopted for cost saving, and

주요 특징 Main Feature

GPS/관성항법 및 표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유도로켓에

Up-Link

전송해주는 Up-link 유도방식 적용으로 높은 신뢰성 확보
High reliability ensured by application of up-link

guidance system of that transmits GPS/INS data and
target position to the guided rocket in real time

Multi-Target

다표적 동시 교전 능력 보유 (적 공기부양정, 고속정 등)
Simultaneous engagement (3 rockets) against
multiple targets

Lightweight

Target Acquisition

소형함정 탑재를 고려한 경량화 설계 개발

정리. 편집실

비룡은 연안 방어를 담당하는 해군 차기 고속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로 기습 상륙세력을 원거리에서

130mm Guided Rocket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무인체계, 미래기술,
MRO에 이르는 LIG넥스원의 사업영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무기체계의 주요
특징과 적용된 첨단 기술을 알아보는 LIG Moment. 일곱번째 시간에는
함대함 유도무기 비룡과 방어용 대공유도무기 해궁을 소개합니다.

the accuracy was increased by adding the uplink guidance technology that transmits the GPS/
INS data and target position to the guided rocket
in real time. It enables simultaneous engagements
against multiple targets.

공격으로부터 아군 함정 생존성을 보장하는

유사무기체계 RAM을 대체해 국내에서 개발됐다.
해상 환경과 전천후 기상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초고주파센서와 적외선 영상센서
이중모드 탐색기를 탑재했고, 수직발사대에 탑재

운용해 함정 기동상황과 표적 위치 등에 무관하게
전방위 동시교전이 가능하다. 고기동성과 빠른

반응시간으로 다양한 표적의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으며, 신형 함정의 자함 방어 체계로 탑재될
예정이다.

Anti-aircraft guided weapon to ensure the

함정 방어용 대공유도무기

survivability of friendly ship from the attacks of anti-

해궁

ship missiles and aircrafts, which are the biggest
threats to naval ships. This was developed in
Korea to replace the similar imported RAM which

Surface-to-Air Anti-Missile (SAAM)

was in use. It is equipped with dual-mode seeker
of ultra-high frequency and infra-red image sensor
for its effective operation in changing maritime
environments and any weather condition, and is
mounted on a vertical launcher during operation,

주요 특징 Main Feature

which enables simultaneous omni-directional

Vertical

engagements regardless of the maneuver status

Launch

of ships and the location of targets. Also, its high
maneuverability and quick response time enable
to respond simultaneously to diverse targets such
as high-speed maneuvering ship as well as anti-

All Weather

Target information acquisition with ship-mounted

vertical launch system
초고주파 레이다센서 및 적외선영상의 이중모드 탐색기를 이용한
전천후 운용

대함유도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수상함정 등 다양한 표적 대응 가능

the self-defense system of new ships.
Target

(제한적 대공전/대함전 수행 가능)

Capable of responding to various targets (limited anti-air/antiship warfare)

Warship

다양한 함정에서 운용하도록 함형화 개발 수행

Development for operation in various wa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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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adar and EOTS

Capable of simultaneous omni-directional engagements by

Operation in any weather conditions with dual-mode seeker

aircraft missiles/aircrafts. It will be designated as

Light-weight design for the small ships
함정에 탑재된 탐색레이다 및 EOTS를 통한 표적정보 획득

수직발사 방식을 채택해 전방위 동시 교전 가능

LIG 인사이트

세상을
변화시키는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클러스터
질문1.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판데믹에 이르게 된
걸까요?

긍정적
네트워크의 힘

질문2. 와이파이나 통신사 인터넷을 쓸 수 없었던 홍콩

민주화 세력들은 스마트폰 핫스팟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만들어 냈는데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질문3. 쉐일가스를 모으기 위해서는 물을 엄청난

고압으로 가스가 있는 모래를 향해 뿜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이 더 가스를 쉽게 채취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달라 보이는 이 질문들은 사실 뜯어보면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구성원(사람,

모래입자, 스마트폰 등)들의 네트워크가 어떤 종류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네트워크의 관점으로 바꿔보면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집단은 어떤 네트워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를 묻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이렇습니다. 즉, 1번 질문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전파되는
있습니다.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약자들의 취약한 의료시설
등을 통해 많이 번진 것처럼 구성원들이 어떻게 뭉쳐 있느냐가
지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도 홍콩 민주화 세력들이 어떻게 인터넷

네트워크를 조직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 민주화
세력들은 2014년, 2019년 두 차례 투쟁을 통해 중국 정부의
검열이 닿지 않는 자신들만의 게릴라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블루투스와 근거리 와이파이 기술을 활용한

network

글. 신현규(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사용하는 세력원들이 근거리에 유기적으로 위치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도 네트워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쉐일가스

엔지니어들은 서로 다른 토양을 비교해 보고, 어떤 곳에 물을 쏴야
가스 채취가 더 잘 될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은 서로 다른 토양 속에 있는 모래입자들이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가입니다. 결국 이 역시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디지털
혁신을 맞이한 우리 기업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위의 질문들을 각 회사 조직에 맞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은 긍정적 메시지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데 반해, 어떤 조직은 긍정적 메시지가 잘 확산이 되지

것 같습니다. 특히 침투 이론(Percolation Theory)이라는 최신
네트워크 이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을 잇는 점선 연결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는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그런데
클러스트는 마치 물이 99도에는 끓지 않다가 100도에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어떤 지점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형성이 되어 버린다.”

침투 이론은 회사 내에서 긍정적 메시지, 혁신의 메시지가 확산될
가능성은 0 아니면 1,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중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특정 숫자를 넘어가면 조직 전체에 긍정적
메시지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면 긍정적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특정 숫자를 넘지 못하면

조직에는 긍정적 메시지의 클러스터가 아예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쉐일가스를 채취하는 기술자들은 토양 속에 이런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입자의 숫자를 파악해 가스 채취 여부를

결정합니다. 홍콩 민주화세력들은 와이파이 핫스팟을 켜 두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자신들 만의 광범위한 인터넷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취약한 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바이러스 감염자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침투 이론은 저
수많은 네트워크 구성원들 중에서 파란색 점들이 많아지면 전체
네트워크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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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지연, 학연, 인맥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네트워크. 일과 삶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나
가지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기에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커져버린 단어. 우리 보다 더 심한 인맥
사회라고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네트워크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전파되기도 하죠. 두 조직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도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매우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지 스타트업에 투자해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남태희 스톰벤처스 대표는 이렇게

제가 실리콘밸리로 처음 왔던 2년 전에 주변 분들이 실리콘밸리는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한 돌이 다른 돌을

같은 이야기들이죠.

말했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바둑을 두듯이 합니다. 바둑을
도와주면서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미국은 네트워크 사회야”

서로를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그 집은 단단해질

미국은 더 심해”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벤처투자자 에릭 타르진스키 컨트러리

캐피탈 대표는 미국 전역에 있는 뛰어난 대학교 55개를 렌트카로

돌아다니며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네트워크의 효과에 대해 매우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외부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매우 끈질기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클러스터의 형성은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경우 긍정적 메시지가 회사 전체적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장치들을 회사 내에 심어 둡니다. 회사 내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에게
“일하지 말고 그거에 전념해”라면서 시간을 떼어 주기도 하고,
회사의 홍보조직에서 그 사람의 성공사례를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은 조금씩 더
긍정적 사례들을 널리 알리는 이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예 실리콘밸리 전체가 긍정적 네트워크 그 자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엔지니어들의 이직이 잦고

회사에 다니다가도 창업을 통해 크게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평가 절하보다는 긍정과

응원, 칭찬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When asked what is the most necessary

“수익이 크게 날 것 같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투자 건수들은

people or, conversely, to invest in outstanding

현지의 깊은 인맥이 없으면 투자하기 힘들어”

물론 저도 위와 같은 말에 동의합니다만,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처한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이용한

사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

체험했거나,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것이죠. 마찬가지로 많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은
‘배치(Batch, 기수)’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여러 스타트업을 함께
뽑습니다. 엑셀러레이터에게 배우는 것보다 기수끼리 네트워크

Silicon Valley
seems to be a
strong network
society

“한국이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창업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속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사회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산업 영역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한 회사만 투자하기

보다는 그 스타트업을 도와줄 다른 회사도 같이 투자를 합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은
‘배치(Batch, 기수)’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여러 스타트업을 함께 뽑습니다. 엑셀러레이터에게
배우는 것보다 기수끼리 네트워크 속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의 힘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실리콘밸리가 네트워크

있으면서 느끼는 점은 네트워크가 참으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가지는

힘은 학연, 혈연, 지연 등 타고나는 네트워크의 힘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thing to receive investment from outstanding
startups, many people in Silicon Valley answer
‘network’. Also the founders’ networks in
which they encourage themselves and help
each other are very strong in this region.
Because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thought about starting a business or have
experienced it, there are many people
who sympathize with how difficult and lifeconsuming the job is and how likely it is to fail
that business. As a result, Silicon Valley can
be said to be a network society with many
members with strong energies to positively
help each other. Percolation Theory states
that in order to form a positive network cluster,
a certain number of positive members must
be filled. If the number of positive members
is below a certain level, such a cluster is
difficult to form. So combining the theory with
the reality in Silicon Valley, we could argue
that, for a company, department, or team to
become a positive cluster, it is necessary to
add a lot of effort so that each member can
change little by little with a positive mind for
the entire organization to become a positive
network cluster.
편집자 주)해외 고객들을 위해 기사 주요 내용의
요약본을 영문으로 제공합니다.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긍정적 네트워크가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미라클레터를 받아보세요!

뭔가를 이뤘다고 하면 뒤에서 험담을 일삼고 그 사람의 업적을

근두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대단한

현장 소식을 인사이트있게 담아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미라클레터’.
구독신청: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3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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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하하기 바쁜 사회라면 그 사회에는 긍정적 에너지가 차단된

매경미디어그룹 미라클랩에서 글로벌 경제, 테크 트렌드, 실리콘밸리

CULTURE & WAR

유대교와 이슬람교
마찰의 근원,

통곡의 벽

시간이 흘러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관용

서쪽 벽만 남은
유대인들의 성전

정책을 펴서 바빌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산과 유대인 구역 사이에 있는
통곡의 벽(Wailing Wall)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이다.

한 공간에 사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 사이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비극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Wailing Wall)’이
그 시작점이다.

기원전 10세기에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은 야훼에게

봉헌할 전당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7년의 공사 끝에 완성했다.

하지만 이곳은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왕 느브갓네살이 이끄는
침공으로 파괴되고 유대인 상당수가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빌론 유수’이다.

당시 키루스 2세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총독은 스룹바벨이었다.
귀환한 유대인들은 기원전 519년 성전을 재건했는데, 다리우스
1세의 지원과 스룹바벨의 주도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다. 이후 로마의 지원으로 헤롯왕이 즉위했는데, 왕은

기원전 20년경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전을 증축했다.
예루살렘 성전은 100년도 채 안 돼 전쟁으로 무참히 파괴된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지나치게 세금을 매긴 데다
유대교에 간섭하면서 1차 유대전쟁(66~73)이 벌어진다. 66년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 총독인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유대인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진

금고와 보물까지 착복하는 일이 벌어지자 유대인들은 분노했다.

글. 이상미(이상아트 대표)

게시우스가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자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번졌다. 이 여파는 다른 지방으로 확대됐고

유대를 관할하는 시리아 지방 총독 케스티우스 갈루스가 3만
명의 로마군을 이끌고 직접 군사행동에 나섰지만, 반란군의

기습으로 6,000명 가량이 죽고 나머지는 뿔뿔이 달아나면서
로마군은 완전히 궤멸됐다.

네로 황제는 갈루스의 패배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그리스에 머물고 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진압을 명령했다. 67년 티투스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함께 팔레스타인으로 향했다. 예루살렘은
암반 위에 세워진 천연의 요새이며 삼중의 성벽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로마군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티투스는 70년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예루살렘을

1867년 이탈리아 화가 프란체스코 헤이즈가 그린 ‘예루살렘 성전 파괴’
(출처: 아카데미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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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성전산과 유대인 구역 사이에 있는 통곡의 벽 전경.

유혈 사태의 뿌리인 동예루살렘 영유권은
유대교 핵심 성지인 성전산 위에 이슬람 성지가
묘하게 겹쳐서 자리 잡았기에 물리적인 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주보고 달리는
두 개의 평행선
모든 것이 시작된 통곡의 벽은 서벽(총 길이 488m)의 일부로

길이 50m, 높이 19m이다. 벽은 45개의 돌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지상은 28개, 지하는 17개로 이뤄져 있다. 유대교는 남녀를
구분하기에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벽에 가서 기도하도록
분리대가 설치돼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아직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요르단강 서안 지구(웨스트뱅크) 이스라엘 정착촌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5대 정착촌(기브앗
지브·말레 아두밈·아리엘·구쉬 에찌온·모딘)은 이미 촌락 수준을
넘어서서 도시 규모로 자리잡았다. 이스라엘 정부는 수십 년간

터 잡고 살아온 정착촌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서안 지구 북부 접경 이스라엘 영토를 그만큼

넘기겠다고는 하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자국 영토 안에 오랜 적국의 도시가 자리 잡는 것도 불편하고,

이들 정착민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정규군 주둔을 인정하면

포위한 끝에 결국 함락시켰다.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독립이냐며 거부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조롱하듯이 성전의 서쪽 담장 하나만

유혈 사태의 뿌리인 동예루살렘 영유권은 유대교 핵심 성지인

남겨 두었는데, 이것이 통곡의 벽이다. 나라를 잃고 뿔뿔이

성전산 위에 이슬람 성지가 묘하게 겹쳐서 자리 잡았기에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이 서쪽 담당 아래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물리적인 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스라엘은 시온주의의 근거가 예루살렘이므로 양보할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다만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일 년에 하루 성전 파괴일인 아브월 9일(양력으로
7~8월경)에만 유일하게 통곡의 벽으로 접근을 허락했다. 이후

통곡의 벽은 길이 50m, 높이 19m로 45개의 돌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조국의 건설’을 목표로 민족주의 운동(시오니즘)을
확산시켰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만 제국의

약화와 전쟁 승리를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미끼로 아랍민족과
유대인들에게 모두 독립시켜주겠다는 이중 약속을 했다. 영국

외상 벨푸어는 유대인의 협력을 얻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국을 약속했으며, 같은 이유로 아랍인들에게도 ‘맥마흔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 내 아랍인 거주 지역 독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영국은 전쟁 후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임통치 지역으로 편입시킨

뒤 그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취했고,
이에 아랍인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반유대인 운동이 확산됐다.
이관하고 유엔은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UNSCOPUN)를

설치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으로
분할시키는 안을 채택했다. 유대인들이 수락한 반면 아랍

측은 거부한 결과,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했다. 이스라엘 건국 직후 이집트를 비롯한 7개
아랍국가들이 무력 항쟁을 벌이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80%를 차지하는 전과를 올렸고 팔레스타인인 90만 명이

유랑민으로 전락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1964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결성해 투쟁을
전개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일으켜 이집트·요르단·시리아 등 세 나라 군대를 차례로

격파하고 대승을 거뒀다. 이때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점령됐는데 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통곡의

벽이었다. 유대교의 최고 랍비가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의 진정한
귀환을 선포했다.

통곡의 벽에서도 보이는 예루살렘 알 아크사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성지 중 하나로 매해 많은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위해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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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것이니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요하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반유대인 운동이 전개되고 이에 대응해

3차 중동전쟁 이전에는 요르단 관할이었던 동예루살렘을
너무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끄러운 분리가

15세기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오스만 투르크의 시대가

현대사의 모순이 낳은
거대한 비극

의사도 이유도 없다며 완강하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1967년

공존을 위한 고민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대체 단백질

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중 80%가 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육식 위주의 식문화를 바꾸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고기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채식 위주 식단으로 단숨에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대체 단백질이라는 대안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글. 김보경(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대체 단백질 시장의
탄생
대체 단백질(Alternative Protein) 식품이란 동물성 단백질 식품 제조 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대신 식물 추출, 동물 세포 배양, 미생물 발효
방식을 통해 인공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 맛과 식감을 구현한 식품을

의미한다. 노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반 육류 생산과 달리 식물

추출로 제조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식물성 대체육은 코로나19 반사효과를
입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 반려인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가축 도살의 과정이 수반되는 동물성 단백질 소비를 기피하는

닭 없는 달걀,
귀리로 만든 우유까지

경향도 촉매제로 작용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고기의 경우 대두를 갈아서 점성이 있는 글루텐

식물성 소고기는 2019년 CE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품(Most Impactful

있었다. ‘비욘드미트’의 햄버거 패티는 완두콩, 녹두, 현미 등으로 단백질을

빌 게이츠가 투자한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의 햄버거 패티용

Product)’으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비욘드미트(Beyond
Meat)’는 식물성 대체육 기업 최초로 2019년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대체
단백질 식품 스타트업 투자도 2019년을 기점으로 투자 건수 및 투자 유치

금액이 크게 늘었으며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한 2020년에 역대 최고치인
30억 달러를 달성했다. 대체 단백질 식품은 ‘특별하고 신기한 제품’에서
‘일상적 소비제품’의 범주로 이동하고 있다.

대체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대체 단백질 식품은 단백질 원료 기준으로 식물 추출, 동물 세포 배양, 미생물
발효로 구분된다. 식물 추출 대체육은 식물의 단백질 농축액을 추출 후

가수분해를 해서 단백질을 분리하고 육류의 맛과 식감, 영양성분 구현을
위해 지방, 향, 영양소 등을 첨가한 뒤 반죽과 압출성형 등 가공작업을
통해 생산된다. 동물 세포 배양 대체육은 동물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생물반응기에서 세포를 증식하고 조직을 배양해서 생산한다. 미생물 발표

단백질과 섞어서 고기처럼 굳힌 형태로 맛과 향, 식감에서 고기와 큰 차이가
구성하고 코코아 버터, 코코너 오일로 마블링을 구현했으며 비트 주스로
육즙을 모방했다.

‘임파서블푸드’는 정밀 발효 방식을 도입한 식물성 단백질 기반 대체육을
생산하고 있으며 영국의 대체육 브랜드 ‘퀀(Quorn)’은 버섯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마이코프로틴(Mycoprotein)을 기반으로 닭고기 대체육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잇저스트(Eat Just)’는 녹두를
원료로 만든 달걀 대체 식품 ‘저스트 에그’를 개발해 1억 개가 넘게

판매했다. 귀리에 효소를 더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귀리우유를 개발한
‘오틀리(Oatly)’의 매출은 2020년 기준으로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바다 오염과 양식 어류의 항생제 남용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대체
해산물을 생산하는 ‘오션허거푸드(Ocean Hugger Foods)’ 같은 회사도
등장했다.

책임감 있는 식생활이
필요하다

대체육은 재료가 되는 공급원료를 발효시키고 계란 흰자 또는 감자 추출물

먹는 일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기업이 오염물질을

검증에서 앞서 있으며 동물 세포 배양은 상용화 초기 단계로 고비용이지만

‘기후미식(klima-gourmet)’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즐길 수 있는

등을 첨가해 육류의 식감을 부여한다. 식물 추출 단백질 제품은 비용과 안전성
동물성 식품과 유사도가 높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일반 단백질 식품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맛과 식감을 구현하는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실제 고기와 흡사하고 단백질 함량은 높은 반면
섭취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행동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와 생명,

인류에 책임감 있는 음식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당장 고기를 끊을 수 없다면 대체 단백질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29

28

대두, 글루텐, 환경호르몬, 항생제 등이 들어있지 않아서 건강을 위해 육류를

배출하는 걸 사적인 영역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트렌드 톡톡

코로나로 인해 재택을 포함한 비대면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활용 실태
설문조사(2020.9)를 보면 63.7%가 비대면 근무를 해도 업무 효율성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된
비대면 근무 시대,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글. 김진영(<팀장으로 산다는 건> 저자)

비대면
근무 시대,

효율적인
비대면 근무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일하는 여건은 변했다. 다시 모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더라도 한번 시작된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표준이 된 비대면 시대에 맞게

리더십에도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색다른 모색이 필요하다.
리더들은 이전보다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리더십도
진화한다

먼저 우리는 중요한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일의 총량은

변함이 없는데 오히려 일하는 시간은 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다. 이를

집에서 일해서
좋긴 한데
화상회의를 하고 나면 늘 피곤함을 느낀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참여자들도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작은 모니터를 응시하다 보니 그렇겠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다. 우리의 뇌는 40분의 1초까지 감지한다고

한다. 화면이 부자연스럽거나 끊김이 발생하면 긴장하게

된다. 더욱이 화상으로는 상대의 감정까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뇌는 평소보다 피곤함을
느낀다고 한다. 대면 환경과 다른 비대면 환경에서 불안과
불편을 느끼는 구성원들이 적지 않다.

비대면 근무가 일상화된 현재 조직 구성원들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들은 일상적인 관리 자체가 어렵다.
이전 같으면 수시로 불러서 물어보고 지시할 수 있었다.
‘모이자’란 한마디면 언제든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화상회의를 여러 번 진행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1:1 피드백을 많이 가져보라 권고를 하지만 이는
결국 재택근무를 하며 야근을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둘째, 구성원들의 몰입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업무가 수행된다.
아무래도 집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와 가정생활의 분리가
어렵다. 아울러 사무실에서 형성되는 집단적인 업무 분위기를
집안에서는 온전하게 느낄 수 없다. 자주 모일 수 없다 보니
개인주의 풍조가 퍼져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넘길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근무 환경이 과거의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선도적으로 권한 위임을 하면서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 형성에 선결 요건이 될
것이다.

얼굴을 마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가
정확하게 나의 발언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반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내가 정확히 인지했다는 것도 확인시켜줄

장소는 바뀌어도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

필요가 있다. 회의 말미에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서로의

비대면 근무 중 상사의 메신저 호출에 즉시 응답을 못해

아울러 일의 진척도, 진행 상황 등은 구성원들이 모두 볼 수

보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호출에 빠르게 응답해야 하는

이해를 교차 확인해보는 시간을 별도로 갖는 것도 좋다.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함께 진행 상황을 보며
공유하면 업무가 지연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화상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해야 한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예전 같은 업무 집중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전에 이슈를

공지하면서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지까지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대 40~60분 이내로 회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보다 길어지게 되면 휴식 시간을 평소보다
길게 가진 후 속개하는 것이 좋다.

질책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잠시 볼일을
시간을 사전에 협의해서 정해두고 회의나 협업 관련

질의 등은 가급적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업무 중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모호한
부분은 없는지, 일이 누구에게 몰리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비대면 근무를 해도 구성원들의 친밀감과 유대감은
중요하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는

고립감을 완화하고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매일

아침 10분간 온라인 랜선 미팅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외의 주제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흥미로웠던 기사, 어제 본 드라마, 집에 있었던 일
등이 화제가 될 수 있다.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는 일하는 방식의 변형된 유형이며

결과로 경쟁해야 하는 비즈니스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면 예전으로 회귀할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폭이 상당해서 비즈니스 자체를 바꾸고

있다. 비대면 근무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은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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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화상회의나 전화를 통해서는
업무 이외의 교감과 소통이 힘들다.
화상회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대화가 줄어서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지만, 소통은 업무 얘기만이
전부가 아니다. 예전엔 커피 한 잔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곤 했었다.
비대면 환경에서는 각자가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이 큰
장애물이 된다.

위해 리더들은 일상적인 업무와 권한을 팀원에게 과감하게

이달의 아이템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었다. 멀지 않아 출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있는 것들로 일하다 보니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좀처럼 효율도 오르지 않는다. 간단한 아이템 몇 가지로 집에서 근무하지만 회사 못지않은 업무환경을 구축해보자.
정리. 편집실

건강하고 편리하게
스마트워킹 아이템

LIG BOARD:)

독자와 함께 만드는 근두운

Quiz,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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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높이를 맞춰주는

소중한 눈을 지켜주는

노트북 거치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쳐다보며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디지털기기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은 눈의 피로,

있지 않을 때 더욱 심각해진다. 목과 어깨 통증을 불러오고 지속되면

에너지가 강해서 눈을 금방 지치게 한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하나같이 거북목 증세를 호소한다. 이는 모니터 높이가 최적화되어
허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바른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트북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치대를 갖추면 좋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촉촉해지는 감성을 만족시켜 줄 문화생활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미술 전시, 사진전, 연극 공연, 영화
감상, 독서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여러분의 한 컷을
인증샷으로 남겨주세요.

2. 서거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가 묻혀 있던
곳은 어느 나라인가요?

#참여 방법
1. 해쉬태그 #LIG넥스원#근두운#문화생활좀해볼까
세 가지를 모두 입력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인증샷을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다.

3. CPU나 GPU보다 전력을 덜 소모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자료를 처리하고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7+8월호 정답
1. KPS 2. 자연언어처리 3. 메타버스
#지난호 당첨자
치킨+콜라 세트(3명)
이*욱(seun~)님, 서*훈(seod~)님, 박*인(jiin~)님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5명)
최*만(youn~)님, 박*유(onyo~)님, 남*덕(kyun~)님, 김*섭(juns~)님, 김*태(kim3~)님
스타벅스 커피(5명)
정*영(woon~)님, 임*정(yong~)님, 박*애(euna~)님, 김*현(nahy~)님, 김*진(kwan~)님

허리를 보호하는

발받침대

요추 지지 쿠션

의자에 앉아 근무하다 보면 혈액과 수분이 아래로 쏠려 다리가 붓고

사무용 의자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몸의 부하를 줄여준다.

덜해진다. 원목 발받침대 또는 푹신한 풋레스트, 책상에 걸어 사용하는

좋은 의자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럴 때 기존 의자 등받이 허리가

무거워진다. 발을 올려둘 수 있는 발받침대가 있다면 증상이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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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해먹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고르면 된다.
화상회의를 해도 다리 부분은 보이지 않으니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집에 사무용 의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고 새로 사기에는 성능
닫는 부분에 요추 지지 쿠션을 놓으면 몸의 압력을 분산하고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

2. L
 IG넥스원 인스타그램(@lignex1er)를 팔로우한다.
(1번과 2번을 모두 해야 응모자격이 인정됩니다)
3. 이벤트 응모기간은 10월 11일까지입니다.
4. 당첨 소식은 개별 DM으로 알려드립니다.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모니터를 장시간 사용한 경우엔 중간중간 눈의

다리 붓는 것을 막아주는

LIG 이벤트
‘문화생활 좀 해볼까?’

#9월호 문제
1. 판교하우스 1층에 새롭게 조성된 공간으로 회의, 세미나, 소규모 행사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구건조증, 시력 저하 등에 시달린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고
피로를 풀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Event

# 참여 방법
1. 사보와 웹진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낸다.

2. 근두운 웹진(http://geunduun.com) 또는 QR코드를 클릭해 접속한다.
3. 이벤트 메뉴 버튼을 이용해 정답을 10월 4일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10월 25일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10월호에 게재됩니다.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5. 선
 물은 10월 25일 발송되고 당선작은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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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