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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C4ISTAR생산본부 박배호 본부장과
PGM생산본부 권종화 본부장

LEADING LIG
LIG人들의 일과 삶

독립경영체제 출범과 함께 생산본부도

이원화됐습니다. 구미 NB(N-Board)가
C4ISTAR생산본부 박배호 본부장과

PGM생산본부 권종화 본부장을 만나 궁금한
점들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정 근접방어무기체계 창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CIWS-II 국내 개발에 도전하는 LIG넥스원의
기술력을 만나보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튜디오에 가족사진을 찍으러 출동한
사랑스러운 두 가족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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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TALK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민
-LIG넥스원 C4ISTAR생산본부 박배호 본부장
‘성장’을 위한 ‘글로벌 생산 경쟁력’
-LIG넥스원 PGM생산본부 권종화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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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NOW
해군 함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박용한 기자의 ‘골키퍼’ 창정비 현장 방문기

10

LIG STORY 1
가족과 함께한 잊을 수 없는 순간

웹진 근두운 바로가기
www.geunduun.com

06

LIG넥스원은 함정 근접방어무기체계 30mm 골키퍼
창정비 기술을 바탕으로 CIWS-II 국내 개발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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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STORY 2
과학 꿈나무들의 빛나는 상상력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당선작

14

LIG WAVE
집단지성으로 인공지능을 더 스마트하게
「인공지능팩토리」
김태영 대표

16

LIG MOMENT
미래 국방기술을 선도하는 무인체계
‘다목적 무인헬기’와 ‘무인수상정’

10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참여한 LIG시스템 CTO본부 최영만 본부장 가족과
LIG넥스원 EA사업관리팀 조우철 매니저 가족

READING LIG

18

양자정보기술의 핵심은 다룰 수 있는 정보량이 무한대로
커지고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18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양자컴퓨터,

LIG 인사이트
양자정보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
-이준구(KAIST AI양자컴퓨팅 ITRC 센터장)

어렵기만 한 양자의 세계를 KAIST 교수님에게

22

LIG人과 독자들을 위한 읽을거리
해킹의 신이 와도 뚫을 수 없다는 양자암호.

들어봤습니다. KF-X로 불리다가 이제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한국형 전투기
출고식 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라탕, 중국식 훠궈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유난히

빠르게 핀 봄꽃이 우리에게 던지는 기후위기
신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DEFENSE NOW
KF-21 보라매,
모습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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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열린 시제 1호기 출고식 행사에서
KF-X라는 개발명을 벗고 KF-21 ‘보라매’로 명명된
한국형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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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WAR
홍탕과 백탕의 조화
중국 훠궈의 유래

30

공존을 위한 고민
0.9℃의 차이
빨라지는 봄꽃, 사라지는 웃음꽃

32

NEWS ROOM
LIG넥스원, 육군사관학교
‘외국 수탁생도 만남행사’ 참여 外

OPEN TALK

생산본부장으로 승진하고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C4ISTAR생산기술실.2팀 권영우 선임연구원

일단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웃음)

품질경영실장 때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수익 창출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게 됩니다.

C4I생산본부는 사업의 가짓수가 많기에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Profit Center로서 공장의

LIG넥스원 C41STAR생산본부
박배호 본부장

역할을 구성원들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LIG넥스원 생산본부는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까요? C4ISTAR생산실.3팀 오진석 수석매니저

COVID-19는 언택트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더욱 앞당겨 ‘New
Normal’을 열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와

계속 함께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여기는 것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다름’을 ‘다름’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가 필요합니다. 구미생산본부에서는 버추얼

우리 세대의 ‘다름’을 인정하면 서로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요?

팩토리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지만 당사 사업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팩토리를 통해 라인 운용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민

작업자들의 안전과 편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N-팩토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LIG넥스원 생산본부의 차기 집중 사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C4ISTAR생산기술실.2팀 권영우 선임연구원

IoT와 AI, 무인화, 융복합기술이라는 기술 추세에 발맞추어

무기체계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군 병력 감소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이 직접 총을 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의 도발 결심을

감지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무인화 체계, 고성능 무기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본부 임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독립경영체제 출범과 더불어
구미생산본부도 PGM생산본부와
C4ISTAR생산본부로 이원화됐다.
구미 NB(N-Board)가
C4ISTAR생산본부 박배호 본부장을
만나 공장의 미래와 차기 사업
아이템부터 세대 차이, 추천 맛집에
이르는 소소한 주제들까지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 편집실 사진. 인성욱

C4ISTAR생산실.1팀 박대하 매니저

생산회의에서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일을 잘하려고 하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부장이 모든 걸 책임질

테니 담당자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드러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팀장실장-본부장 전 조직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0년대생들과 세대 차이를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C4ISTAR생산실.3팀 오진석 수석매니저

제 딸이 96년생인데 항상 생각이 항상 분명하게 다릅니다. (웃음)

일단 저와 딸은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추천 맛집이 궁금합니다.

C4ISTAR생산실.1팀 박대하 매니저

저는 대한민국 각지의 맛집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사주면 오픈할 수 있습니다.(웃음) 혹자는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제철 재료로 정성을 담아내는 음식일 것
같습니다. 구미 맛집을 몇 군데 알려드리면 많이들 알고 계실 맛집을
‘한데만데이’, 봄철에 생물 주꾸미를 맛볼 수 있는 ‘해남성주꾸미’,
가성비 좋은 돼지고기집 ‘한돈참숯구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본부장 님만의 재테크 방법이 궁금합니다.

C4ISTAR생산기술실.기계기술팀 조경한 수석연구원

재테크는 절대 저를 따라 하지 마세요. (웃음) 과거에 주식을 조금

해봤는데 정보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명 ‘몰빵’을 하는
타입이라 제가 사면 떨어지더라고요. 겨우 본전 회복하고 그만둔

이후로는 적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집도 잘 옮길 줄 모르고
재테크에는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새 비트코인 같은

불안한 투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하지 마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의미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C4ISTAR생산기술실.기계기술팀 조경한 수석연구원

따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와 가족들이 외국여행을 같이 갔던 기억이 베트남 딱 한
곳입니다. 그 이후로는 같이 외국을 간 적이 없는데 여행이 자유로운
시기가 돌아오면 가족들과 스페인을 가보고 싶습니다. 국내 여행도
좋아하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가능한한 많은 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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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릅니다. 회사가 우선이었던 과거 세대에 비해 요즘 세대는 개인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젊은 세대들도

독립경영체제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 PGM생산본부는 어떤
부분에 주력할 계획입니까? 양산품질2팀 천방율 매니저

유도무기는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화와 첨단 기술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수출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산본부에서는 New

Normal 시대에 대응한 미래 핵심 생산기술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및

수익성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 변동성에 대비하여 사전 생산
준비 및 기술 인력의 육성 등 수출 인프라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정비 이력까지 추적성 관리를 통해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공정과 품질, 납기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GM생산본부와 C4ISTAR생산본부로 이원화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PGM생산실.2팀 권태주 매니저

부문별로 소통과 협업이 좀 더 원활해지면서 시너지가 나고 단합이 잘
되는 것이 보입니다. 연구소-사업부-생산-구매-품질이 책임감을 갖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One Team으로 일하니 업무의 속도와 능률이
높아졌습니다. 부문이 이원화됐지만 유도무기 통합체계는 레이다와

감시정찰, 전자전 기술이 융복합 되는 시스템인 만큼 C4ISTAR 부문과
상호 협업하고 지원하는 분야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입니까?

PGM생산기술실.3팀 최윤석 선임연구원

회사가 성장하고 아울러 개인과 조직이 발전한다고 느낄 때

가장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또한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선·후배,
동료 그리고 많은 고객들과 협업하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누가 행복하냐고 물으면 주저 없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LIG넥스원의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PGM생산실.2팀 권태주 매니저

우리 회사가 지속 성장하여 ‘Global Top 20 Defense Group’ VISION
2030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미래의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PGM생산본부 권종화 본부장은
1991년 금성정밀 시절 구미공장
생산기술과로 입사한 이후 30년 동안
생산본부의 변화와 성장의 역사를
지켜본 산 증인이다.
글로벌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상과 계획들을 구미 NB
(N-Board)가 직접 들어봤다.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역량을 꾸준하게
강화해 나가야 하겠지요. 생산본부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대응한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도무기 핵심 제조·생산기술을 강화하고, 新생산기술 분야인
AI 인공지능과 3D 프린팅 분야에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C4ISTAR 부문과 협업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에 최적화된 Smart Factory 구축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어떤

글. 편집실 사진. 인성욱

취미를 즐기십니까? 품질운영팀 김보현 수석매니저

마라톤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마라톤

대회가 없어져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등산을 하면서 산악회
회장도 했어요. 요즘 주말에는 자전거도 타고 헬스도 합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2019년부터 3년째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독후감을 팀장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정리하면서 내용을
리마인드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습니까?

‘성장’을
위한

양산품질2팀 천방율 매니저

책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 지식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공학이나 자연과학책은 어렵고 재미가 없죠.

(웃음)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데 일전에 사보에도 한 번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라고 정복 군주로 알려진

‘글로벌 생산
경쟁력’

칭기즈칸의 인간적인 면모를 밝힌 책입니다. 상호 배려와 다원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는 요새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데 본부장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PGM생산기술실.3팀 최윤석 선임연구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밖에 나가서 좀 걷습니다. 걷다 보면 어느새
아무 생각 없어지면서 머리가 정리됩니다. 평소에도 점심 먹고 20여
분 회사를 한 바퀴 걷는데 요즘은 함께 걷는 사우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좀 답답하다 싶을 때는 물을 두어 컵 마시는 것도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LIG넥스원 PGM생산본부
권종화 본부장

본부장님은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품질운영팀 김보현 수석매니저

노후 준비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경제권을

일임하고 용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웃음) 시장의 트렌드와 경제 공부
삼아 주식을 해봤는데 별 수익을 내지 못했고 역시 아무나 주식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웃음)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투자가 늘고 있는데 그 또한 본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감당할
만큼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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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NOW

해군 함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근접방어무기체계

분당 4,200발을 발사하는
함정의 마지막 방어체계
LIG넥스원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5월 판교에 위치한 LIG넥스원 연구소를 다녀왔다. 그때는

근력증강로봇 LEXO 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미래 보병체계의
핵심기술인 근력증강로봇을 실제 착용해 보며 앞선 기술에
감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눈앞에 다가온 미래를 살짝
엿봤던 경험 때문일까? 이번 골키퍼 취재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신종

박용한 기자의
‘골키퍼’ 창정비 현장 방문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이다. 당초 골키퍼 창정비 초도가
나오는 지난해 현장을 살펴보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재 일정을 한창 미루게 됐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LIG넥스원 PR실이 없었다면 지금도 취재 일정을 잡지 못해
안절부절못했을 것 같다.

바다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미사일 위협은 다양한
대응 수단으로 막아낸다. 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근접방어무기(Close-in Weapon System, CIWS)가 분당

4,200발의 총탄을 쏟아내며 방어막을 친다. 현재 골키퍼가
맡은 임무인데 앞으로 CIWS-II도 여기에 합류한다. 취재를
다녀온 뒤 보름이 지난 3월 3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함정에 탑재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 골키퍼

바다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미사일 위협은
다양한 대응 수단으로 막아낸다.
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근접방어무기(Close-in
Weapon System, CIWS)가 분당 4,200발의
총탄을 쏟아내며 방어막을 친다.
현재 골키퍼가 맡은 임무인데
앞으로 CIWS-II도 여기에 합류한다.

‘근접방어무기체계-II’ 사업 방안을 심의한 뒤 국내 개발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4,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10여 대에 조금 못 미치는 시제품과 실전 무기를

생산하는데 여기에 LIG넥스원도 참여한다. 이번 구미 방문이
중요했던 이유다.

골키퍼 창정비 확보기술을 활용한
CIWS-II 국내 개발

LIG넥스원은 이미 함정 방어무기 개발에 성공한 경험이

그동안 해외에서 CIWS를 구매해오다가 국산화에 나선 이유가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의 유도탄과 항공기를 최대 사거리

골키퍼 등 2가지 CIWS를 도입해 운용했다. 여기까지는 큰

있다. 2018년 12월 개발을 완료한 함대공 유도탄 ‘해궁’은

20㎞ 수준에서 요격할 수 있다. 해외에서 도입해 운용하던

RAM을 대체하는 무기체계로 올해부터 해군 호위함과 상륙함
등에 탑재한다.

있다. 한국은 레이시온社의 팰렁스, 네덜란드 탈레스社의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골키퍼가 단종된 이후 팰렁스만
도입했는데 최근 추가 물량 가격이 올라갔다. 팰렁스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군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해야 한다. 조만간 시작할

팰렁스 창정비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적기 정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개발 CIWS-II는
경항모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호위함(FFX-Ⅲ급) 등

해군 최신 함정에 장착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이 오래된 기존
CIWS 수십 문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전망이다.

글. 박용한(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기존에는 아음속(시속 약 1,100㎞) 미사일만 대응할 수

있었다. 이제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할 수준으로
LIG넥스원은 골키퍼 창정비를 통해 확보한 기술로 CIWS-II 국내 개발에 도전한다.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개발된 순항미사일은 램 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대략 마하 4(시속 약 4,800㎞) 수준까지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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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구미 LIG넥스원 생산본부를 다녀왔다. 골키퍼 창정비 현장 취재를 위해서다. 굉음과 함께 수백 발의 총탄을
쏟는다. 총구가 향한 바다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폭음과 함께 불꽃이 번쩍인다. 한국 해군 항공모함을 노리고 접근하던 북한
미사일에 명중한 것이다. 2030년대 초반 동해에서 눈 깜짝할 순간에 이뤄진 전투를 상상해 봤다.

단순 국내 조립이 아니라 기존 CIWS보다 성능이 올라간다.

보는 눈도 좋아졌는데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식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AESA)’를 탑재해 더 먼 거리에서 발견하고
더 빨리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전보다 탐지 능력이 정밀한
것도 당연하다.

CIWS-II 국내 개발은 단계적, 장기적으로 점차 발전해 나갈

여기에 개틀링건이 쏟아낸 포탄이 화망을 만들어낸다. 마하

국산화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LIG넥스원은 2018년부터

CIWS-II는 함정에서 5㎞ 떨어진 거리에서 교전이 이뤄진다.
3~4 속도를 내는 미사일은 1초에 약 1.2~1.6㎞를 이동한다.

요격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3초 정도에 불과하다. 함정 주변에
침투하는 고속정도 자동으로 격파할 수 있다. 기존 골키퍼는
수동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경우 공군 활주로 및 군 지휘 시설 등 거점 방어도 가능하다.
모든 부품을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니다. 기존에 쓰던 골키퍼
함포의 주요 부품을 동일하게 활용한다. 군 당국은 30㎜

탄을 쏘는 골키퍼가 20㎜탄 팰렁스 보다 파괴력이 더 크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골키퍼에 장착된 30㎜ GAU-8

개틀링건은 기술 도입을 통해 화포 전문 국내 업체가 생산할
계획이다. ‘탱크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에 장착하는

기관포로 압도적인 화력이 장점이다. 실제 사격 현장에서
보면 압도적인 굉음과 파괴력에 주눅이 든다.

현장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지방공레이더를 살펴볼 수 있었다. LIG넥스원은 해궁을
비롯해 함대함유도탄 ‘해성’, 휴대용대공유도탄 ‘신궁’ 등

다양한 유도 무기도 생산한다. 잘 보고 잘 쏘며 막아내는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예정이다. 각종 부품을 종합하는 능력을 갖춘 뒤 개별 부품의
골키퍼 창정비를 시작해 CIWS를 직접 뜯어보고 고치며

함정 생존성을 확보하고
해양 안보를 지킨다

기술을 얻었다. 한국 해군이 쓰던 골키퍼를 공장으로 가져와
완전 분해한 뒤 다시 조립했다. 부품을 모두 뜯어낸 뒤 다시
조립하는 창정비는 사실상 새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LIG넥스원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시계를 고쳐보겠다고 뜯었다가 고장만 내고 후회했던

경험을 생각하면 된다. 장비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구조적인
작동 원리 등 모든 걸 알지 못하면 시작할 수 없다.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네덜란드 해군 정비창에 직원 20명을 보내 체계
전반에 대한 원천 기술을 배웠다. 지난해 9월, 이 기술로

LIG넥스원 구미생산본부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촬영하는 박용한 기자

정비한 첫번째 장비는 바다에서 해군이 주관한 성능 시험을
통과했다.

구미를 찾아온 건 실제 장비를 눈앞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다.
창정비 현장으로 이동하니 새 제품처럼 깨끗해진 골키퍼가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새 제품을

CLOSE-IN WEAPON
SYSTEM

자동·수동·반자동 사격이 모두 가능해진다. 지상에 설치할

시험 중인 대포병탐지레이더-II, 울산-I급 함정 탐색 레이더,

창정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기술력

만들어 낸 것처럼 보였다. 설명이 없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창정비를 하며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정비하고 일부 부품은 새것으로 교체했다. 역시나
구석구석까지 잘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작업이다.

정비를 했지만 정상 작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모의탄을 장전하고 실제 발사하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시험해 봤다. 육중한 장비가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포탑이 회전하더니 포신은 목표 지점을 조준했다. 불과 1초
정도였을까?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수백 발의 모의탄이
발사됐고 발사 순간이 만들어낸 진동은 가슴에 그대로

전달됐다. 굉음은 축구장보다 넓은 정비창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던 현장이다.

성공적인 창정비 경험 덕분에 한국형 CIWS-II 개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성표 LIG넥스원
CIWS-II 사업단장은 “CIWS-II에 탑재될 함포는 골키퍼와

동일하여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AESA 레이더를

특히 CIWS를 비롯한 함정방어무기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미래 해양안보 위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중 간 대결구도는 바다에서 군사적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국의 해양력 접근을 막아낼

능력을 키우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이를 뚫고 들어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 긴장과 경쟁도 올라가고 있다.

중국은 항모와 구축함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쏟아낸다.
일본은 이미 경항모 개조에 착수했다. 여기에 탑재할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도입도 확정했다.

동북아를 비롯한 전 세계 바다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불안정한 긴장 국면이

폭발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 근해로 군함을 밀어 넣고 있다. 10년 뒤 미래에는

해양 분쟁이 더 다양하고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한 데 이어 수에즈 운하 사고로

바닷길이 막혔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 보았다.

한국의 해외 수출 중 99%는 바다길로 움직인다. 불과 몇 달만
바닷길이 막혀도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게 된다.

늘어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해군의 역할은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항모 도입과 기동함대 창설 등
적극적인 해양 군사력 확보에 나서는 배경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함정이 북한과 잠재적 위협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변칙적인 회피기동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함유도탄

등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주변국은 항모와
잠수함을 비롯한 해양전력 확보와 함께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 해군의 함정 생존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해군의 생존성 확보와
우리나라의 해양 안보는 LIG넥스원의 어깨에 달려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전력화했고, 센서 분야에서도 최고의

개발에서 정비까지, ‘K-방산’ 현장

관련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날 대형 근접전계

분당 4,200발 쏟아낸다
함정방어 최후 무기 30mm 골키퍼
https://youtu.be/jOSpR8MokRc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IG넥스원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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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과 국내 최대 규모 레이더 종합 시험장에선 성능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LIG STORY 1

가족과 함께한
잊을 수 없는 순간

8년만의 가족사진 촬영
LIG시스템 CTO본부 최영만 본부장 가족

근두운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마련했다.
LIG시스템 최영만 본부장 가족과 LIG넥스원 조우철 매니저 가족이 참여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글. 편집실 사진. 이나은

수안이네 가족의 다시 피어나는 봄
LIG넥스원 EA사업관리팀 조우철 매니저 가족

최영만 본부장은 LIG그룹에서 가장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노와이어리스 미래전략실장으로 신사업기획 및

만물이 소생하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지는 4월은 수안이네 가족에게 특별한 계절이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을 나눠 두 회사로 출근하기 때문이다. 아내 신혜원 님,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준우와 단란한 가족을 꾸리고 있는

구해달라고 하다가도 동생은 필요 없다며 하루에도 수십 번 맘이 바뀌는 일곱 살 수안이,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와 함께 이제

발굴 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1월부터 LIG시스템 사업개발, 구매, 품질, 리스크 관리 등을 수행하는 CTO 본부장을 겸직하면서

수안이네 가족은 봄을 좀 더 포근하고 따스하게 느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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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만 본부장은 이벤트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사진을 찍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오랜 기간 엄마 뱃속에서 함께 하다가 하늘의 별이 된 수안이 동생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지금도 남자, 여자 동생을 한꺼번에

LIG STORY 2

과학 꿈나무들의
빛나는 상상력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당선작

지난 4월 21일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과학의 날’이었습니다. <근두운>에서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을 위해 LIG 임직원 자녀 대상으로 ‘과학 상상’ 그리기 공모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선작들을 공개합니다. 전체 참여작품은 웹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편집실
가작

최우수작

금성 마트로 쇼핑가요

LIG넥스원 PGM탐색기연구소.1팀 류한춘 수석연구원
자녀 류연서(8세)

주인공인 연서는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구경하고 막대

사탕과 보석반지를 팔고 있는 금성 마트에 들러 세뱃돈을
쓰고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빠의 코멘트: 1시간 30분 스케치하고 2시간이나 색칠했다고
생색내며 설명을 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만든 인공위성

LIG넥스원 C4I연구소.2팀 고경수 수석연구원
자녀 고은비(12세)

딸아이가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ISS(국제우주정거장)를
보고 와서 인공위성에 대해 물어보기에 설명해줬는데,

이번 과학의 날을 맞이해 망원경으로 우주에 있는 아빠
회사에서 만든 인공위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LIG넥스원 인공위성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림의 배경인 우주는 파스텔로 칠한 뒤 칫솔에 물감을
묻히고 뿌려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수작

행성 연결 다리를 건너 화성으로
LIG넥스원 LSAM체계단 2팀 이대현 선임연구원
자녀 이준서(11세)

가작

과학자가 꿈인 저는 4학년 이준서입니다. 미사일을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성

우주선을 만들고 행성을 연결하는 다리도 만들어 화성에

자녀 강래은 (9세)

만드는 자랑스러운 아빠처럼 저도 과학자가 되어
여행을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코멘트: 잦은 출장으로 주중에는 아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의
꿈과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수작

LIG넥스원 C4ISTAR생산실.1팀 강석준 기장

LIG넥스원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려서 전 세계로 행복 바이러스를 송출하여
지구 전체의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작

어린 왕자를 만나러 B612로
미래의 우리집

LIG넥스원 드론개발단.2팀 신주철 수석연구원

자녀 임용제(11세)

LIG넥스원의 기술로 제작한 우주선을 타고 딸아이가

LIG넥스원 PGM3연구소.1팀 임경수 수석연구원

안녕하세요. 저는 흥덕마을에 사는 임용제라고 합니다.
저는 샘말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 그림은 미래에
우주에 사는 저를 상상하니 신기하고 설렙니다.

가장가고 싶은 곳은 어린 왕자가 있는 소행성

B612랍니다. 어린 왕자, 여우, 장미, 그루트(딸아이 최애
캐릭터인데 사실 그루트는 바오밥 나무였다는 컨셉)가

우주선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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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살 저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미래에

자녀 신예솔(11세)

LIG WAVE

2020년 1월 15일에 창업했으니 이제 갓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스타트업에서 회사 업력의
길고 짧음은 중요하지 않다. 김태영 대표는 항공우주연구원 출신으로 한컴인스페이스에서
기술이사로 일했다.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커뮤니티와 오픈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다가 인공지능 기술보다 생태계 조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창업하게 됐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인공지능 모델을
평가하고 검증한다
인공지능 태스크 관리 및 협업 환경 구축, 빅데이터 수집/관리/분석
환경 구축, 크라우드 소싱 기반 데이터셋 가공 및 관리, 자동화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인공지능팩토리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토탈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 평가입니다. 구축된 인공지능은 데이터셋과 문제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아직 표준화 기반도 없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집단지성으로
인공지능을
더 스마트하게
인공지능팩토리 김태영 대표

검증하기 위해 경진대회(Competition)라는 판을 제공합니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개발자들이 공개적으로 경쟁을 펼쳐 채택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검증합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에는 방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개발 방법론 중의 하나인 ‘해커톤’은 문제를 오픈하고

참여자들이 집단지성으로 해결한다. 참여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클라이언트는 단시간에 원하는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공지능팩토리는 중간에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1인 1AI 시대를
준비한다

역할을 담당한다.

인공지능팩토리 본사는 대전에 있고 서울에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창업 전 회사에서 위성영상, 드론영상을 비롯한 감시정찰 분야

근무와 유연근무제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다. 15명의 직원들이

LIG넥스원과는 국방 분야 인공지능 관련 컨퍼런스에서 처음 만났다.
사업을 진행해봤기 때문에 방산 분야가 낯설지 않았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력이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과 미래 국방기술에 인공지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얼굴 인식, 차량 인식, 지형지물 인식 등 국방 분야, 특히

감시정찰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한 곳이 늘어날 것입니다.
국방 분야 컨퍼런스에 참여해보면 군에서 요구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은 높은데 데이터셋이 부족해서 간극이 큰데, 저희가

중간에서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처리를 위한 딥러닝, 성능 평가를
위한 플랫폼, 학습 데이터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김태영 대표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창업 단계부터 원격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장소에 상관없이 개발과 업무를 진행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화상회의와 전화, 메신저로 이루어진다.

“저는 사람이 어떻게 배우고 일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인공지능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창업

초기부터 재택근무를 했는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다 보니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프트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개발자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텍스트 위주의 소통이다 보니,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서로 간의 배려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이 가내수공업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공장에서 양산된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골라서
사고팔 수 있는 ‘1인 1AI’ 시대가 올 것이다. 인공지능팩토리는

인공지능 성능 평가와 검증, 유지보수까지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변화 속도가 빠르고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는데
인공지능 플랫폼의 경진대회 서비스를 통해 문제 정의와 제출
모델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도 적용되는 데이터셋이나 사용환경이 바뀌면

재학습이 필요한데 저희가 모델 평가부터 유지보수 관리까지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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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표준을 만들고 1인 1AI 시대가 왔을 때 선두에 서 있으면

LIG MOMENT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무인체계, 미래기술, MRO에 이르는 LIG넥스원의 사업영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무기체계의 주요 특징과 적용된 첨단 기술을 알아보는 LIG Moment. 네번째 시간에는 다목적 무인헬기(MPUH)와
무인수상정(해검)을 소개합니다.

미래국방기술을
선도하는
무인체계

다목적 무인헬기와
무인수상정

정리. 편집실

다목적 무인헬기는 사단 책임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

감시정찰, 수중/기뢰 탐색, 전투 임무, 재난·재해 대응 등 국방

사단 종심 지역에 침투, 국지도발 상황 시 적 식별 및 표적

열악한 해양환경 조건에서 경로점 기반의 자율운항 및 장애물

사단장 우선정보요구(PIR) 충족 및 조기경보 임무, GP·GOP

획득이 가능한 무인헬기이다. 최대 6시간 운용이 가능해 4기
1조의 경우 24시간 감시정찰이 가능하며, 작전반경 50km

이상, 운용고도 3.6km 이상, 최대비행속도 160km/h 이상으로
비행이 가능하다. 다목적 무인헬기에는 세계 최고 성능의

전자광학장비(EO/IR)가 장착되어 있으며 전자광학카메라(EO)로
20km 이상, 적외선카메라로 15km 이상 전차 인지가 가능하다.

민수분야에서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해양 무인화 체계.

충돌회피를 통해 24시간 임무수행 가능한 무인수상정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수상/수중 감시정찰, 기뢰/착저잠수함 탐색, 적과의
교전, 훈련지원이 가능하다. 민수 분야에서는 해양환경조사,
수중구조물 검사, 구난·구조 등의 대민 지원 수행이 가능한
체계이다.

An underwater unmanned system, performing the missions

Unmanned system capable of tactical operation such as

of underwater search and response to disasters according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communication relay, etc. with high

to demands from military logistics and private sectors

operational stability resulting from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This unmanned surface vehicle enables mapping and fusion

This is an unmanned helicopter capable of performing the

of detected data, and creation of complex data through the

missions of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n division area of

unmanned surface & underwater platforms even in maritime

responsibility, complying priority information request of division

environment difficult for human to approach. For the military

commander, early warning, enemy identification and target

application, underwater, where submersibles can infiltrate,

acquisition in case of local provocation by infiltrating the deep

surveillance and mine detection missions are feasible in the

battle area of GPㆍGOP division. It is operable for up to 6

West Sea of the North Korea.

자율운항기반 해양 무인화 체계

무인수상정(해검)
Unmanned Surface Vehicle

hours, so a group of 4 units is capable of 24-hour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and it is designed to fly in an operation
radius of 50km or more, operating altitude of 3.6km or higher,
and a maximum flight speed of 160km/h or higher. This multipurpose unmanned helicopter is equipped with EO/IR(ElectroOptical/Infra-Red) of world-top performance, which enables
to recognize a tank away from 20km or more through EO
camera, and 15km or more through IR camera.
주요 특징 Main Feature

수직 이착륙 기술

다양한 임무여건에 활용 가능

다목적 무인헬기(MPUH)
Multi Purpose Unmanned Helicopter

주요 특징 Main Feature

Reconnaissance: 자율운항 기반의 연안 수상/수중 감시정찰
Littoral and blind area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using autonomous navigation

Autonomous: 자율항해 및 자율복귀, 장애물 탐지/추적 및
충돌회피 기술 적용

Application of autonomous navigation technology for self

VTOL(Vertical Take-Off & Landing Technology

DGPS networking, route tracking, and obstacle avoidance

회전익기 비행제어 기술

Remote control: 장거리 광대역 원격통신 및 육상/함정

수동·자동 비행통제 기능

Armament linking system for unmanned patrol ship

Flight Control(Rotary-Wing Aircraft Flight Control Technology)

Flight Control(Manual/Automatic Flight Control Capability)

비행체 2대 동시통제

Mission Payload: RCWS, 유도로켓, 소나, 수중무인체계 등
다양한 임무장비 연동

Underwater and surface platform linking comple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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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taneous Control of Two Aircrafts

원격운용통제

LIG 인사이트

양자정보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
2004년, 오스트리아의 크레디탄슈탈트 은행은 금융 거래에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했다. 양자암호통신, 정확히 말하면 양자암호키
분배는 신이라고 해도 해킹이 불가능한 완벽한 보안 통신체계를
제공한다. 물리학의 꽃인 양자역학이 제공해주는 자연의 선물인 셈이다.
양자컴퓨팅은 수천대의 슈퍼컴퓨터가 10년 걸려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대로 10시간 만에 풀 수 있는 꿈의 기술이기도 하다.
글. 이준구(KAIST AI양자컴퓨팅 ITRC 센터장)

양자,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양자정보학은 양자암호통신과 양자컴퓨팅의 바탕이 되는 학문영역이다.

양자정보학에서는 0과 1로 구성된 고전적인 정보체계의 상식이 무너지고 양자 상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보체계가 도입된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질문, 도대체

양자란 무엇일까? 양자는 흔히 입자 중 하나로 오해하기 쉽다. 양자, 엄밀히 말해 양자
상태는 입자와 같은 미시세계 객체가 가진 물리적 성질을 의미한다.

양자 상태는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물리적 성질의 ‘불연속성’이다. 미시세계에서는 위치, 속도, 중력, 전기장, 자기장,
전하량, 에너지 등 물리적 성질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양자화’되어 있다고 한다.

둘째로 양자화된 두 개 이상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중첩’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양자정보체계가 엄청나게 큰 정보량을 가지고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성질이다. ‘중첩’ 때문에 양자컴퓨팅에서 양자정보가 거대한 병렬처리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얽힘’은 중첩된 양자 상태 중 특정한 상태끼리 강한 상관성을 가지는

성질이다. 재미있게도 한 번 얽힌 두 양자 상태는 우주 끝에 가져다 놓아도 상관관계를
잃지 않는다. 크게 보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양자역학 시스템인 셈이다.

양자정보시스템에서도 0과 1로 정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원자의 경우 전자궤도가
핵에 가장 가까운 바닥 상태를 0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 궤도를 1로 정해서

양자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할 수 있다. 0과 1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양자 시스템을
양자비트(Qubit)라고 한다. 여러 양자비트로 이루어진 양자정보시스템이 ‘얽힘’

현상을 가질 때, 이 시스템은 ‘중첩’에 의해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좀 더 설명하면, n개의 양자비트로 만들어진 양자컴퓨터는 2n개에 해당하는 정보량을
저장하고 연산할 수 있다. 만약 32 양자비트 컴퓨터보다 2배 더 큰 연산 능력을 가진
양자컴퓨터가 필요하다면 33 양자비트 양자컴퓨터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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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양자정보 기반 기술(출처: KISTEP)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양자컴퓨터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 전산학과 학과장들에게 “인공지능 다음

해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완벽한 양자컴퓨터 기술이 확보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양자정보 이외에도 양자소자 및 재료도 포함된다. 양자정보기술은 양자컴퓨팅,

기술을 개발해 양자컴퓨터가 현대 암호체계를 무력화한다는 우려에 대응하고 있고

세대의 기술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양자라고 답한다. 여기에는

남아 있다. 보안 분야 학계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양자이미징 등 다양한 영역에 응용되고 있다. 기술이

블록체인 분야도 양자컴퓨터 암호 해독에 대비해 진화하고 있다.

확보되면 양자컴퓨팅이 미래 컴퓨팅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양자컴퓨터의 양자비트는 초전도와 이온화된 원자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여러 후보
기술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앞서 있다.

양자정보기술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

현재 초전도 기반 양자비트는 실리콘 반도체 기술로 제작되고 있고 절대온도 0도에
근접하는 극저온에서 동작한다. 반도체 기술 덕분에 비교적 많은 수의 양자비트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상태는 실리콘 기판 위에 제작된 초전도 물질의
순도와 초전도 회로의 정밀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능에 한계가 있다. 이온 기반

양자비트는 자연계가 만들어 준 원자의 전자 구조를 사용해 매우 순도 높은 양자

양자정보통신기술(출처: SKT 2017 보도자료)

상태를 얻을 수 있으나 이온화 원자들을 진공 상태에서 포획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경제발전 및 과학기술 안보 차원에서 양자정보과학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최상위 양자정보과학 네트워크 전략 비전을

양자컴퓨터를 NISQ(Noisy Intermediate-Scale Quantum) 컴퓨터라고 한다. NISQ

발표했다. 이 비전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20년간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NQI)

컴퓨터는 인공지능, 시스템 최적화, 분자 시뮬레이션의 답을 얻는데 효율적이다. IBM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20년 미국 정부는 6,960억 원의 NQI 연구개발 사업을

이 세 가지 유형의 양자 알고리즘을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물질과 신약 개발, 물류,

양자기술을 이용한
국가 보안체계 고도화

집행했고, 2021년에는 8,520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리서치 기관

파이낸스 등 산업에서 실제 응용이 이루어지도록 2024년 이후 1,000개의 양자비트

Qurec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양자 분야 연구 개발에 27조 원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기술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송·수신자만 주고받을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프로토콜 ‘BB84’는 1984년에 Bennett과
Brassard에 의해 제안됐는데 이때부터 양자정보학이 시작됐다. 양자정보 보안성은
양자 상태에 담긴 정보를 단 한 번만 측정할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중첩 상태로 정보를 담아 보내는 양자 상태를 도·감청하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2015년부터 상용망과 국가시험망에서 시범 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양자위성
최근에는 도달 거리 한계를 기존 140km에서 2,600km 이상으로 확장했다.

결과에 확률적으로 오류를 포함한다. 그러나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미

매우 정밀한 양자 관성 GPS를 활용하면 전략 핵잠수함이 6개월 이상
수면에 부상하지 않고 해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양자 중력 센서와 자기장 센서를 활용하면 위성 또는 드론에서 지하 구축물을 이미지로 탐지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SK텔레콤에서 상용화에 성공해
‘묵자’를 발사해 2017년 세계 최초로 위성 양자암호통신 시험 운영에 성공했고

수의 양자비트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양자컴퓨터는 이런 기술적 제약 때문에 계산

IBM의 초전도 양자컴퓨터 (출처: spectrum.ieee.org)

양자암호키 분배 기술은 200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상용 기술로 개발되어 세계

한다. 양자드론, 양자위성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와 체계 구축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양자정보기술은 보안 외에도 다양한 군 체계 고도화에 응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우 정밀한 양자 관성 GPS를 활용하면 전략 핵잠수함이 6개월 이상 수면에 부상하지

않고 해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양자 중력 센서와 자기장 센서를 활용하면 위성 또는

Noisy
Intermediate
Scale
Quantum

드론에서 지하 구축물을 이미지로 탐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자컴퓨터
기반 AI 체계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빅데이터로부터 전쟁과 테러의 징후를
포착할 수도 있다.

양자정보기술의 핵심은 다룰 수 있는 정보량이 무한대로 커지고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가까운
미래에 반도체 같은 국가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양자암호통신은 단일 광자를 위상 또는 편광 양자 상태로 변조해서 광 파이버 또는
자유공간 채널을 통해 송·수신하고 암호키를 공유한다. 멀리 떨어진 송·수신자는

동일한 난수 암호키를 공유하는데, 이 암호키는 절대 도·감청할 수 없다. 암호키가
노출되면 모든 암호문은 즉시 풀린다. 암호키가 암호화하는 사람과 복호화하는
사람에게 공유되어야 암호문으로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양자암호통신은 1990년대부터 선진국 국가 보안기관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국가 보안체계는 어느 누구에게도 위탁할 수 없는 국가 핵심 기능 중

하나다.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국방 선진국들은 양자정보 기반 보안체계 개발에 많은
아직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비싼 기술이다. NISQ 컴퓨터로 현대 암호를

세계 최초로 위성 양자암호통신 시험 운영에 성공한 중국 양자위성 ‘묵자’ (출처: sciencema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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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했다. 20여 년간 수십조 원 규모의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상용화에 이르렀지만

DEFENSE NOW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 열다
이날 행사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서욱

국방장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KF-21 시제기에 대해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항공 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또“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항공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고식은 도면상에 있던
항공기의 실체가 형상화되어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날 출고식은 ‘하늘을 열다(天開)’ 즉, 하늘을

향한 원대한 도전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투혼이 KF-21를 통해
부활함을 알린다는 주제로 구성됐다.

KF-21의 ‘21’은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 전력, 그리고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보라매는 1살이 채 안 된 새끼를 포획해

키운 사나운 매라는 뜻과 함께 우리 공군의 상징으로, 군 당국은
공모를 통해 이 같은 이름을 결정했다. 보라매 외에 피스메이커,
우뢰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KF-21 보라매가 탄생하기까지 2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2001년 3월 20일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곧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고 늦어도

KF-21 보라매,

Korean
Fighter 21

2015년까지는 최신예 국산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 한마디가 KF-21 보라매 탄생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불행히도 2015년에 국산 전투기를 볼

BORAMAE

수는 없었다. 경제성 문제로 KF-21 보라매는 무려 10여 년 이상
개발이 지연됐다. 그동안 진행된 타당성 검토만 해도 수차례에
달한다. 결국 2015년이 되어서야 KF-21 보라매의 개발이

본격화된다. 2018년 기본설계(PDR)를 마치고 2019년 2월 부품

가공을 시작으로 그해 9월 상세설계(CDR)를 통과했다. KF-21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에서 영공수호를
담당할 차세대 전투기이다. 건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비만 총 8조 8,000억 원이 투입되며

모습을
드러내다

글.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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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가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라는
이름을 벗고 KF-21 ‘보라매’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 공장에서 열린 KF-X 시제 1호기 출고식
행사에서 KF-21 ‘보라매’로 명명된 것이다.

양산 후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핵심 항전장비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KF-21 전투기는 개발로 확보한 기술과 초도 양산 1호기 가격

KF-21 ‘보라매’ 제원

기준 65%에 달하는 국산화 기반을 토대로 효율적, 경제적으로

너비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능동전자 위상배열 레이더인

길이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인 EO TGP(Electro-Optical Targeting Pod),

높이

적외선 추적장비인 IRST(Infra-Red Search and Track), 통합

항속거리

전자전체계인 EW Suite(Electronic Warfare Suite) 등 주요

최대 속도 마하

항전장비를 포함하여 총 85종 품목이 국산화 진행 중이다.

최대 무장 탑재량

이밖에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비행제어 및 임무장비

최대 이륙 중량

소프트웨어 60여 개 품목도 개발되고 있다.

비행제어 및 임무장비 소프트웨어는 과거 T-50 고등훈련기
KF-21의 ‘21’은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 전력
그리고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개발 당시 해외업체에 의존했던 품목이다. 특히

항공전자통합시험실인 SIL(System Integration Lab)을

활용한 레이더와 항전장비의 통합시험시 구성품을 사전에

11.2m
16.9m
4.7m
2,900km
1.81
7.71t
25.6t

KF-21은 개념 및 설계부터 우리나라 특유의 전장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검증함으로써 실제 항공기로 수행하는 시험의 상당 부분을

비용과 위험을 낮추면서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4차

독자적인 성능개량이 가능한
국산 플랫폼

산업기술로 손꼽히는 조종성 평가시뮬레이터 HQS(Handling

KF-21 전투기는 쌍발엔진을 탑재하고 저피탐 기술을

적용했으며, 동체 길이 16.9m·폭 11.2m·높이 4.7m로 F-16

전투기보다 크고 F-18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이며, 무장

탑재량은 7.7톤(t)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탄생된 KF-21 보라매는

KF-21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에서 영공수호를 담당할 차세대
전투기이다.

KF-21은 독자적인 성능개량이 가능하고 국내 개발한
무장체계를 항공기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진화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장점이다.

Qualities Simulator)를 개발해 비행특성과 조종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비행 중 발생 가능한 결함 등을 사전에 발견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본격적인 KF-21 전투기 개발착수 이후

국산화 가능 품목을 발굴하는 등 국내업체의 참여증가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생산유발 효과는
24조원에 달해

대한민국에 큰 의미로 다가온다. 우선 우리나라의 전장 환경에

2017년 무기체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KF-21 전투기로 인한

성능개량이 가능하고 국내 개발한 무장체계를 항공기에 통합할

예상됐다. 특히 1~2차 협력업체 고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맞는 국산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KF-21은 독자적인
수 있도록 진화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장점이다.

KF-21은 향후 현재 탐색개발이 진행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을 장착할 예정이다.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은 사전
입력된 임무계획에 따라 전략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 있고, 적
위협범위 밖 우군지역에서 발사해 조종사 및 전투기 생존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투기 장착용 유도탄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상에서 유도탄 비행경로, 표적 공격방법 등 임무계획을

수립해 전투기에 장착된 유도탄에 임무계획을 장입하고 전투기
이륙 후에 유도탄은 안전한 우군지역에서 투하되고 조종사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투하된 유도탄은 다중항법에

의해 적 대공망을 피해 계획된 경로를 따라 표적으로 비행하고
공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5년간 1만 명 넘는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으며 작년
약 2,500여 명 신규 고용으로 실업률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까지 취업유발효과는 11만 명, 경제적 효과는
2조 1,000억 원 창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함은
물론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최신 전투기들을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왔지만 이들 전투기들은 우리의 전장 환경, 즉 삼면이
바다이고 산악지형이 많으며 종심이 짧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KF-21은 개념 및 설계부터 우리나라
특유의 전장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또한 F-22, F-35와 달리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을 가진
4.5세대 전투기로 주변국 전투기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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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탐색기 및 자동표적획득장치로 식별된 표적을 정밀

생산유발 효과는 24조 원이고 기술파급효과는 49조 원으로

CULTURE & WAR

사실 훠궈의 역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서 정의하기 어렵다.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단 요새 우리가 즐겨 먹는 마라탕의 일종인 빨간 육수 홍탕은 쓰촨성의 도시

홍탕과 백탕의
조화

충칭에서 발달했기에 ‘충칭훠궈(重慶火鍋)’라 부른다. 반면 뽀얀 국물의 육수가 특징인
백탕은 ‘솬양러우(涮羊肉)’라고 부르는 베이징 요리가 바탕이 됐다. 전골냄비 가운데를
나누어 한쪽에는 홍탕과 다른 쪽에는 백탕을 동시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원앙

훠궈’다. 홍탕과 백탕의 조합은 원앙훠궈의 매력이자 특징인데 기원은 청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쯔강 배꾼의 음식,
홍탕

독특하고 이색적이어서 훠궈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홍탕은 최악의 상황에서 생겨난

음식이다. 홍탕인 충칭훠궈 기원에 대해서는 여려 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19세기 후반
청나라 말기 도광제 때 발달했다는 설과 청나라가 멸망한 후인 1920년대에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 결코 역사가 길지 않다는 뜻인데 여러 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래는

火
鍋

양쯔강(長江)과 쟈링(嘉陵)강이 만나는 쓰촨성 충칭의 부둣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먹던 음식이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배를 밧줄에 묶어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올라가는 선부들이 먹었던 음식이 뿌리가 됐다고 한다. 가장 비참하고
가난했던 막일꾼들의 음식이었던 것이다.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었으니 제대로 된 고기를 사 먹을 돈이 있을 턱이
없었다. 때문에 내다 버리다시피 하는 소 창자와 천엽, 오리 내장 등 부스러기 고기를

모아 잠깐 쉬는 틈에 펄펄 끓는 육수에 데쳐 먹고는 서둘러 배를 끌러 갔던 것이 충칭훠궈

홍탕의 뿌리다. 지금도 충칭훠궈 재료로 소 천엽과 곱창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이런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중국이지만 충칭훠궈만큼은 소고기 위주로 먹는 것도 역시 까닭이
있다. 충칭훠궈를 처음 만들어 먹었던 사람이 강물을 거슬러 몸으로 배를 끌고 가는

막일꾼이었다면 이들에게 부스러기 고기를 판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가난한
소수민족이었다. 쓰촨성과 이웃한 간쑤성에서 키우던 소를 몰고 온 이슬람 문화권

중국 훠궈의 유래

글. 윤덕노(음식평론가)

양쯔강에서 배를 끌던 일꾼을 그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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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가 즐겨먹는 중국 음식이 원앙훠궈(火鍋)다. 얼얼한 마라 홍탕과 담백한 육수의 백탕을 합친
중국 샤부샤부로 한국에는 십여 년 전부터 널리 퍼졌다. 낯설다면 낯선 중국음식, 원앙훠궈는 언제, 어떻게
생겨난 음식일까? 맛있게 먹으면 그 뿐이지 음식의 역사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 유래가 흥미롭다.

회족(回族)들이 충칭에서 소를 도축해 팔고 난 후 버리기 직전의 마지막 남은 부위인

솬양러우가 만주족인 청나라 황실이나 귀족을 위한 요리가 아니었다면 누구를 위해

막일꾼과 가난한 소수민족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먹던 음식이었다.

맺고 혼인을 통해 동맹 관계를 다졌다. 이후 홍타이지가 1635년 내몽골을 평정하면서

창자와 천엽까지 막일꾼들에게 팔아넘겼던 것이다. 충칭훠궈인 홍탕은 이렇게 밑바닥

차렸을까? 바로 몽골족이다. 청나라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한 후 부근의 몽골족과 연맹을

충칭훠궈의 육수가 새빨갛고 얼얼한 홍탕으로 발전한 것도 지역과 관련이 있다.

내몽골은 직속 관할로 조정에서 관리를 임명하며 직접 통치했지만 외몽골 여러 부족은

쓰촨음식은 맵기로 유명한데 쓰촨성은 끈적거리고 후텁지근한 날씨 탓에 땀이 뚝뚝 떨어질

외번(外藩)으로 독립 부족이 됐다. 청나라는 몽골과 티베트 부족 우대 정책을 폈는데 특히

만큼 매워야 오히려 더위를 이길 수 있어 “쓰촨 사람은 음식이 맵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몽골 부족의 왕공 귀족과는 혼인을 통해 인척 관계를 맺으며 형제의 관계를 유지했다.

말이 생겼을 정도였다. 여기에 더해 강한 향신료를 쓰지 않으면 먹지 못할 정도로 음식

중원의 한족을 통치할 때 만주족만으로는 역량이 부족해 몽골의 지원을 필요로 했기

재료가 형편없었던 것도 충칭훠궈가 홍탕으로 발전한 배경이다.

때문이다. 이렇듯 몽골과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몽골과 한족의 직접적인
통상과 교류를 금지해 두 민족을 분리하는 정책을 폈다.

몽골을 우대하면서 해마다 정월 15일이면 황제가 자금성의 보화전에서 특별히 사돈관계인

베이징을 중심으로 발달한
훠궈인 백탕은 여러 면에서
홍탕과 대조적이다.
종잇장처럼 얇게 썬 양고기를
뽀얀 육수에 흔들어 데쳐
먹는 백탕은 청나라 궁중
잔치요리에서 발달해 민가로
퍼졌다.

몽골의 왕족과 귀족을 초대해 인사를 나누는 잔치인 ‘몽골친번연’을 열었다. 솬양러우는
사돈이자 동맹인 몽골 왕족을 대접하려고 차린 요리였다. 청나라 황실의 만주족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몽골 왕족을 위해 차린 배려의 음식이자 우정의 요리가 양고기 훠궈였다.

한족을 견제하기 위해 손잡은 만주족과 몽골족이 궁중에서 동맹을 다짐하며 먹었던 요리인
셈이다.

개혁개방이 만든 음식,
원앙훠궈
백탕 훠궈를 차렸다는 경로잔치 ‘천수연’

충칭훠궈인 홍탕과 솬양러우인 백탕의 유래는 각각 이런데 둘을 합친 원앙훠궈가 대중화된
배경은 또 다르다. 원앙훠궈는 최근에 등장한 요리로 2001년 전후 베이징에서 유행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1990년대만 해도 베이징에서는 보기 어려웠고 충칭을 비롯한
쓰촨성 일부 지역에서만 유명했을 뿐이다. 그러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기부터 베이징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지금은 중국 대부분 지역으로 퍼졌다.

계획경제 시절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제한됐으나 1990년대 들어 이런

제약이 조금씩 풀렸다. 다른 지역 음식문화가 수도인 베이징까지 퍼진 데에는 개혁개방과

몽고 귀족의 접대요리,
백탕

반면 베이징을 중심으로 발달한 훠궈인 백탕은 여러 면에서 홍탕과 대조적이다.

종잇장처럼 얇게 썬 양고기를 뽀얀 육수에 흔들어 데쳐 먹는 백탕은 청나라 궁중

경제발전이 작용한 것이다. 홍탕과 백탕으로 이뤄진 원앙훠궈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음식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만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잔치요리에서 발달해 민가로 퍼졌다. 백탕의 기반이 되는 음식은 베이징의 전통

겨울음식인 솬양러우(涮羊肉)다. 씻을 쇄(涮)자를 써서 양고기를 육수에 흔들어

씻듯이 데쳐 먹는 요리로 일설에 의하면 청나라 광서제(1874~1908) 연간에 베이징의

양고기 집 주인이 자금성의 환관을 매수해 궁중 비법의 육수 배합 비율을 훔쳐 만들어
대중화시켰다고 한다.

솬양러우는 청나라 전성기를 이룩한 건륭황제가 경로우대 잔치, 이른바 만한전석으로

알려진 ‘천수연(千叟宴)’ 잔치를 베풀 때 500개의 훠궈 상을 차려 놓고 3,000명의 참석자가
동시에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양고기 훠궈가 청나라 궁중 잔치요리로 차려졌던
것인데 청나라 황실은 만주족 출신이다. 만주족은 주로 돼지고기를 먹었고 양고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민족이다. 역사책인『진서(晉書)』
「동이전」
을 비롯한 여러 역사서에도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숙신(肅愼)은 일명 읍루라고 하는데 소와 양은 기르지 않고 돼지를
많이 키운다. 그 고기를 먹으며 그 가죽으로 옷을 입고 그 털로 옷감을 짠다.”

읍루와 숙신은 여진족과 그 후손인 만주족의 조상이다. 만주 숲속에 살았던 이들은

유목 민족과 달리 소와 양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인데 명나라 이전까지 주로 양고기를
돼지고기를 즐겼으니 자연히 돼지고기가 널리 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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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중국에서 명청 시대에 돼지고기가 널리 퍼지게 된 배경과도 연결된다. 황제들이

어김없이 올해 봄에도 꽃은 피었다. 마스크 너머 꽃을 바라보며 ‘그래도 봄은 다시 찾아왔구나’ 위안을 얻기도 했다. 계속된
거리두기와 바쁜 일상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덧 봄꽃이라니! 그런데 이 ‘어느덧’은 기분 탓이 아니었다. 봄꽃이 실제로
성큼성큼 빨리 피고 있는 것이다.

공존을 위한 고민

0.9℃의 차이
빨라지는
봄꽃,

사라지는
웃음꽃

글. 박상욱(JTBC 기자)

0.9℃
평년값이 보내는
위험신호

아열대 기후에 접어든
한반도

길어지는 여름,
짧아지는 겨울

올해 서울의 공식 벚꽃 개화일은 3월 24일. 역대 가장 일렀다.

아열대의 기준을 놓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체감이 어려운 ‘연 평균기온’이 아닌, 조금 더 와 닿을 수치들을

기록이 깨진 것이다. 이유는 당연히 더워진 탓이다. 지난 3월, 전국

이상”이라고, W. 쾨펜은 “연중 4~11개월가량 월 평균기온이

폭염일수는 9.8일에서 14.9일로, 열대야는 4.1일에서 9.9일로 각각

지난해 ‘역대 가장 이른 개화’ 소식이 전해진 지 1년 만에 다시

평균기온은 8.9℃로 역대 최고였다. 최고기온(평균 14.9℃)도,

최저기온(평균 3.4℃)도 역대 1위였다. 이는 지구가 보내는 매우

‘온순한’ 시그널 중 하나일 뿐이다. ‘지난 30년간 기상의 평균값’을
일컫는 ‘기후’가 달라지고 있다는 시그널 말이다. 이 30년의
평균을 또 다른 말로 ‘평년값’이라고도 부른다. 우리가 흔히

‘평년보다 더웠다’, ‘평년보다 비가 적게 왔다’고 할 때, 그 비교값
말이다. 평년값은 10년마다 업데이트되는데 올해가 바로 이
평년값이 업데이트되는 해였다.

‘지구가 안 더워졌다’며 기후변화를 부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다.
연평균기온은 0.3℃ 올랐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이틀

가까이 늘었다. 추운 겨울이 점차 사라지면서 한파일수는 하루

가까이 줄었다. 이쯤 되면 한반도가 이미 ‘아열대 기후’로 변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글렌 트레와다는 “연중 평균기온 10℃가 넘는 달이 8개월

20℃ 이상”이라고, A. 밀러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6.1℃
이상”이라고 정의한다.

가장 빡빡한 기준을 제시한 A. 밀러의 관점으로 보면 제주는 이미
아열대에 속한다. 글렌 트레와다의 기준으로는 제주와 부산이

아열대에 속한다. W. 쾨펜의 기준에서는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에
해당한다.

이를 다시 10년으로 쪼개 보면 최근 들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평년(1981~2010년)의 첫 10년인

1981~1990년과 신 평년(1991~2020년)의 마지막 10년인
2011~2020년을 비교해보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다. 1980년대 연 평균기온은 12.2℃였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2010년대엔 13.1℃를 기록했다.
0.9℃나 오른 것이다.

살펴보자.

5일 넘게 늘었다. 한파일수는 8.0일에서 5.3일로 줄어들었다. 이는
계절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1980년대 113일이었던 여름일수는
127일로 2주나 늘어났다. 겨울은 102일에서 87일로 보름이

줄었다. 여름이 넉 달 넘게 이어진 반면, 겨울은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연평균기온 0.9℃의 차이가 불러온 변화이다.
사실 우리가 0.9℃를 몸으로 느끼긴 쉽지 않다. 요즘 같은 날,

외출했을 때 낮 기온 26.4℃와 25.5℃를 몸으로 구분하기 어렵듯
말이다. 하지만 ‘연평균기온’의 측면에선 의미가 달라진다.

국제사회가 모두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묶자”며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소별 신-구 평년값 비교

월별 평균기온(℃)

신 평년값에 따른 주요 도시의 월별 평균기온 (자료: 기상청)

10년 단위의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자료: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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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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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BOARD:)
천안함 재단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LIG넥스원은 지난 4월 15일 천안함 재단을 방문해 천안함

46용사 유가족이 증정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손정목 천안함

재단 이사장은 올해 천안함 11주기를 맞아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LIG넥스원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후원
활동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LIG넥스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돕기 위해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과 호국보훈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21 MAY

LIG넥스원, 육군사관학교
‘외국 수탁생도 만남행사’ 참여

- 판교하우스 초청행사 등 국방외교 기여하며 K-방산 위상 증대
LIG넥스원 임직원들이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대표해 정예
장교를 꿈꾸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외국 수탁생도들과
꿈과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9일 봄기운이 완연한 육군사관학교 범무천에서 외국

수탁생도들과 민간 후원인의 만남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신용화
무인화미래전사업부장을 비롯한 6명의 LIG넥스원 임직원들은

사우디, 콜롬비아, 베트남, 몽골 출신의 수탁생도들과 짝을 지어

만남의 시간을 시작으로 교훈탑 전망대 견학, 화랑의식 참관 등의

‘장보고-III 소나 체계’, ‘소해함 전투체계’ 개발
완료 기념 행사
지난 4월 26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장보고-III 소나

체계(2009~2020년)’와 ‘소해함 전투체계(2011~2020년)’ 사업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C4ISTAR
권병현 부문장을 비롯해 양 사업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여했으며, 각 사업의 주요 내용과 연구책임자를 기록한
동판을 게시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무인화미래전사업부 신원철 매니저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육군사관학교 선배들의 자발적인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다짐이 담긴 화랑의식 등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듣다 보니 몽골에서 찾아온 ‘간빌군’ 생도가 오랜만에

LIG, 장애인축구 발전기금 1억원 전달

수탁생도들은 향후 해당 국가의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대한장애인축구협회에 장애인축구 발전기금 1억 원을

만난 동생처럼 느껴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인재들이다. LIG넥스원은 수탁생도를
대상으로 판교하우스 초청행사, 문화역사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며 국방외교에 기여하는 한편, K-방산의 우수성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수탁생도 후원
32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Quiz,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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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호 문제
1. LIG넥스원이 골키퍼 창정비 확보기술을 활용해 국내 개발에 도전하는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II

2. 한국형 전투기 KF-X가 시제기 출고와 함께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KF-21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모금활동을 통해 건축된 교훈탑, 한 주간의 생활에 대한 반성과

독자와 함께 만드는 근두운

LIG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19일

전달했다. 행사에는 홍보대사 배우 김재원과 최용준 LIG

대표이사, 김규진 대한장애인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LIG는 대한장애인축구협회가 출범한 2007년부터 주요

계열사인 LIG넥스원, LIG시스템, 휴세코 등과 함께 매년

협회를 후원해오고 있다. 대한장애인축구협회는 이 기금을
국가대표 선수단 체력강화 훈련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3. 마라맛 홍탕과 담백한 백탕이 합쳐진 중국식 샤부샤부로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Event

LIG 이벤트,
‘호국보훈의 추억’

6월 6일은 66주년 현충일입니다. LIG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호국보훈의 추억’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국경일에 건 태극기, 무궁화, 역사박물관
탐방, 국립묘지 참배, 장병 위문 등 호국보훈과 관련
있는 사진이면 다 좋습니다.
#참여 방법
1. 해쉬태그 #LIG넥스원 #근두운 #호국보훈의추억 세
가지를 모두 입력하고 호국보훈과 관련 있는 사진을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다.

2. L
 IG넥스원 인스타그램(@lignex1er)을 팔로우 한다.
(1번과 2번 모두 해야 응모자격이 인정됩니다.)
3. 이벤트 응모 기간은 6월 6일까지입니다.

4. 당첨 소식은 개별 DM으로 알려드립니다.
#4월호 정답
1. 통합전자전체계, EW SUITE
2. 스태그플레이션 3. MBTI
#지난호 당첨자
치킨+콜라 세트(3명)
김*재(youn~)님, 윤*호(junh~)님, 황*욱
(hwan~)님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5명)
김*식(chan~)님, 홍*규(hyun~)님, 조*호
(manh~)님, 홍*진(sang~)님, 조*연(kyeo~)님
스타벅스 커피(5명)
조*산(taes~)님, 김*수(hees~)님, 박*수
(baky~)님, 송*섭(sub5~)님, 박*혁(kwan~)님

# 참여 방법
1. 사보와 웹진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낸다.
2. 근두운 웹진(http://geunduun.com)
또는 QR코드를 클릭해 접속한다.
3. 이벤트 메뉴 버튼을 이용해 정답을
5월 25일 화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6월 10일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6월호에 게재됩니다.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
기간 2021.06.09(수) ~ 12(토)
장소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주최 대한민국 해군, 부산광역시, 한국무역협회

5. 선
 물은 6월 10일 발송되고 당선작은 6월호 근두운
웹진과 사보에 소개됩니다.
#선물
우수작(1명)
가작(3명)
장려상(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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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