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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차 사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

LEADING LIG
LIG人들의 일과 삶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1년 차 사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지찬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경쟁사가 탐색개발을 진행한 열세 상황을 딛고
수주한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체계개발 사업의
후일담도 흥미진진합니다.

분당에 새롭게 문을 연 ‘우다움+82’ 2호점,

플라스틱만큼 가볍고 금속만큼 강한 신소재로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스타트업 ‘아이엠기술’ 유승균 대표의 이야기
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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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人과 독자들을 위한 읽을거리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를

미래성장본부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산적한 숙제를 안고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향후 추진하게 될 국방 안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스페인
현대사의 가슴 아픈 기록을 기억하는

‘게르니카’의 의미, 지구를 구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중고거래 열풍도 조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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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나’를
찾아가세요
입사 1년 차 Z세대
입사 35년 차 대표이사를 만나다
#신입사원에서 CEO까지, 입사 35년 차

신입사원 시절에는

저는 면접 볼 때 많이 떨었는데,

직급이나 직책이 없는 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호칭이 힘들었어요.

대표님은 처음 입사 면접을 보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1987년에 LG그룹으로 입사했는데 입사 시험 수험표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을 거쳤어요. 면접은 주로
인성과 자세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좌우명을 물어보길래 ‘뛰면서
생각하자’라고 대답했고, 입사동기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생소한

무기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을 어필’했던 것이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나름 고심 끝에 모든 분들을 ‘선배님’으로 통일해서 부르게 됐는데
무난하고 듣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입사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업이 해외 협력이었는데 아침마다 쌓여있는 팩시밀리나

텔렉스(Telex, 인쇄 전신기)를 수거해서 보고해야 했어요. 그런데 영어
약어나 용어 등이 생소하고 해석도 못해서 끙끙 앓았죠. 요즘이야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당시에는 선배에게

하나하나 물어봐야 했어요. 안되겠다 싶어 월급을 다 털어 주말마다
주한미군 가족에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도
공부했고요.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3개월 후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바람에 더 이상 공부를 못했어요. (웃음)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배움의 보람이 컸던 신입 시절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회사 생활은 언제나 희로애락이 교차합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1996년 과장으로 진급했을 때였어요. LG라는 큰 기업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을 했죠.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 소중한 동료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권이 되어 조금은 위안이 됐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됐을 때는 임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주는 운명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세대공감

김지찬 대표이사는 1987년

LG그룹 입사 시험 수험표를
직접 출력해서 보여줬다.

하루 일과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5시 30분에 기상하는데 군대 시절부터 든 습관입니다. 대표이사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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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6일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어느덧 1년의 시간을 보냈다. 현업에 배치되어
선배들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직접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고민을 상담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김지찬 대표이사가 직접 1년 차 사원들을 만나 그들의 현재 고민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김지찬
대표이사의 고민과 경험, 생각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했던 시간을 소개한다.

컸습니다. 아내만 좋아하더라고요. (웃음) 대표이사 자리는 하늘이

# 개인 고민에 대한 맞춤 솔루션

PGM1연구소. L-SAM체계단. 2팀 박진성 연구원

PGM1연구소. L-SAM체계단. 2팀 안종흠 연구원

PGM2연구소. 1팀 정보라 연구원

좋게 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열심히 공부도 하는데 부족함을 느낍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일상이 반복되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대인관계를
있을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살 수

무엇을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 파악하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때도 아니라

1년을 유지할 수 있으면 평생을 설계할 수

상식의 외연을 넓히고 유머와 위트도 갖추면
좋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는 먼저 양보를

정도에는 귀가해서 술도 깨고 대화도 나눌 겸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않을까요?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취침하는데 잠들기 전에 명사 초청

숙제를 미루지 말고 제때 해놓는 것이 월요병 극복에 도움이 되지

인문학강의를 주로 봅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할 때도 있고 토요일은

요즘 젊은 세대를 볼 때 아쉬운 점은

바둑 상대방의 나이도 성별도 모르지만 ‘바둑이’라는 닉네임을

대표이사는 모든 세대를 아울러야 하는 자리다 보니 밀레니얼과

두 시간 정도 온라인 바둑을 두는 것도 오래된 취미입니다. 온라인
쓰는 사람에게 계속 지고 있는데 올해는 꼭 한 번 이겨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치킨 취향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가리지는 않는데 도라지, 양배추, 브로콜리, 고사리 같은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기하고 보니 뿌리음식이네요. 국이나

무엇이 있을까요?

Z세대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도 MZ세대가 많이
입사해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으로 해소되는데, 아직까지는 위 세대들이 더

노력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는

‘겸양지덕’,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도
갖추면 더 좋지 않을까요?

탕에 넣고 끓인 고기, 일명 물에 빠진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해서

1년 차 사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단순한 걸 좋아해서 프라이드 치킨에 맥주 한 잔 곁들이면 제일 좋죠.

항상 머리 속에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아내에게 매일 혼납니다. (웃음) 치킨은 특별히 선호하는 건 없는데
월요일이 되면 회사 가기 싫은 ‘월요병’이
있으신가요?

월요병은 준비가 부족해서 상사한테 깨질까 불안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일을 매듭짓지 못하고 가면 불안해서 주말에
나와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요일 퇴근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일에 완벽한 게 어디 있나요? 따라서
나름대로 해낸 것들에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면 월요일이 불안하지

저는 하루에 5 ~ 60개, 많을 때는 80개 정도 메일을 받는데 퇴근할 때

해야 인연이 이어지고 나중에 양보를 받는
일도 생깁니다.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는

선배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선배가 되어
보니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책도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몸으로 배운 것들이 오래 갑니다. 보고
체화해야 말을 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계획이 모이면 1년을 설계할 수 있고

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체력과 정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악기를 배우면 정서가 풍부해지는
데 저는 젊었을 때 기타를 제법 잘 쳐서

아르바이트로 무대에 올라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만.

(웃음) 여러 과정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면서
가치관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Open Talk를 진행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방위산업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전공을 응용해

‘자신을 경영하라’, ‘어디서든지 First & Best가

시간이었습니다. 고민이던 대인관계에 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부지런하게

높이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대표님의 토크 센스 덕분에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 회사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합격 메일을

받은 순간부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회사에서 알게
된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대표님 일과를 듣고 많은 자극이

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쉽게 넘기지 않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가치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1년은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획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갈고닦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핵심역량),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핵심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최상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First & Best’가 경쟁력이었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온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꿈은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바깥으로 표출해야 커집니다. 자기 삶의 목표를 설계하고 스스로

자신을 경영해보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올해는 우리 임직원들이 작년보다 단 1%라도 더
즐겁게 일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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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딸도 월요병이 아주 심합니다. (웃음)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일 단위의 시간 계획, 주간 단위의 시간

쉽게 쌓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는데 보통은 3개월까지 약속이 잡혀 있어요. 그래도 10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공감을 해주면 대화가 잘 풀리고 호감도

메일함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에게 요구된

대표님은 업무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신

코로나로 외출이 쉽지 않다 보니 1년 동안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한 시간 정도 체력관리를 하고 출근합니다. 저녁에는 고객을

입사해서 선임들에게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LIG NOW

SMART NAVY를
선도하는
수중 무인화
기술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체계개발 사업
작년 LIG넥스원이 수주한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체계개발’ 사업은 주요
항만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 부설된 적 기뢰를 탐색해
제거하는 소해작전에 활용되는 무인체계이다. 경쟁사가 선행과제를 수행한
열세 상황을 극복하고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더불어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수중자율운항으로
감시와 탐색 수행

자율운항과 기뢰 식별을 위한
핵심 기술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 Autonomous Underwater

일반적으로 기뢰탐색용 자율무인잠수정(AUV)은 탐색구역이

깊은 바닷속을 자율주행하면서 소나를 이용해 수중표적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한다. 바닷속은 다양한 구조물이

Vehicle)는 수중에 부설된 기뢰를 탐색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탐색과 감시정찰을 수행한다. 기뢰 탐색과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소해함에 탑재해 운용하는 무기체계로 선진국에서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원격 무인잠수정),

MDV(Mine Disposal Vehicle, 무인기뢰처리기) 같은 다양한
무인체계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해군은 소해함, 기뢰탐색함 등에 설치된 수중 음파
탐지기를 활용하거나 폭발물 처리 대원이 수중에 잠수해

기뢰를 처리해왔다. 이 방식은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인명

피해 우려도 컸기 때문에 수중 무인이동체 개발에 대한 소요가
제기됐다. 수중자율기뢰탐색체는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사업 수행결과 체계개발로

전환된 사업이다. ACTD는 민간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 구성품을 개발하고 군사적 실용성을
단기간에 입증하는 신개념 기술사업을 의미한다. 경쟁사에서
ACTD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체계개발 사업에서 열세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수주에 성공했다.

설정되면 최적의 주행경로를 생성하고 바다에 진수 후
존재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며 조류에 따라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임무구역의 지형정보, 조류상황 등 제약조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 중 수중의 지형장애물
및 부유장애물에 대한 충돌 회피는 필수적인 기능이다.

수중복합항법은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수중에서
전파를 사용하는 위성항법(GPS)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성항법(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과 추측항법(DR:
Dead Reckoning)을 결합한 형태의 수중항법을 적용한다.
수중항법분야는 센서부터 육상차량시험, HILS를 통한

항법성능시험과 해상시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자체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수중자율기뢰탐색체는 측면주사소나와 초음파카메라

등 임무센서를 통해 탐색하고 그 결과 획득한 영상은 AI기술이

적용된 ATR(Automatic Target Recognition, 자동표적인지)을
적용해 자동으로 표적을 식별해 분류할 계획이다.

수중 무인화 분야
R&D 역량 강화
수중자율기뢰탐색체가 실전 배치되면 함정이나 폭발물

처리 대원을 활용해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기뢰 대항
작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뢰 탐색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시에는 적군의 특수부대 침투 예상 해역 등에 대한
수중 감시 및 정찰도 가능하며, 해난사고 구조작전을 위한

수중탐색과 주요 항만 등에 대한 해양정보수집에도 활용할 수

SMART
NAVY

있다.

LIG넥스원은 어뢰, 기뢰, 소나, 항만감시체계 등 다양한 수중

무기체계 개발과 사업관리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해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양 환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뢰 대항 작전 및 수중 감시정찰 임무에 기여하는

첨단 무인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중 무인화 분야의
R&D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대한민국 해군이 추구하는
SMART NAVY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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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해서 나눠 가질 정도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TF Interview

사업 수주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원민 팀장은 아들이 둘인데 첫째는 연평도에서

LIG넥스원 사업지원분석실 사업개발팀 김소영
수석매니저(PD)

복무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김소영 수석매니저는 TFT에서 제안 관리를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것이다.

앉은 분위기로 시작한 TFT였지만 한마음으로

해군 병장으로 둘째는 포천에서 육군 상병으로

‘와신상담’으로
다시 찾은 기회

LIG넥스원 해양2연구소. 2팀 윤선일 팀장(PM)

연구소와 사업부의
One Team 정신

LIG넥스원 PGM1사업부. 2팀 신원민 팀장(BM)

사업 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여해 제안을 준비하는

해군에서 20여 년을 근무하다 입사한 신원민

수주에 대한 희망을 동력원으로 준비 기간의

활용할 수 있는 LIG넥스원에서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반드시 될 거라는 자기 최면과

어려움을 견뎌낸다. 경쟁사가 이미 선행사업을

진행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을 극복하고
체계개발을 수주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수중 운동체 관련 기술은 우리가 독보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2011년 선행과제 실주로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보통은 선행과제를

수행한 회사가 체계개발까지 수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되겠냐고 걱정했어요. (웃음) 처음에는

의기소침했는데 사업과 기술 분석을
통해 제안을 준비하면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체계통합 성능을 검증하고 수중환경
모의와 임무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중 HILS실의 존재도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제안 준비 과정에서 몸에

이상이 생겨 고생한 윤선일 팀장은

통증을 참고 오전에 PT까지 끝내고 오후에

응급실에 입원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제안서 제출과 업체 실사를 마치고 PT가

팀장은 군에서 얻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사업에서 BM(Business Manager)를 맡았으며

지금은 PGM1사업부로 옮겨 새로운 업무를 맡고
있다.

“돌아보면 사업을 수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경쟁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TFT 운영 기간 중에 태풍이 몰아쳐서 강제로 조기
퇴근했고, 미팅했던 협력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환자 2차 접촉자라 TFT 팀원 전원이 3일간 자가
격리하느라 제안서 쓸 시간도 부족했어요.”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연구소와 사업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팀워크를 발휘했다. 소요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군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했으며 개별 구성품 성능보다 체계
통합 기술에 집중해 역전극을 펼칠 수 있었다.
“수주 소식을 듣고 해냈다는 성취감에

짜릿했습니다. 2020년 우수 수주사업으로

선정되어 포상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못해서 TFT 팀원들과 기념품으로 만년필을

남았는데 농양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어요. 버티다 PT를 마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 정도 치료받다 보니 체중이

10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도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사업영역이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윤선일 팀장은 해양 무인화 분야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선점하고 진입장벽을 단단히 해서

무인화 로드맵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올해 들으면 가장 반가울 소식은 해양
무인사업 추가 수주와 더불어 고3

듣고 싶은 반가운 소식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Scuba Diving

사내 IG 활동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담당하는 PD(Project Designer)를 맡았다. 가라
합심해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준비되어 있던

커피와 간식들도 TFT를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아침에 출근하면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가

담겨 있어서 맛있게 마시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누가 갔다 놨나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원민 BM이 사비로 사다 놓더라고요. 저도 한
번 동참했는데 사소하지만 따뜻한 배려 덕분에
사업도 수주하고 TFT 팀원들과 정이 든 것
같습니다.”

경쟁사에게 유리한 환경, 태풍으로 인한 조기퇴근,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PM의 와병까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겪은 TFT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제안 작업에 참여한 지
10년째인데 초심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올해는 아직 목표를 정하지 않았어요. 딸이

둘인데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소통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게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김소영 수석매니저는 올해는 소의 해이니
업무에서나 일상에서나 웃을 ‘소(笑)’자가
많은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름에도 밝을 ‘소(昭)’가 들어가는데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참여한 사업들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밝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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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된 자녀의 대학 합격이다.

사소하지만
따뜻한 배려

LIG STORY

2호점 장혜진 점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전단지도 돌리고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위주로 세팅했고 콜체크인, 발열체크를 통한

출입자 관리, 방역과 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2호점 정호인 주방장

조리부는 1호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연수를
받았고 조리와 식자재 관리, 맛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식의 퀄리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에는 2호점만의
차별화된 메뉴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1호점만큼 2호점도 번창할 수 있도록 최선을

새롭게 선보이는 함박스테이크와 카레라이스

다하겠습니다.

2호점 김현경 매니저

서비스 업계에서 종사하면서 SARS도 메르스도
겪어봤지만 코로나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적은
주방과 마주한 BAR 형태의 좌석

안심
하시고
맛있는
고기

맞춰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룸 위주로 설계했고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안심하고 많이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세코 식음사업본부 F&B사업팀은 2018년 숙성투뿔한우구이 전문점

‘우다움+82’ 2호점 오픈

드시러
오세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예약상황에 적극 대응 가능한
프리이빗 룸이 포인트

용산에서 사랑받았던 숙성한우구이 전문점 ‘우다움+82(이하
우다움)’가 분당에 2호점을 오픈했다. 1호점과 동일한 메뉴를
갖추고 최소 2인을 위한 프라이빗 룸부터 최대 24인 모임도 수용
가능한 플렉서블한 룸까지, 모던한 인테리어를 차별화 포인트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프라이빗 룸

‘우다움’을 용산에 오픈했다.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하고 로드샵을 임차해

시작한 매장이 자리를 잡고 안정되면서 2호점 오픈을 준비하게 됐다. 상권과
입지를 분석해 오피스 시설과 주거 시설이 동시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역
유동인구도 풍부한 분당 정자동을 선정했다.

2호점의 기본적인 메뉴 구성과 콘셉트는 1호점과 동일하다. 3주 이상

저온숙성한 투뿔 등급 암소한우를 제공하며,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직접 구워서 제공하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호점의 차별화된 전략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는 트렌드와 사회에 맞춰

우다움+82 2호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6번길 6, 뉴본타워 2층

영업시간

평일 11:30 ~ 21:00 Break-time 15:00 ~ 17:00

예약문의

031-726-8292

주말, 공휴일 11:30 ~ 21:00 Break-time 없음

인테리어한 공간에 있다. 2호점은 본관과 프라이빗한 컨셉의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양한 모임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다. 가벽을 이용해 20인 이상의 단체도 받을 수 있도록 변형도 가능하다.
별관에는 주방과 마주한 BAR 형태의 좌석을 배치해 향후 프리미엄
한우 오마카세 메뉴도 시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호점과는 조금

다르게 갈비탕, 한우등심불고기 정식 외에도 주변 오피스들을 대상으로
함박스테이크, 카레라이스, 필리치즈스테이크 같은 신메뉴도 새롭게
준비했다.

우다움 2호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발열체크와 출입등록 시스템도 완비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면서 접객과 응대에 신경을 쓰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도 준비하고 있다. 휴세코 담당자는 2호점에서도 최상의 품질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분당 정자역 인근에 위치한 우다움 2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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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 시기가 아쉽지만 식음사업 확장을 위해

LIG WAVE

LIG넥스원은 개방형 혁신을 위한 ‘신기술 접목 Open Innovation’을 추진하고 있다.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소요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업의 기회를 찾고 있다. 작년 11월호 <근두운>에 소개되기도 한 아이엠기술 유승균
대표를 만나 플라스틱 같은 금속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 들어봤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플라스틱만큼
가볍고

방산과 항공우주 산업에
적합한 소재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10분만 걸어가면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가 나온다. ICT 관련 기관·협회 및 전문 기업들이

협업해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과 사무공간, 인프라를 제공하는 창업 전문
캠퍼스로 아이엠기술도 이곳에 입주해 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아이엠기술 유승균 대표는 연구소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창업했다. 기술만 있으면 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도전했으나 현실에
부딪혀 1차 창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2013년에 SK텔레콤 통신용
중계기 부품 경량화 기술을 개발하면서 아이엠기술을 창업했다.
“통신용 중계기는 높은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야

금속만큼
강하다

합니다.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기존 제품보다 무게는 40% 줄이고

성능은 동일한 초경량 RF 부품을 개발했어요.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수익을 내고
시장을 만드는 길을 향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산 저가 부품의 가격경쟁력 때문에

LIG넥스원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기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로 눈을 돌렸어요.”

소재 제품을 금속 코팅해서 강도를 강화하고 전자파 간섭을 줄일 수

상용화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다가
아이엠기술은 플라스틱과 금속의 장점을 융합해 무게는 가볍고

강도가 높은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폴리머와
메탈을 접착한 금속 복합 제조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기존 단일
소재로 만든 제품보다 강도, 탄성, 내열성, 전도성 등이 뛰어나다.
신소재로 만든 전자파 차폐 하우징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제품에 비해 무게를 50%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전자파

차폐 성능을 구현했다. 해외 방산업체의 의뢰로 개발하고 있는 소재는
필드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용화 직전까지 와 있다.

“경량 고강도 소재는 무기체계의 사거리와 구동시간, 사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 차폐 성능도 뛰어나 전자전 분야

활용도도 높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서 저희가 가진 원천기술을 입증하고 협력사의 아이템에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외 방산업체들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투글로벌센터’를 통해 인연이 닿았다.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경량
있는 점에 주목했다. 고강도 내구성과 전도성을 가지면서도 경량을
유지하는 소재는 개인전투체계 같은 착용형 장비, 소형 무인기와

드론, 기지국용 통신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IG넥스원과는 미 육군 전시회 AUSA(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에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는 국내보다
해외기업들과 주로 협업을 진행하다 보니 방산이나 항공우주 관련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기술을 홍보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제품 공동개발이나 판매, 특허 라이선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흔히 ‘운칠기삼’이라고 한다. 2013년에 창업해 8년이 지난

유승균 대표는 직접 경험해 보니 운이 9이고 기는 1정도 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완성해도 때에 맞게 사업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은 결국 수익을 내고 시장을 확대한다는 두 가지
명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은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빠르게

시제품부터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실패도 빠르게 하는 편이

아이엠기술 유승균 대표

낫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서 다음 단계를 내놓는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특허 등록까지 마친 스타트업이라 해도
사업화 단계에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버틸 수 없는 시기)’이 찾아온다. 아이엠기술은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펀딩을 준비하고 건축 인테리어 분야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치지 않고 걷다 보면 ‘방위산업,
신소재로 만든 전자파 하우징 제품은 기존 알루미늄 제품보다 50% 더 가볍고 더 강력한
전자파 차폐 성능을 구현했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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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분야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LIG Moment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천궁과 천궁II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무인체계, 미래기술, MRO에 이르는 LIG넥스원의
사업영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무기체계의 주요 특징과
적용되어 있는 첨단 기술을 알아보는 LIG Moment.
첫번째 시간에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유도무기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체계 천궁과 천궁II를
소개합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요격 중고도 유도무기

천궁

천궁 Ⅱ

Mid-range Surface-to-Air Missile
M-SAM

HIMAD(High to Medium Altitude Air Defense)
SAM
M-SAM II

정리. 편집실

천궁은 중·저고도에서 침투해오는 적의 다양한 공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상된 지역방공능력을 제공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유도무기체계의 단순화, 경량화, 기동화로 작전의

효율성 및 생존성을 향상시켰으며, 다표적 동시 대응능력, 고기동
요격 유도탄, 전자파 방해 방책 대응능력 등의 우수한 기술력이

주요 특징 Features
Simul-

Taneous

Defense), providing the improved aerial defense against various

Enabling simultaneous engagement of
interlocking operation with higher or adjacent

표적탐지, 추적 및 적아 식별 기능을 보유한 3차원
Multi-Target

attacks at low & medium altitude. M-SAM features its simple

위성배열레이다(MFR)로 다표적 탐지 능력 보유

Having the capability of multi-target detection
with 3D MFR for target detection & tracking

구현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무기체계는 한국형

주요 특징 Features

항공기/탄도탄 동시 다표적 교전 능력, 위력증강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으로 적 탄도탄

탄두를 활용한 표적직접충돌방식, 귀날개 제어 및

공격을 방어하고 천궁보다 길어진 사거리로 적 항공기에 대한 지대공
방어능력을 제공하는 무기체계이다.

M-SAM II – The key force in charge of lower-tier defense of

측추력기를 통한 높은 기동력
Multi-Target

유·무선 원격운용이 가능한 이동현

with simultaneous multi-target response, high-mobility AIM, EMI
Launcher

수직발사대(전방위 표적 대응 효과 극대화)

than M-SAM.

Target direct hit with power-enhancing warhead

Operation

Firing

체계 기동성 및 신속한 작전 전개

수직 발사/동시 발사 및 연속 발사

High mobility with canard & side jet thruster

천궁 발사대 혼합 운용 가능

Precision guidance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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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directional target response)

(aircraft/ballistic missile) engagement capability

종말: 탐색기 RF호밍 유도

to-air defense capability against enemy aircraft with longer range

Mobile vertical launcher available for wire/
wireless remote operation (maximized effect of

Simultaneous multi-target

정밀유도능력 - 초기-중기: 관성항법 및 지령 유도,

KAMD: defending ballistic attack of enemy, and providing surface-

with IFF(Identification of Friend & Foe)

design and light weight as well as its Advanced technologies
countermeasure.

작전 수행 가능

systems, as well as independent operation

반영됐다.

M-SAM is the core weapon system of KAMD(Korea Air & Missile

상위, 인접 체계 연동 또는 포대 단독의 동시교전

천궁을 개량해 항공기 교전 능력을 강화하고 탄도탄 요격 능력을

LIG인사이트

CES 2021
REVIEW
미래는
이미
도착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1’이 지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LIG넥스원
미래성장본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를 분야별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정리해봤다.

LG전자 연설자로 나선 AI 김래아

UPS와 CVS가 합작해서 개발한 M2 배달 드론

정리. 편집실

AI와 로봇이 이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Corporate Venture팀

“우리는 두 해 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단 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 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

“코로나로 인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화는 클라우드 도입의 가속화와 AI의
역할의 확대이다”

- Julie Sweet, 액센츄어 CEO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코로나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구석구석 바꾸어 놓았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전략과 오퍼레이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많은 기업들이 ‘하면 좋은 것(nice-to-have)’으로 여겨 장기
프로젝트로 계획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루아침에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해야만 하는 것(must-have)’이 되어
실행 타임라인이 크게 단축됐다.

CES를 주최하는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보고서에 의하면 이커머스의 경우 10년 치에 해당하는 주문량이
단 8주 만에 증가했고 원격의료의 경우 15일 만에 예약률이

10배로 늘어났으며, 비디오 스트리밍은 5개월 만에 7년 치, 원격

교육은 2주 만에 2.5억 회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기업들은 클라우드 전환과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CES 2021는 미래 사회의 기반이 될 5G,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드론, AI가 한 축을 담당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2천여 개의

전시 중 3분의 1 이상이 로봇, 드론 또는 AI를 다루는 것을 봐도
중요도를 알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기업들은 청소, 배달, 재고정리, 밀접 업무, 건강 등의
테마로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환자

분류나 방역 등 의료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들이 눈에 띄었다.
로봇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CES 2021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에스토니아의 스타십

테크놀로지社는 7,470만 유로, 프랑스 Balyo社는 1,000만 유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미국 몇몇 도시에서는 아마존 스카우트

배달 로봇이 운행 중이며 UPS와 CVS가 합작해서 만든 M2 배달
드론도 호평을 받고 있다.

CES 2021에서 주목받은 혁신 제품들 중 AI가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AI는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다.

SNS나 인터넷쇼핑에서 매일 접하는 패턴 파악을 통한 결과 예측,
인간의 개입 없이 Task를 완료하는 ‘제로 휴먼 인터벤션 자동화’,

머신러닝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등 이론이 현실로 되어가는
단계이다. AI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점점 축소되고 삶의 일부가

되어 내 활동으로 인해 생산되는 일상 속의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
축적, 활용되는지 신경을 쓰고 살아가게 됐다.

AI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16조 달러 이상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뿐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슈가 된 AI 챗봇 ‘이루다’의 사례를 통해 보듯 인류가
AI를 어떻게 학습시켜야 하는지도 이번 CES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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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언택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온 로봇, 드론, AI

GM이 발표한 장거리 배달용
경량 전기 상용차(EV600),

1회 충전으로 400km 주행,

1만 7천 리터 화물을 적재할 수

교육 분야에서 AR/VR을 이용한

인도 예정

활용할 수 있다.

있다. 올해 말 FedEX에 500대

현실로 다가온 Mobility 전쟁의 서막
New Biz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최된 CES 2021은 현대차, 도요타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불참했으나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업체 간 연합전선 확대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글로벌 리딩 IT기업과

스타트업이 주도했던 모빌리티 분야는 완성차 업체들의 가파른
추격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 생태계 선점을 위한 업체 간

협업이 확대되며, 표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CES 2021 Automotive 핵심 키워드로 전기차, UAM,

관람 및 교육 자료 제공 서비스에

전기차 시장 선점 경쟁 시작

Automobiles)가 에어택시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 밖에도

확대되고 있으며 BMW, 아우디 등 완성체 업체들의 전기차

UAM 시장 공동 진출을 선언하는 등 지상에서 펼쳐졌던 모빌리티

모빌리티 경쟁은 자율주행 기술개발에서 전기차 시장 선점으로
컨셉이 공개되며 관심을 끌었다. 전장부품 분야에서는 LG전자와
마그나가 각사 보유 역량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미래 전기차

포르쉐-보잉, 아우디-에어버스 등 완성차 업체와 항공기 제작사가
전장이 하늘로 확전되고 있다.

팬데믹, G2 기술패권 경쟁으로 빨라지는 5G 시장

파워트레인(구동계)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모빌리티 서비스 다변화

밝혔다.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카메라, 센서 기술과 자율주행이

다수의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부품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현대차는 지난해 CES를 통해 PAV(Personal Air Vehicle)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여객용 UAM(Urban Air Mobility) 사업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FCA(Fiat Chrysler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 생활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농업, 제조,
접목된 무인·자동화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중화로 지금의 주유소는 충전, 셰어링, 환승, 정비 및
격납이 가능한 모빌리티 이동 허브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로 선정하고 모빌리티 업계의 주요 화두를 살펴봤다.

기술 6대 키 트렌드 중 하나로 로봇, AI,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
등이 모두 5G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CTA의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이 불러온 원격/

비대면 환경의 확장으로 인해 5G 관련 투자는 2019년 예측치보다
10.8% 증가해 기술개발과 자본으로 연간 2,600억 달러가

투자됐다. 또한, 2035년까지 이 분야 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1조

할 것으로 전망되며 5G 관련 일자리는 향후 15년간 2,28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탄소 배출과 교통사고, 교통체증이
모두 제로(Zero)인 세상을 만들겠다”

초연결시대 현실화 ‘5G+X’

미국 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Verizon)의 CEO 한스
베스트베리(Hans Vestberg)는 기조연설에서 ‘5G+X’시대가

왔음을 강조했다. ‘5G+X’란 5G를 다른 분야(X)에 접목한다는

메리 바라 GM CEO가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미래 모빌리티

뜻이다. 그는 5G의 주요 특징인 초고속(10x Faster),

사업의 방향성이다. GM은 2025년까지 270억 달러를 투자해

초저지연(Ultra-low lag), 대량 접속(1M Connected Devices),

30여 종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날 배송용 전기트럭,

모빌리티(Mobility 500km/h) 지원에 따라 더 빠르고 더 좋은

UAM, 자율주행 셔틀 등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GM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구체화되어 적용 및 개발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설립한 2차전지 합작법인을 통해 고효율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더욱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계획이며, LG화학과 협업을 통해

GM이 발표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컨셉 모델 eVTOL UAM. 자율주행 기술 적용, 2인승,
4개 프로펠러, 90kW 전기모터, 최대 89km 항속거리

엔터테인먼트: AR을 이용한 라이브 뮤직 콘서트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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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5G는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뽑은 2021

3,000억 달러와 1조 7,000억 달러를 투자해 치열한 선두 경쟁을

제로(Zero) 모빌리티의 시대로

알루미늄을 활용한 차세대 저비용 경량화 고밀도 배터리 연구를

미래 산업의 혈관, 5G 연결성(5G Connectivity)
Value Up팀

디펜스 NOW

바이든 정부
출범과
국방 안보 정책의
방향성

외교를 중시하는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인사들로 행정부를 구성했지만
최종 목표는 동맹국들이
미국을 지지하도록 만들면서
강력한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이
취임했다. 바이든 정부 앞에는 험난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 내
코로나(COVID-19) 확진자는 2400만 명, 사망자는 40만 명을 돌파했고,
취임식 직전에는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외교안보팀 인선의 경향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시될 중요 국방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신정부의 방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자 한다.
글.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Aviation Week 한국 특파원)

미래>라는 책을 출판하고 실제로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장관에 임명된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III)도 수십 년간 실전을 겪은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주
이라크 미군 사령관과 중부군 사령관을 지내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역량을 검증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오스틴은 군대가 국가 안보의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을
취임식 선서를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출처: REUTERS)

이해한다”라는 기고문을 쓸 정도로 신중한 군사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선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뉴욕타임스 신문은

외교 안보 보좌진이 중도 성향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베테랑으로 구성된
외교안보팀

있음에 주목했고, ‘VOA(미국의 소리)’는 바이든 정부의

인사들이 국제관계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자들로 그동안
많은 활약을 했던 익숙한 인사들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인선이다.
조 바이든 스스로가 최연소 상원의원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외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국제정치 베테랑이다.

그의 성격을 반영하듯 한반도와 아시아 외교·안보에 관여할
지명인사들은 하나같이 풍부한 경험의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가장 마지막에 지명된 미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는 오바마 정부 시절 미 국무부

JOE BIDEN

맡은 30년 경력의 외교 전문가이다. 국무장관에 임명된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역시 국무부 부장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와 삼촌이 미국대사를
지낸 외교관 가문 출신으로 이란-미국 핵 합의를

끌어낸 공적이 있다. 아시아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회의(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으로 지명된

커트 캠밸(Kurt Campbell)은 <피벗: 미국 아시아 전략의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출처: milit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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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을 지냈고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제단 회장을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미-중 갈등
전문가들을 인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 핵심 인사들 역시 중국에 대한

압박과 대응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새로운 도전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고, 중국과 미국의 상호관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보수 성향의 이언 브래진스키(Ian
Brzezinski)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강하게 협력하면서
중국에 대응할 것으로 예측했다. 외교를 중시하는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인사들로 행정부를 구성했지만 최종 목표는
동맹국들이 미국을 지지하도록 만들면서 강력한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
속에서 우리 안보와 관련이 있으며 주목해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는
경항모 함대 건설
미국의 여러 전력 중 가장 주목받는 군사력은 해군력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도 강력한 해군력을 활용해 러시아와

경쟁에서 승리했듯, 중국의 해양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살펴볼 것은 이전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해군력 증강 계획

‘Future Naval Force Study(FNFS)’이다.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 마크 애스퍼(Mark Thomas Esper)가
퇴임 전 제시한 이 계획의 핵심은 미 해군이 500척의

함정을 2045년까지 건조해야 한다는 야심찬 제안으로
‘Battle Force 2045’라는 별칭이 붙었다. 무인 수상함,

잠수함 등 신형 군함 건설 계획이 포함된 이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항모전단의 창설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11척의 슈퍼캐리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항공모함이지만 비용과 인력이 너무나
많이 들고 임무가 과중하다. 그래서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공모함 6척을 확보해 슈퍼캐리어
부담을 줄이면서 물 샐 틈 없이 해상교통로를 수호한다는
것이다.

다만 500척의 대규모 함대 건설은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랜트 새들러(Brent Sadler)는
COVID-19 때문에 미국 국방예산을 10% 삭감하라는

요구도 있지만, 중국과 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FNFS
계획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재 중국 해군의 성장을 고려할 때,

실제로 2020년 9월 항공우주전문지 <플라이트

Hypersonic)’이라고 부르는데, 그야말로 제2의 MD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NGAD 기술 실증기의 첫 비행을 실시했다는 폭로 기사를

미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경항모전단이 포함된 FNFS 계획의 중요성은 명백하므로
짐작한다.

기술격차를 노리는
‘디지털 센추리’ 전투기
군사대결에서 수적 우위를 유지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해군과 달리, 미 공군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수준의

기술격차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이고 야심 찬 계획이 바로 ‘디지털 센추리(Digital
Century)’ 전투기 개발계획이다.

디지털 센추리 계획은 미 공군 6세대 전투기 개발계획인
‘NGAD(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개발방식이
미국 초기 제트 전투기인 센추리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글로벌(flightglobal.com)>은 미 공군이 벌써 6세대 전투기
발표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6세대 전투기 개발 속도는
5세대보다 몇 배 빨라졌다는 말이 증명된 것이다. 다만

디지털 센추리 전투기는 한계도 명확해서 이를 비판하는

미국 내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브라이언 클락(Bryan Clark)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칼럼에서 유인 전투기의

중요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디지털 센추리 대신 드론 기술에
집중해야 하며, 디지털 센추리 전투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따로 합치기도 어렵고 다목적 임무가 불가능해 유연한 공군
작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MD
‘카운터 하이퍼소닉’ 기술

붙여진 별명이다. 5세대 전투기인 F-22 랩터나 F-35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극초음속

기간을 필요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DF-17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라이트닝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위해 수십 년의 개발
디지털 센추리 계획은 하나의 차세대 전투기에 여러 가지의
혁신적 최신기술을 모아서 수십 년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징을 갖춘 여러 종류의 비행기를 5~6년 만에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6세대 전투기는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전투기는
차세대 스텔스 기술, 어떤 전투기는 자체 방어용 초소형

미사일 방어시스템, 어떤 전투기는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무기 방어 프로그램’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가상적국인
아방가르드(Avangard) 극초음속 글라이더 등을

공개했고, 심지어 북한조차 2021년 1월 9일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무기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낮은 고도에서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며 자유롭게 궤도를 바꾸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구축한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의 존립을

위협한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 추진 중인 극초음속 무기
방어 프로그램을 속칭 ‘카운터 하이퍼소닉(Counter

추진되는 셈이다.

Agency)의 ‘글라이드 브레이커(Glide Breaker)’는

DARPA와 노스럽 그루먼(Northrop Grumman)이 연구
중인 극초음속 무기 요격용 테스트 모델이다. <파퓰러

매카닉스(Popular Mechanics)>에 따르면 이미 2020년

연말에 기술 실증용 모델이 테스트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카운터 하이퍼소닉 기술은 지금보다 발전된 미사일
경보 위성을 만드는 것이다. ‘HBTSS(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pace Sensor)’로 불리는 차세대 미사일
경보 위성은 기존의 미사일 경보 위성보다 훨씬 작고

가볍다. 수백 기의 경보 위성을 여러 층으로 우주 공간에

띄워 세계 어디에서 극초음속 무기가 발사돼도 바로 추적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2023년 최초의 HBTSS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이상으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인선을 알아보고 바이든
정부가 주목할 미국의 군사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COVID-19가 여전히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현재

미국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해외 군사작전이나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중국과
군사 기술격차를 늘릴 수 있는 미 국방성의 각종 신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오히려 트럼프 시대보다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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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매니아가 그린 아메리카 상륙함 개조 경항모 상상도(출처: spacebattles.com)

극초음속 무기 경보 HBTSS 위성(출처: missiledefenseadvocacy.org)

CULTURE & WAR

참혹한 내전의
상처를

죽음의 도시로 변한
게르니카

영원히 기억하다

1937년 4월 26일 오후 4시 30분, 게르니카에 폭탄이 재앙처럼
내렸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은 독일 공군 콘도르
군단과 이탈리아 공군의 폭격기 55대는 독일의 볼프람 폰

스페인 게르니카

리히트호펜(1895~1945) 대령의 지휘 아래 게르니카에 2시간
넘게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했다. 특히 콘도르 군단은

스페인 내전(1936~1939)은 1936년 스페인 제2공화국에 인민전선 내각이
수립되자 이에 반대하는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1892~1975)이 반란을
일으켜 벌어진 전쟁이다. 우리나라 6.25전쟁(1950~1953)처럼 스페인
현대사의 가슴 아픈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스페인 내전의 전쟁사를 도시 그
자체의 건축물로 보여주는 공간이 있다. 바로 ‘게르니카’라는 곳으로 8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게르니카는 지금까지도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다.
글. 이상미 (프랑스문화재 감정 및 문화서비스 전문가, 이상아트 대표)

프랑코의 국민당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나치 독일이 특별히

선발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250㎏ 고폭탄과 50㎏급 폭탄, 1㎏

소이탄까지 무려 24톤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게르니카에 있는
전체 건물의 80% 이상이 완벽하게 파괴됐고 나머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폭격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다.
1937년 4월 26일 독일과 이탈리아의 폭탄 투하로 페허가 된 게르니카의 모습. 당시 게르니카에
투하된 24톤의 폭탄으로 인구 7,000명 중 1,600여 명이 사망했고 900여 명이 부상했다.
(사진: AP)

스페인 게르니카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참혹한 내전의 상처가 간직되어 있다.

1937년 4월 26일
벌어진 비극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 비스카야 주에 속한 게르니카는 1366년
텔로 백작이 루모(Lumo) 지역에 둘러싸인 자치령으로 건설했다.
1882년 루모 지역과 통합한 후에 정식 명칭이 게르니카-

평화롭던 게르니카는 죽음의 도시로 바뀌었다. 인구 7,000여
명의 마을은 불타 무너졌다. 마침 휴일이어서 시내 중심가에
나온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폭격에 속절없이 숨을 거두었다.

당시 바스크 정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는 1,600여 명에
부상자는 900여 명 등으로 도시의 1/3이 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는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다. 게다가 프랑코 정권은 폭격 자체와 사망자 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스크 당국의 기록을 삭제하고
희생자들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다. 그렇게 사건이 국제사회의

루모(Gernika-Lumo)로 정해졌지만 보통 게르니카라 부르며

바스크 민족의 중심지인 빌바오에서 차로 40여 분 떨어진 거리에
있다.

1936년은 스페인 역사에서 결정적 한 해였다. 그해 2월 16일
의회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 한 달 전 좌파진영은

단일 연대에 성공했고 이들은 15만 표 차이로 단 2%가 넘는
아슬아슬한 승리를 했다. 1936년 2월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파시스트 국민당은 사회당과 좌익 공화파, 공산당으로 구성된
인민전선(Frente Popular)의 집권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스페인 내전으로 번졌고 유럽의 정치 질서를 뒤흔들며
국제전으로 확산됐다. 독일 나치와 이탈리아 파시스트가 프랑코
장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반면, 공화국 정부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데 그쳤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불간섭 정책을 취했다.

바스크 정부는 바스크 민족주의로 분리되어 단독적인 군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국민당과 공화당 간의 다툼은 가장 큰 도시인

빌바오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을 원하는
바스크 민족에게 게르니카는 성지와 같은 곳이었다. 공화국

스페인 내전 중 벌어진 게르니카 폭격을 그린 피카소의 유명 작품 ‘게르니카’는 프랑코 정권

의 독재가 끝난 뒤인 1981년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됐다가 1992년부터 왕립 소피아 미술관
에서 전시되고 있다.(사진: babylontours.com)

정부의 전복을 꾀한 프랑코 군대는 스페인 북부 공화주의자들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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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하기 위해 주요 근거지인 게르니카 일대를 폭격하기로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프랑코 측은 한때 ‘공화파의 자작극’이라며

타임스>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게르니카의 비극을

특히 성인 남성들이 전선에 나가 있어 피해자는 주로 민간인

프랑코의 반란군은 게르니카 외에도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뺌했지만 곧 독일군의 공습이었음이 판명됐다.

여성과 노약자들이었다. 전체 건물의 4분의 3 정도가 파괴됐고
주요 무기고였던 운세타 사와 타예레스 데 게르니카, 공화당의

주 청사였던 카사 데 준타스 등도 파괴됐다. 이 무서운 폭격에도
15~18세기에 건축된 산타마리아 교구교회와 19세기에 건축된
산타마리아 데 라 안티구아 교회는 참혹한 전쟁을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게르니카 폭격은 정규군이 민간인을 직접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최초의 사건이다. 프랑코의 요청으로 폭격을
가한 나치 공군은 게르니카를 전격전(電擊戰·Blitzkrieg)의 첫

전해 들은 미국과 유럽은 충격에 빠졌다.

세비야 등을 공습했다. 스페인 내전은 1939년 3월 28일 프랑코의

반란군이 마드리드를 함락하면서 4일 후인 4월 1일 끝난다. 3년에
걸친 전쟁으로 40만 명이 사망했고 60만 명이 다쳤다. 50만 명은

탄압과 보복을 피해 망명길에 올랐다. 내전에서 승리한 프랑코는

1975년 사망할 때까지 36년 동안 독재자로서 스페인을 지배했다.

폭격으로 고사한
‘게르니카의 나무’

전술적 시험무대로 삼아 최첨단 무기의 성능을 실험했다. 사실

게르니카는 중세시대부터 참나무의 고장으로 불렸다. 특히

대단한 전략적 요충지나 군수 시설이 있던 도시도 아니었다.

Arbola)’라고 불리는 참나무 아래에서 바스크 민족 지도자들이

게르니카는 파시스트 국민군과 맞선 공화국 세력권이기는 했지만
그렇기에 게르니카 폭격은 군사 전술적인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화파 지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민중의 저항 의지를

꺾는 것이 목적이었다. 게르니카 폭격은 <더 타임스>의 기자 조지
스티어의 현장 취재로 1937년 4월 28일 <더 타임스>와 <뉴욕

민족주의와 자유를 상징하며 ‘게르니카의 나무(Gernikako

지방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바스크 정부의

바스크 민속박물관 옆 공터에 게르니카

후 새로운 참나무를 심어 그 상징성을 계승했지만 이 나무는

‘게르니카의 나무(Gernikako Arbola)’

의회나 다름없었다. 19세기 중반에 첫 번째 참나무가 생을 다한
게르니카 폭격으로 고사했다. 바스크 민속박물관 옆 공터에는

폭격으로 고사한 나무의 그루터기를 보
존하고 있는 모습. 바스크 민족에게
는 민족주의와 자유를 상징한다.
(사진: Leemage)

그날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죽은 나무의 그루터기가 아직도
보존돼 있으며, 이 나무에서 DNA를 채취해 그 주위에 어린
참나무를 심어 상징성을 계승하고 있다.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스페인 작가 파블로

1988년 게르니카 폭격 50주년을 기념해 바스크의 조각가

스페인 내전과 게르니카의 비극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1997년 공습 60년을 맞아 당시 독일의 제7대 대통령인 로만

피카소(1881~1973)의 회화 작품 ‘게르니카(Guernica, 1937)’는
기여했다. 1937년 6월 열리기로 예정된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
벽화제작을 제작하던 피카소는 조국의 비보를 접하자, 한

달 반 만에 가로 7.766m, 세로 3.493m의 대벽화를 완성해

‘게르니카’라고 이름 붙였다. 이 그림은 전쟁의 비극적 참상,

민중들의 분노와 슬픔을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전체의
색상도 흰색, 검정색, 황토색만을 사용해 단색화에 가까운
배색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 작품의 원작은 1992년부터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레이나소피아 국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에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있어야 할 장소는 다름 아닌 게르니카라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게르니카의 중심부인

푸에로 광장에서 외곽 방향에 있는 한 주택가의 담벼락에 원화를
그대로 복제한 타일벽화로 전시돼 있다. 실제 작품보다 크기는
작지만, 우리에게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상을 그대로 전해준다.(사진: 픽사베이)

에두아르도 치이다(1924~2002)가 제작한 평화기념비가 세워졌다.
헤어초크(1934~2017)는 스페인 내전에서 독일이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는 편지를 써서 게르니카의 생존자들에게 보냈다. 이듬해인

1998년 독일 의회는 독일 군사기지에서 콘도르 군단 소속 군인들의
이름을 제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에 게르니카 박물관이

개관했으며 2002년에 이르러 스페인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게르니카
평화박물관(Museo de la Paz)으로 변모했다.

박물관이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는 ‘평화(스페인어로는 Paz)’로
게르니카 평화박물관은 참사 당시 게르니카 상공을 날던 독일

전투기를 모형으로 재현하고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포탄들을
그대로 모아 전시하고 있다. 2007년 공습 70년을 맞이한 해에는
바스크 의회가 일본의 히로시마,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등지의

대표들과 만나 ‘평화를 위한 게르니카 선언문’을 발표하고 게르니카를
‘세계 평화의 수도’로 삼자고 호소했다.

80년 전 공습으로 폐허가 됐던 게르니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게르니카 곳곳의 건축물들은 아픈 전쟁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전쟁과 평화에 대해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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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의 ‘게르니카(Guernica, 1937)’는 마을의 중심부인 푸에로 광장에서 외곽 방향에 있는 한 주택가 담벼락에 원화를 그대로 복제한 타일벽화로 전시돼 있다. 실제 작품보다 크기가 작지만 전쟁의 참

1998년 개관한
게르니카 박물관

공존을 위한 고민

탄소중립,
배출량 감소가 핵심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

탄소중립의 개념 자체는 간단하다.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탄소중립이 챙길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환경이나 경제만이 아니다.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가 ‘순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있다. EU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 1순위는 지구도, 경제도 아닌

자연이 흡수하는(혹은 인공적으로 흡수시키는) 양이 동일한 상태,

‘에너지 안보’ 역시 탄소중립으로의 여정을 통해 강화할 수

왜 ‘온실가스 중립’이라 안 하고 ‘탄소중립’이라고 할까?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안정성’이다. 재생에너지는 이들에게

이산화탄소는 여러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대체 에너지’로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요소인 셈이다.

뿐 아니라 대기 중 수명(잔존 기간)도 CF4(사불화탄소)

다음으로 가장 길다. 우리가 한 번 내뿜고 나면 대기 중에

종합순위

200년(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기준)에서 길게는
1000년(NASA 제트추진연구소 기준)까지 머문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그저 일부 줄이는 것만으로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고, 지금도 누적되고 있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어렵다.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방법은
‘탄소중립’ 상태가 될 수 있을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이다.

에너지 전환,
미래가 아닌 오늘의 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핵심엔 ‘에너지 전환’이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이유이다. 그런데 최근 관심이 뜨거운 이유가 그저
‘지구를 위해서’만일까? 기후의 ‘ㄱ’도, 환경의 ‘ㅎ’도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경제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재생에너지의
투자가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지 알고 싶기 마련이다.

일찌감치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에 앞장서
온 EU에 이어 이젠 미국까지 본격적인 변화와 행동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정부의
자금뿐 아니라 민간 자본 역시 대규모로 신속하게 투입되고

늦기 전에
가야 하는 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글. 박상욱(JTBC 기자)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용량이 올해 수력발전을 뛰어넘고, 2023년

천연가스발전을, 2024년엔 석탄화력발전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

곳으로 EU와 인도를 꼽았다. EU는 이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왔지만 중국과 함께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인도도 여기에
포함됐다. IEA는 “인도에선 2020년 대비 연간 증설량이 배로

늘어난다”며 “그간 지연되어온 각종 프로젝트와 계약들의 협상
과정이 내년엔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EU는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셀을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안보

형평성

지속가능성

1위

40위

3위

1

스위스

11위

3

덴마크

2위

2

4

스웨덴
영국

5

핀란드

15

미국

9

31

37
72

독일

일본

한국

중국

28위
3위

16위

17위

82위

69위
35위

11위

28위
19위

33위

30위

14위

32위

16위
70위

우리나라의 항목별 점수(왼쪽)와 국가별 순위(자료: 세계에너지총회)

1위

2위
6위

28위

23위

54위

39위

80위

108위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세계에너지총회의 2019 에너지
건전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37위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안보와 형평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부문 가운데 우리나라는 안보(69위), 지속가능성(80위)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였다. 우리나라와

지속가능성 부문 순위가 비슷한 나라들 대부분은 ‘에너지 안보
상위권’ 국가들인데 이들은 국토 내에 매장된 에너지원이

풍부해서 재생에너지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안보와 지속가능성이 모두 떨어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재생에너지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게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다. 또한, 전
세계에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더 이상 ‘녹색 ○○’, ‘그린
○○’, ‘탄소 ○○’은 “비용만 비싸고 그저 고매한 일”이 아니다.
‘초록별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의 지갑’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EU

입장에선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마뜩잖은 일일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로부터 나온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보급, 이는 글로벌
관점에선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오늘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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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그린뉴딜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 바로 탄소중립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과 일본, EU 등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중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는 이미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국가명

트렌드 톡톡

가방을 소중하게 쥐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저 사람 같다.
핸드폰으로 톡을 보내 본다. “저는 도착했는데 어디
계신가요?” 바로 문자를 확인하는 걸 보니 확신이
든다.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건넨다.
“혹시 당근이세요?”
글. 배성옥(자유기고가)

동네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당신은 ‘중고거래’하면 뭐부터 생각나는가? ‘중고나라’ 카페와

벽돌부터 떠오르면 옛날 사람이고 당근과 번개가 떠오르면 요즘
사람이라고 한다. IMF시절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운동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중고는 남이 쓰던

낡은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요즘 세대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상태를 따져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

오늘도
나는
당근에서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업계 추산 약 20조 원으로 평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중고거래 플랫폼도 오프라인, 온라인 커뮤니티,
어플 등 다양한 채널로 뻗어나갔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고

‘득템’
했습니다

오프라인 쇼핑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 중고 플랫폼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03년 네이버 카페로 시작한 ‘중고나라’는 기존 웹에

이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세컨슈머는
클라우드 소비를 한다

2015년에 판교에 있는 IT 기업 임직원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팔던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밀레니얼

발전했고 이제는 월 1,000만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된 것이다.

‘세컨슈머(Seconsumer)’와 ‘클라우드 소비’라는 키워드를

소규모 커뮤니티가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커뮤니티로

당근마켓은 동네 기반 플랫폼이다 보니 주로 대면 거래가 많고

자연스럽게 매너가 중요시되면서 덤을 더 받거나 가격을 깎아주는
따뜻한 에피소드도 자주 보인다. 매월 1일에는 한 달 동안 거래
실적과 함께 중고 거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공개한다. 사용자의 행동과 습관에 작은 명예를 안겨주니 괜히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실제로 벌어지는 환경 보호
효과보다 안 쓰는 물건을 나누고 필요한 물건을 경제적으로

구입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해 얻는 따뜻함
덕분에 성공한 서비스가 됐다.

Z세대 트렌드』에 따르면 MZ세대의 중고 거래 열풍은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세컨슈머’는 ‘Second(세컨드)와

Consumer(컨슈머)’가 합쳐진 단어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을 찾아 즐기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MZ세대에게 중고거래나 중고소비는 ‘어떻게 하면 소비를 덜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칠까?’라는 고민의
결과이다. 당장의 편리함보다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중고 거래와 현지 생산품을 소비하기로 한 세컨슈머는

중고거래를 위해 집안 물건을 정리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집콕

생활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는 즐거운 체험의 장이기도 하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희소템’을 구하기 위한

중고거래도 활발하고 ‘득템’하는 재미만큼 팔아 치우고 또 다른
‘득템’을 찾아 떠나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

중고거래,
나도 해볼까?
판매할 제품 상태부터 체크해 보자.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버릴

만큼 낡은 것은 제외한다. 물건 가격을 객관적으로 정한 후 자세한
사진과 함께 가격을 정해 중고거래 웹이나 앱에 올린다. 적당한

가격에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게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이다.

동일한 물건이나 비슷한 물건을 검색해 시세를 확인하고 조금 낮춰
내놓으면 ‘쿨거래’도 가능하다.

용어도 어느 정도 알아 둬야 한다. ‘네고’는 원래

협상(Negotiation)을 뜻하지만 중고거래에선 ‘에누리’를 뜻한다.
가격을 정하고 만났는데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네고를

요청하는 ‘현장 네고’는 매너 없는 일로 통한다. ‘풀박’(구입할 때
담긴 박스와 설명서 등이 모두 있는 경우), ‘택포’(택배비 포함),
‘운포’(운반비 포함) 등도 자주 쓰는 단어다.

구매할 땐 판매자의 판매 이력과 거래 점수도 꼼꼼히 체크해야

사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직거래할 경우 집 주소를 노출하기보다
집 근처 공개된 공간을 만남 장소로 선택한다. 거래할 땐 제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 거래일 경우 구매한 물건을 반품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엔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시간
조율이 쉽지 않고 대면이 부담스럽다면 택배 등을 이용하는 게

서로 마음 편하다. 아파트 현관문에 물건을 걸어 두는 ‘문고리 거래’
문화도 생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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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와 인공위성분야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와 자율주행 수송드론 개발 업무협약 체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육군 제31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LIG넥스원은 KAIST는 지난 1월 20일 인공위성 연구개발

(초)소형급 인공위성 공동연구개발, 인력교류 등 인공위성

분야 연구개발 협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내용은

△인공위성 설계/제작 기술교류, 인력교류 및 양성 △연구개발

2021 FEBRUARY

장비/시설 공동 활용 △신규 인공위성 연구개발사업 공동 발굴 및
사업화 등 인공위성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 저변 확대를 위해 인공위성분야
기술협력과 인력양성에 대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2021 올해는 해낼 거야!’

LIG넥스원은 지난 1월 1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광역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하이즈항공(주), 한국항공기술 KAT(주),

태경전자(주)와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독자와 함께 만드는 근두운

Quiz, Quiz!

Event

아래 퀴즈 정답을 맞추고 기프티콘 받아 가세요.

여행도 외식도 만남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서 답답한
시기이지만 집에서 혼자서도 둘이서도 가족끼리도
잘 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요리, 운동, 산책 뭐든
괜찮습니다. 여가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노하우도 알려주세요.

근두운을 읽어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 2월호 문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CEO까지 오른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는 올해로 몇 년 차일까요?
(HINT 02page)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IG넥스원을 포함한 9개 기관은

△핵심기술 개발 및 신기술 창출 △사업 인증 및 실증을 위한

정책·제도·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동연구 과제 발굴 △광주시
드론산업 발전 등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1월호에 안내했던 이벤트 ‘2021 올해는 해낼 거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짐한 여러분의 결심,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고 잘 지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전거 마니아 양재혁 매니저가 보내준
새해의 결심을 소개합니다.

2.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영문 명칭은 OOOOOOOOOO Underwater Vehicle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HINT 08page)

3. 우리가 내뿜는 양과 자연이 흡수하는 양이 동일해서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가 ‘순증’하지
않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Hint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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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해양사업부.2팀 양재혁 매니저

# 참여 방법
1. 간단한 사연을 작성한다.
2. 잘 나온 사진(크기 100kb 이상 JPG 파일)을 찍거나
고른다.
3. 내용과 사진을 2월 22일 월요일까지 사보
담당자(leechaeyeong@lignex1.com) 메일로
전송한다.
4. 선물은 3월 8일 발송되고 사연은 3월호 사보에
소개됩니다.

# 1월호 정답
1. 성장, 수익, 기술, 안정 2. 이노와이어리스 3. 티핑포인트
# 지난 호 당첨자
치킨+콜라 세트(3명) 김*영 님, 모*진 님, 강*록 님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5명) 정*진, 님, 엄*정 님, 장*윤 님, 장*희 님, 이*진 님
스타벅스 커피(5명) 최민* 님, 김*덕 님, 진*현 님, 신*옥 님,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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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2일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3월 8일에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3월호에 게재됩니다.

2021년에는 자전거를 5,000km 이상 타며
체지방과 번뇌를 태우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만들자.
작년 국토종주에 이어 올해는 영산강, 금강, 섬진강,
동해안 종주길을 정복해보자!

LIG 이벤트, ‘방.콕.혼.놀’ 달인 인증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 선물
사연과 사진을 재미있게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한 분에게는 ‘우다움’ 상품권(10만원 상당)을,
세 분에게는 백화점 상품권(5만원 권)을 드립니다.

웹진 근두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