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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M사업부문 이건혁 부문장과
C4ISTAR사업부문 권병현 부문장

LEADING LIG
LIG人들의 일과 삶

PGM사업부문 이건혁 부문장과 C4ISTAR

사업부문 권병현 부문장을 만나 독립경영체제
출범의 의미와 배경, 사업 부문별 방향성과 추
진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2010년 최초 개발에 착수한 이래 10여 년이 넘
는 대장정 끝에 초도 양산을 출하한 TMMR 군
인도식 행사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휴세코 가

족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회사 ㈜화인을 만나보세요. 자율주행차량
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기술을 보유한 SOS
LAB 정지성 대표의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02

OPEN TALK
기술 우위 초격차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 PGM사업부문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 C4ISTAR사업부문

06

LIG NOW 1
10여 년에 걸친
대장정의 결실을 맺다

08

LIG NOW 2
LIG 가족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웹진 근두운 바로가기
www.geunduun.com

06

구미생산본부에서 TMMR 초도 양산 출하 기념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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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人과 독자들을 위한 읽을거리
실리콘밸리에서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의
사임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2020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국방정책과 우리 군의
대응방향을 예측해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상징하는 ‘마지노선’이 주는 교훈도
만나보세요.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등장한 슬로 패션으로 지구
살리기에도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20

2020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을 통해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전망해본다.

16

LIG 인사이트
아마존 혁신을 이끌고 떠나는
제프 베조스

20

디펜스 NOW
2020 국방백서 주요 내용으로 보는
국방정책 전망

24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무용지물의 대명사로 전락한
프랑스 마지노선의 역사

24

CULTURE & WAR
‘난공불락’ 믿음에서
무용지물의 대명사로

28

공존을 위한 고민
지구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슬로 패션

30

트렌드 톡톡
투잡으로도 부족해!
이제는 N잡러 시대

32

NEWS ROOM
LIG넥스원,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IDEX 2021’ 참가 外

OPEN TALK

LIG넥스원은 올해 1월부터
유도무기 중심 PGM사업부문과
감시정찰, 통신전자, 미래전 등을
포괄하는 C4ISTAR사업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독립경영체제를 출범시켰다.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 강화

‘개방’과 ‘긍정’,
‘자율’과 ‘창의’

사업 부문을 PGM과 C4ISTAR로 이원화한 독립경영체제는

조직의 구성이 변하면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운영을 통해 회사 전체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전문성을 살려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의사결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독립경영체제에서는 사업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각 부문에서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연구개발, 사업, 생산본부도 사업부문별로
이원화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유도무기는 그동안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온 주력사업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PGM사업부문은

지상발사, 함정/공중발사, 수중발사 정밀유도무기 연구개발과

양산을 담당한다. 1990년에 입사한 이건혁 부문장은 생산본부와
대전지역장, 사업본부장을 거쳐 PGM사업부문장을 맡게 됐다.

정밀유도무기 연구개발과 양산을
담당하는 PGM사업부문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다지고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온 사업분야이다.
이건혁 부문장에게 독립경영체제
출범에 따른 PGM사업부문의
추진전략과 사업방향을 들어봤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유도무기는 우리 회사 44년 역사를 관통하는 뿌리이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크 창정비부터 시작해 천마, 신궁,
해성, 천궁으로 이어져온 자주국방과 해외 수출의 모태이기도

기대와 긴장감을 가지게 된다. 이건혁 부문장은 각 부문별로

높이면 회사 전체의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강해진다고 얘기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변화가 아니라 비전 2030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준비된 것인 만큼 회사가 가는 방향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한경쟁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기업은 제도와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가치인 ‘개방’과 ‘긍정’을
마음에 새기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발맞추어 구성원들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 방은 항상

열려 있으니 자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요. 사업 규모가 크지만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높고 민수나
다른 분야와 스핀온(Spin-on)이나 스핀오프(Spin-off)가

어렵습니다. 부문이 독립된 만큼 사업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사의 중심축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PGM사업부문의
추진 전략과 방향성
지금은 PGM사업부문의 매출 비중이 크지만 미래를 대비해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혁 부문장은 업체 주관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방산획득
프로세스에 발맞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 우위
초격차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

“유도무기는 우리가 가장 잘하고 앞서 있는 분야이지만 안주할

경쟁력을
강화한다

움직이려고 합니다. 유도무기 수직 계열화 관점에서 그동안

잘해왔던 탐색기, 유도조종장치, 교전통제소 분야는 기술 차이를
더 벌리고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추진제, 탄두, 발사대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전술급, 소구경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 다양화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 After Talk
회사가 아닌 ‘나’의 생활도 소중합니다. 한두 가지 취미생활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에 심취해서 세미프로 수준까지 파고 들면

자기만족과 함께 삶이 풍요로워지고 본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영이나 혁신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인문학 관련 도서도 많이

읽어보세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과 주체성을 찾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일이 힘들더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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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PGM사업부문 이건혁 부문장

수 없습니다. 국내 사업은 기술 우위를 심화하는 초격차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 After Talk
리더는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됩니다. 조직의 변화는 아주
느리게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주 보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리더들이 권한과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우리가 그동안 알던 것만
가지고는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답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부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원
C4ISTAR사업부문은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무인체계, 미래기술, MRO(군수지원)로 구성되어 있다.
드론과 무인로봇, 사이버, 레이저 분야 같은 첨단기술사업도

C4ISTAR사업부문에서 추진한다. 회사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분야로 매년 많은 사업들이 새롭게 나올 것이고 방산기술을 민수에
적용하는 크로스오버(Crossover)나 스핀오프(Spin-off) 같은
기회도 열려 있다.

“생산본부장에서 C4ISTAR부문장을 맡게 됐는데 부문장을 맡고
처음에는 1주일 정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웃음) 현재

시점에서 매출 비중은 PGM사업부문보다 작고 인원과 진행 중인

사업은 많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슈들을 정리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회사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병현 부문장은 부임해서 본부장들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부문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분석했다. 무엇이 부족해 손익이

나빠졌고 무엇을 준비해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경영진에게

LIG넥스원 C41STAR사업부문 권병현 부문장

대비할 수 있도록 선행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권병현 부문장은
부품 단위, 체계 단위로 수출 가능한 사업을 모색하고 민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찾고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 교류를 위한
산·학·연 협업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립경영체제는 회사가 의사결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서

예측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 고민한 결과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회사생활 하면서 변화도 많이 겪어봤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해왔습니다. 제가 연구원이던 시절에는 통신과

전자전 사업이 회사의 성장동력이었고 유도무기 부문 동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작고 시급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회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맡고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통과 교류를 통해
길을 찾아야

결정할 계획이다.

융·복합 사업이 많은 만큼 각 분야별 장점을 살리고 소통과 교류를

C4ISTAR사업부문은 정부나 기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들이
성숙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리스크를 예측하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C4ISTAR는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모으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과제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조직과 동료들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개인이 아닌 조직의 성과를

우선하고 함께 노력하고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저와
본부장들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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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보니 처음에 진입할 때 목표 달성 가능성, 시장 발전성, 기술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회사의 성장과 수익에 큰 역할을 하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권병현 부문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만 생각하지 말고 동료들의

C4ISTAR사업부문의
추진전략과 방향성

C4ISTAR사업부문은 유도무기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4차산업 시대에
각광받는 무인체계, 첨단기술 분야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권병현 부문장에게 독립경영체제에
임하는 각오와 향후 추진전략,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업무보고도 완료했다. 올해는 체질 개선과 조직 안정에 주력하면서

전략 워크숍을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과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미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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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에
걸친
대장정의
결실을 맺다
TMMR 초도양산 출하

지난 2월 23일 LIG넥스원 구미생산본부에서 TICN
Block I- ➁ (이하 TMMR) 최초 양산 출하 및 군
인도기념행사가 열렸다.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은 군이 추진 중인 미래형
전투체계를 지원하는 차세대 군용 무전기로 2010년
최초 개발에 착수한 이래 10여 년이 넘는 대장정 끝에
초도 양산품을 출하하게 됐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다대역, 다채널, 다기능
네트워크 무전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넥스원이 참여해 개발한 TMMR은
다대역, 다기능, 다채널 특성을 가진 차세대 군용 무전기이다.

기존에 군에서 사용하던 PRC-999K나 PRC-950K 같은 아날로그
무전기는 주파수 대역별로 독립적인 통신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무전기를 여러 대 운용해야 했다. 음성 통신

위주였고 데이터 통신은 제한적이어서 지휘통제체계, 타격체계,
감시정찰체계와 통합작전운용에 제약이 많았다.

TMMR은 소프트웨어 무선기술 SDR(Software Defined Radio)을
활용해 여러 대의 무전기를 한 대로 통합하고 목적에 따라 대역과
웨이브폼(파형)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HF(단파), VHF(초단파), UHF(극초단파) 대역을 무전기 한 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대역을 지원한다. 휴대형, 차량형 등 형상에
따라 2~4채널까지 동시에 통신이 가능한 다채널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IP 기반 네트워크 무전기로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과 음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네트워크 중심의 지휘·전술체계 통합운용과
육·해·공을 아우르는 합동작전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육군이 추진
중인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의 핵심인 ‘네트워크화’ 분야의
기반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까지
1조 2천억원 규모로 양산
C4ISTAR생산본부 TMMR제조반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LIG넥스원 C4ISTAR사업부문
권병현 부문장과 사업·생산·품질 담당 임직원, TMMR 협력회사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국과연 TICN체계단 최형석 팀장은

축사를 통해 “1997년 소요가 나온 것부터 치면 25년 만에 빛을 보는

미래 네트워크 전장의
핵심 신경망

장비입니다. 긴 세월 동안 난관이 많았지만 7전 8기 오뚝이처럼

SDR 기술이 적용된 전투무선체계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 이스라엘

LIG넥스원을 지원해 사업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LIG넥스원은 PRC-999K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밝혔다. 기품원 지휘정찰센터 노태주 팀장은 “개발과 양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오래 기다린 결실입니다.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TMMR은 개인 화기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군인들이 접하고 사용하는 장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산
완료까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LIG넥스원 C4ISTAR사업부문 권병현 부문장은 “PRC-999K를
개발하고 수출했던 것처럼 TMMR도 군 전력강화에 기여하고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무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의

성장동력이자 협력회사들의 경영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초도 출하품 제막식과 케이크 커팅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날

전달된 초도 출하품은 휴대형으로 올해 3회에 걸쳐 휴대형과 차량형
TMMR이 납품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양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PRC-999K를 주력 무전기로 사용하는

협력회사들의 실적 개선 및 상생경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기반기술을 확보했고 모듈과 부품도

국내에서 생산한다. TMMR이 전력화를 완료하면 일반 보병부터

차량, 지휘소, 항공기, 함정, 비행기지 등 다양한 제대에서 운용하게

된다. 미래 전장의 복합무기체계들과 자동으로 연동될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휘·전술체계 통합 운영을 통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합동작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TMMR 주요 특징
Frequency
Support

Strength

운용주파수: HF, VHF, UHF 대역 운용

기존 무전기 상호운용 가능, IP 통신 지원

Ad-hoc 기술 자동중계 기능, IP기반 음성/데이터
네트워크 통신, LINK-11 연동

07

06

해외 국가에 수출 가능 여부도 타진하고 있는 만큼 중견, 중소

같은 군사 선진국 정도만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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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가족
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화인

LIG가족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플라스틱 용기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생분해가 되는
용기로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식물성 재료+석유화학물질),

생분해 플라스틱(옥수수, 녹말)으로 구분되는데 바이오 베이스나

생분해 플라스틱은 원재료 원가가 두 배에 달하고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성형이나 가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휴세코가 생활용품 포장용기를 만드는 ㈜화인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했다. LG생활건강 브랜드의 포장용기를
생산해온 ㈜화인은 업력 38년의 기업으로 세종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자회사 편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화인 박노정 대표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LG생활건강 포장용기를
만드는 회사
휴세코는 작년 10월 15일, ㈜화인(이하 화인)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화인은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가 주력인 중소기업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특화된 설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다. 1984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38년째를 맞이했으며 본사와 공장은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공단에 있다. 1985년부터 근속한 박노정 대표이사가 작년부터
경영을 맡고 있으며 48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PE(Poly Ethylene),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

합성수지 원재료를 투입해서 성형, 수축을 거쳐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생산합니다. 주 거래처는 LG생활건강으로 샴푸 같은 헤어

케어 제품부터 스킨 케어, 주거 용품, 세탁 용품 등 다양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해 납품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125억
원 정도 됩니다.”

주거 용품 스테디셀러 ‘퐁퐁’을 시작으로 ‘엘라스틴’, ‘리엔’ 등의
헤어케어, ‘비욘드’ 같은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LG생활건강

대표 브랜드의 포장용기 상당수는 화인에서 제조했다. 지금도

용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납품처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운송에

LG생활건강으로 1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하다.

“LG생활건강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용기 제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합니다. 업체마다

성형기술이나 사용 장비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기계를 조작하고
물성을 진단하는 오퍼레이터의 숙련도에 따라 수율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일한

장기근속자로 생산능력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적하고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샤프란’ 600ml 같은 일부 제품들은

재활용 원료와 바이오 원재료를 기반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인은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성형에 그치지 않고 후가공까지

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일부
제품들은 용기 성형뿐만 아니라 Shrink 같은 후가공까지 해서

납품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 포장 용기,

건강음료 용기, 제약 용기 시장 등에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화인은 휴세코 자회사 편입을 통해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던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회사 존속과 유지에 초점을 맞춰 경영하다 보니 근무환경
개선, 인력관리, 기술력 축적 등에 한계가 있었다. 하반기부터는
주52시간 근무에 맞춰 인력을 운영하고 노후 건물을 철거해

사무실과 식당으로 사용할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새로운 장비도
순차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업력은 38년이 됐지만 커다란 변화 없이 중소기업의 시간 속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휴세코 자회사 편입은 조직적인 관리와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개선, 적극적인 기업홍보, 기술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활동까지 하나씩 기반을 갖추고 LIG가족 일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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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가지에 이르는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플라스틱

유리하다. 세종에 있는 화인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인근 청주에 있는

“당사는 향후 원재료 변화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 가공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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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외식도, 만남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서 답답한 시기지만 집에서 혼자서도 재미있고 알차게 여가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월호에 공지했던 ‘방.콕.혼.놀’ 이벤트 당첨자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리. 편집실

코로나 시대의
여가생활

이 정도면 낙서도 예술의 경지!
LIG넥스원 CR실 모혜진 수석매니저

저는 하얀 종이와 펜만 보면 끄적끄적 낙서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방.콕.혼.놀

지난 연휴 기간 잡지에서 네덜란드 관련 기사를 읽다가 몇 해

전 암스테르담 골목을 헤매고 헤매 찾아갔던 현지의 미술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미술관에서 한참을 바라봤던 렘브란트의

젊은 시절 자화상을 어설프게 쫓아 그리다 보니 그동안 잊고 있던
여행 추억들이 떠올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Runner’s High에 중독되다

근두운 독자 tumbleweeds 님

LIG넥스원 PGM2사업부. 1팀 강희정 수석매니저

저의 혼자 놀기 기술은 직소퍼즐 맞추기입니다. 종류도 크기도 조각의 수도

제 취미는 오래달리기입니다. 20대에는 밤마다 탄천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악 틀어 놓고

달렸고 30대에는 주로 헬스장이나 광교호수공원을

흥얼거리며 제자리에 하나씩 맞출 때마다 집중력이 올라가는 기분이죠.

뛰어다녔습니다. 40대에 접어들어 10km씩 뛴 날은

한번 시작하면 완성할 때까지 멈출 수 없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배도 안

무릎이 아파서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원한

고프고 잡생각도 사라져서 저에게는 최고의 힐링이자 취미활동입니다.

저녁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면 온갖 상념이 잊혀지고

Runner’s high에 이르는 쾌감을 잊을 수 없어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마스크 없이 뛰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집안에 꾸민 식물원
화과자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LIG넥스원 C4ISTAR생산실 정주영 주임

화과자는 일본의 전통과자로 다도에서 차를 마실 때 함께 곁들여 먹는
과자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레시피를 보면서 찹쌀, 물, 설탕, 흰
앙금을 이용해서 반죽하고 예쁜 화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원하는 색상
시간이었습니다.

집콕 활동으로 실내 플랜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식물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지만 미세먼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승을 부리기에 공기정화식물을

수경재배로 기르고 있어요. 아직 인테리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긴
하나 키우고 싶은 식물들을 일단 수집하고 식물들이 잘 자라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나 식물 키우면서
집안 분위기도 바꿀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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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를 넣고 만들었는데 과정도 너무 재미있었고 맛도 있어서 보람된

근두운 독자 j4s2love 님

LIG WAVE

LIG넥스원은 개방형 혁신을 위한 ‘Open Innovation’을 추진하면서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찾고 있다. 이번호에는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를 만드는 SOS LAB의 정지성 대표를 만나
자율주행차량 기술과 감시정찰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율주행차량 핵심 기술,
라이다
에스오에스랩은 2016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레이저 센서 기술을
연구하던 박사과정 4명이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로 자율주행에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사용되는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ising)’ 장비를
연구·개발·생산하고 있다. ‘라이다’는 주변 환경을 3D로 인식해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초당 수백만 개의 레이저
빔을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센서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거리를 측정한다. 지난 5년 동안 특허 60여 건, 기업투자 168억

에스오에스랩은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외에도 공장 자동화, 드론

정지성 대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얘기했다.

반사되는 시간을 통해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는 레이더처럼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 악천후에서도 빠르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입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라이다입니다
SOS LAB 정지성 대표

감시정찰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라이다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열린 CES 2021에서 Vehicle Intelligence

& Transportation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전도유망한 기업이지만

레이더가
아니라

스마트 인프라용 라이다 ‘SL’과 공장 자동화용 라이다 ‘GL’

자율주행차량의 핵심 기술이지만 가격이 비싸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2레벨 자율주행차량에는 대부분 카메라와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단계가 3, 4레벨로 올라갈수록 카메라,

레이더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리와 정보를 수집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라이다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레이더나 카메라보다 10배 넘게 비싼 가격 때문에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지금은 라이다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에스오에스랩은 차량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는 작으면서 내구성을 갖춘 라이다 센서를 개발했다. 양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예전에 비하면 비용도 많이 낮췄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에는 이미 라이다 기술이 들어가 있다.

“완전 고정형 라이다 센서 ‘ML-1’은 아이폰 얼굴 인식에도 사용되는

‘빅셀(VCSEL)’ 레이저 광학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0.5~1m 근거리용
센싱 기술에 레이저 기술을 더해 200m까지 인식할 수 있고

전조등이나 후미등에 달 정도로 작아서 후진 중에 장애물을 감지하고
형상까지 알려줍니다. 이 제품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라이다
시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스마트 인프라용 라이다 제품도 가지고 있다. 레이저가

투과되지 않지만 매우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서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변함없는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동화, 무인화가 필요한 방산

분야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LIG넥스원과는 자율주행과 감시정찰

분야 협력을 위한 만남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신사업 발굴 차원에서 저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차량이나 함정, 드론 자율주행에도 필요하지만

고정된 위치의 감시정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보완적으로 활용해 장거리의 움직이는 물체를 인지하고 추적해서

분류하는데 머신 러닝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하면
정교한 사물인식이 가능합니다. 민간 쪽에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에 저희 라이다 제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방산 분야는 ‘Military Spec’이라고 불릴 정도로 요구조건이

까다롭지만 자율주행보다 병력자원 감소에 발맞추어 감시정찰
분야에서 먼저 무인화, 첨단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와 사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지성 대표는 레이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IG넥스원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용과 디자인의 측면에서 문제가 됐을 뿐 자율주행차량에 라이다가
들어가면 더 안전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창업 후 5년 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생존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직원들도 50명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책임감 때문에 부담도 크지만

사람들 때문에 웃으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조사와
양산 프로젝트까지 성공한다면 자율주행 시대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뿐만 아니라 스마트 인프라
전반에 라이다 기술이 쓰일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에스오에스랩은 가격과 크기는 낮추고 성능과 내구성은 높여서

문제를 해결했다. 정지성 대표는 2022년 고정형 라이다 대량생산을
목표로 추가 자본금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까지 제품의 성능 검증과

전장부품 품질 인증을 마칠 계획이다. 차량용 라이다 상용화에 성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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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용 라이다 ‘ML’

글로벌 라이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LIG MOMENT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장의 눈

국지방공레이다와 대포병탐지레이다-II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무인체계, 미래기술, MRO에 이르는
LIG넥스원의 사업영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무기체계의 주요 특징과 적용되어 있는 첨단
기술을 알아보는 LIG Moment. 두번째 시간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장의 눈, 국지방공레이다와
대포병탐지레이다-II를 소개합니다.

무인기 탐지기능

다기능레이다

국지방공레이다

대포병탐지레이다-II

Local Air Defense Radar (LADR)

Weapon Locating Radar II (WLR II)

정리. 편집실

국내 유일의 무인기 탐지기능을 갖춘 차기 국지방공레이다는 TPS-

주요 특징 Main Feature

탄도 궤적을 역추적해 적의 포병을 제압할 수 있는 대화력전의 핵심

주요 특징 Main Feature

위협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적 비행체의 고도추적과 침투

무인기 탐지기능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다기능 레이다이다. 적의 포병을 제압할 수

대화력전 수행을 위해 탐지범위와 작전지속능력 기존 장비대비

통해 성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면배열 능동위상배열 레이다이다.

30 to 40%-improvement in detection range and operational

830K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적의 저고도 공중 공격 및 침투
항적을 탐지할 수 있는 3차원 능동위상배열 방식을 채택했다.

화생방 방호기능 탑재, 전원발생장치 일체화로 군의 작전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유사시에는 이동하면서 탐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Next-generation local air defense radar, as the only one in
Korea, which is capable of detecting UAV, was developed as
the substitute for TPS-830K. This enhanced the capability of

Capability of detecting UAV

화생방 방호기능

Capability of NCR Protection

유사시 이동하면서 탐지기능 수행 가능

Capable of detection function while moving in emergency cases

레이다. 적의 포탄 발사 시 탄도를 역추적해 화포 위치를 정확히

있는 대화력전의 핵심 장비로 빔 조향 능력과 신호처리 소프트웨어를

Key radar in counter-fire warfare to defeat enemy artillery by
reversely tracing the trajectory of ballistic missile. This most
advanced multi-function radar is capable of accurately detecting
the location of enemy artillery by reversely tracing its trajectory.
This is the core equipment to defeat enemy artillery in counter-

of penetration, adopting 3D 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3차원 능동위상배열 방식 채택

Array) system to detect the altitude track and the infiltration

system

upgrading S/W of beam steering and signal processing due to

responding to enemy attacks in the air at low altitude and threat

track of enemy aircraft. Furthermore, it upgraded the operability
of military operation by mounting NBC protective function, and

Adoption of 3D 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fire warfare and enables to improve its performance with

30~40% 향상

sustainability to carry out counter-fire operations

동시 표적처리능력 2배 향상

Doubled target capacity and ensured logistics support

국내 최초 AESA 레이다 기술이 적용된 다기능·다목적 레이다

The first Multi-function and purpose radar adopting AESA radar
technology in Korea

its characteristics of 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integrating the power generation units, and in emergenc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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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performs detection function while moving.

LIG 인사이트

지난 2월 3일,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갑자기 올해 3분기부터 회사의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선언을 합니다. 큰 뉴스가 터지자 실리콘밸리가 시끌벅적 난리가 났죠.
클럽하우스라는 새로운 소셜미디어에 모인 여러 인물들이 모두 ‘대체 이게 무슨 소식이야?’,
‘앞으로 아마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글. 신현규(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아마존
혁신을
		

외압으로부터 도피인가?
새로운 도전인가?
드류 휴스턴 드롭박스 CEO, 샘 알트만 오픈AI 창업자, 마크

안데르센 넷스케이프 창업자 등과 실리콘밸리 ‘인싸’들이 모여서
제프 베조스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마존에서 2조
원 어치 물건을 팔아 자칭 ‘아마존 퀸’이라고 칭하는 아케미 수

이끌고 떠나는
제프 베조스

JEFF
BEZOS

피셔 씨는 클럽하우스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실 베조스가
CEO에서 물러난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나오긴 했어요.

정치권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있고 올해 여름쯤 되면 반독점 조사도
받아야 하니까…” 블룸버그TV의 브래드 스톤도 “베조스는 어쩌면
아마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맞는 것도 같습니다. MS의 빌

게이츠도 구글의 래리 페이지도 정치라는 물결이 회사로 밀려들어
올 때 몸을 피했죠.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제프 베조스도 정치가 회사로 침범해 오니 몸을 피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프 베조스가 2월 3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읽어보면,

그가 CEO에서 물러나는 것이 꼭 ‘도피’라는 의미만은 아닌 듯해요.
특히 서한의 문장들을 보면 말이죠.

베조스의 편지를 보면 그가 아마존 CEO에서 물러나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화성으로
나가서 인류를 구하겠다는 꿈(블루오리진)을 실현하거나, 정치를

개혁하거나(워싱턴포스트),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이원펀드,

베조스 지구펀드) 새로운 발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조스의 말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조스 창업자는

아주 일관되게 “나는 발명가로 남고 싶다”는 말을 해 왔거든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나?”는 질문에
대해 “세계 최고의 부자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 나는 발명가 제프

베조스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발명을 계속하고 싶어 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제 저는 제 에너지와
집중력을 초기 단계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결국 핵심은
발명(Invention)입니다.
발명은 성공의 뿌리입니다.”

“놀랄 만한 발명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새로운 것들이
평범해집니다. 사람들은
하품을 하죠. 사실 그 하품은
발명가들에게는 가장 큰
칭찬이에요.”
“아마존이 커지면서 우리의
방대한 사업범위(Scope)와
확장능력(Scale)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존의 CEO가 된다는
것은 정말 깊숙한 책임감이
필요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일에 신경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 제프 베조스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 中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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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회사 최고경영자에서

첫째, 거대한 흐름을 읽었다.

둘째, 장기적으로 돈을 아끼기 위해 노력했다.
셋째, 모든 의사소통을 투명하게 했다.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1994년 7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 베조스 CEO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먼저 베조스 CEO는 헤지펀드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기회가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업을 결심해요.

그는 ‘인터넷’만큼 거대한 물결은 다시 돌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확신했다 하네요. 그래서 자신의 전 부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나서 사업을

설득시켜 나가고 초기 투자자금을 받아요. 큰 물결이 몰려오고
세계 최초의 배송구독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흐름을 잘 읽었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았고,
늘 근본적인 판단을 했으며, 자신의 관점을
잘 소통했던 제프 베조스. 이게 떠나는 베조스가
남기는 유산이라고 생각되네요.

있고, 거기에 올라타겠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단순히 거기에 올라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버는 족족 인터넷 비즈니스에
돈을 다시 재투자하기 시작하죠. 초반에는 거의 이익을 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돈을 다 어디에다 썼냐? 베조스는 그

돈들을 물류자동화나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발전 등에 썼습니다. 당장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나중에 돈을 훨씬 아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베조스의 성공 비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냥 하루’가 아니라
‘첫날’
주주들은 먼 미래의 일보다 당장 회사가 적자를 보면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베조스는 워런 버핏처럼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아마존이라는 큰 배에 모두 같이 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데이원’ 정신을 강조하죠. “오늘은 원데이(그냥 하루)가
아니라 데이원(첫날)이에요. 사실 매일 매일이 그렇죠.” 사업을
시작한 첫날의 설렘을 주주들에게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와닿게 의사소통을 해주니까 주주들도 베조스를
믿었어요. ‘아, 저 회사는 지금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겠다. 장기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흐름을 잘 읽었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았고, 늘 근본적인 판단을
했으며, 자신의 관점을 잘 소통했던 제프 베조스. 이게 떠나는

베조스가 남기는 유산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는 아마존을 떠나서도
위와 같은 원칙으로 새로운 발명들을 시작하겠죠? 베조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아마존의 CEO를 물러나겠다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네요. 어쩌면
베조스는 ‘데이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요?

“계속 발명하세요. 처음 아이디어가 완전히 미친 것처럼 들리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직 호기심만이 당신의
이정표가 되도록 하세요. 여전히 데이원(Day 1)에 머물러 있으세요.”

On February 3, Amazon’s Jeff Bezos announced that he will resign as CEO at the third quarter

실제로 베조스가 이끄는 아마존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발명들을

of this year. Amazon, which he founded in July 1994, has many implications for us living in the

만들어 냈고요. 전자상거래 사업을 발전시키다 보니 세계 최초의

based social media, many renowned figures in tech area were discussing about his legacy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발전시켰더니 너무 괜찮아서 남들에게도

three. First, he read the wave carefully. Bezos decided to start a business after realizing that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서비스’가 됐죠. 세가지 모두 지금

now and near future, Bezos thought it would be better if you could develop a technology like

됐어요. 그렇다면 대체 베조스는 어떤 비법이 있었길래 이런 많은

and stakeholders. ‘Save in the long run’ could have been difficult to maintain without a letter

‘미라클레터’는 아래와 같이 베조스의 비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would be resigning from his CEO position as the following may sound a setence to himself.

많이 만들어 냈어요. 세계 최초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을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rooms of the clubhouse, which is the newly emerging audio

배송구독서비스 ‘아마존 프라임’도 만들어 냈어요. 전자상거래를

after the news broke. Among other things, the lessons Bezos has given us can be counted as

그걸 돈 받고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세계 최고의

a huge wave of the Internet was coming. Second, save in the long run. Even if it costs more

아마존에게 매 분기마다 엄청난 돈을 벌어 주는 알짜 사업이

artificial intelligence to save more money later. Third, communicate deeply with shareholders

발명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요? 매일경제 뉴스레터

of Bezos to shareholders. Bezos revealed his plans for the future in his letter stating that he

봤어요.

“Keep inventing, and don't despair when at first the idea looks crazy. Remember to wander. Let
curiosity be your compass. It remains Day 1.”
편집자 주) 해외 고객들을 위해 기사 주요 내용의 요약본을 영문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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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와 배송서비스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아마존.

디펜스 NOW

2020
국방백서
주요 내용으로
보는

국방부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을 홍보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2020 국방백서’를 지난 달 발간했다. 1967년 이후
24번째 백서다. 이번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백서 제작 이후 나온
북한의 국방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대응방향을 전망해본다.

‘敵은 대한민국 위협·침해 세력’
표현 유지
국방백서가 나올 때마다 주목받는 부분은 우리 군의 ‘주적(主敵)’
개념이다. ‘주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주된 적’의

줄임말이다. 과거 남북 특사 교환을 위해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국방정책
전망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2003년 사망)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주적’ 개념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이양호

국방부 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나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6.15
공동선언 이후 우리 군의 공식 문서에 ‘주적’ 용어를 사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세계 어느 나라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2003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던 시절 ‘국방
주요자료집’에선 ‘주적’ 표현을 뺐다. 결국 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글. 김관용(이데일리 외교안보팀장)

2004년 국방백서에선 ‘주적’ 용어가 사라지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도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됐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해졌다.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년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이 아닌 ‘적’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적’의 범위를 북한 주민들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한정 지었다.

2년 후 2018 국방백서는 ‘적’ 개념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재정의했다.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같은 표현은 이번 2020
국방백서에서도 유지됐다.

北 핵 능력 평가 4년 전과 동일,
미사일 고도화 주목
국방백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변화
부분이다. 이번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4년 전과

비슷하게 평가하면서도 핵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주목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이 여러 번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PU)을 50여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평가는 지난 2016 국방백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최소 8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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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1개당 6㎏ 정도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日은 가까운 이웃·동반자’
표현 삭제

국방개혁 2.0 계획,
남북한 상비병력 격차 증가

이번 국방백서의 한·일 관계 부분도 주목받았던 부분이다. ‘한일

이외에도 이번 국방백서는 작년 말 기준 남북 군사력 현황을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

명의 2.3배를 약간 웃돌았다. 북한 병력은 2018 국방백서 당시와

국방교류협력’ 부분에 기술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표현 때문이다.

직전 2018 국방백서에서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었다. 이번 백서에서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과 ‘동반자’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레이더 갈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일본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 역시 명확히

기술하지 않았다. 애초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농축 우라늄(HEU)의 경우 2016 국방백서에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했지만, 2018

국방백서는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이 같은 표현은 2020 국방백서에서도 그대로 사용됐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플루토늄의 경우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야 추가 획득이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농축 우라늄은 북한이

은밀히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체적인 양이 확인되지 않아 과거
표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소형화 부분도 은밀히 진행돼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소형화에 기울인 노력과 핵 개발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해 이번 국방백서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했다.

그러면서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북한은 2012년 이후 작전 배치됐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서 2017년 화성-12형과 14형

및 15형 시험발사를 언급했다. 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시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8년에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없었지만 2019년 이후 작전

운용상 관리가 유리한 다종의 고체 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기술했다. 또 “2020년 10월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극성-4’으로 표기된 신형 SLBM 등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번엔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정했다. ‘공동의 안보

현안’이라는 간접적 표현을 추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한
것이다.

비교할 때 차이가 없었지만, 우리 군은 4만 4,000여 명이 줄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때문이다.

전력 분야의 경우 전차가 남측은 2,130여 대로 북한 4,300여 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야포와 다연장로켓·방사포도 남측은 각각
6,000여 문, 270여 문인데 반해 북한은 8,800여 문, 5,500여 문에

달했다. 함정 역시 남측 전투함정 100여 척, 북측 430여 척이었다.

상륙함정은 남측 10여 척, 북측 250여 척이다. 잠수함정은 남 10여
척, 북 70여 척 등 수적으로 북한이 우세했다.

軍, 안정적 상황 관리 초점,
연합훈련 정상 시행

그러나 북한 함정은 대부분 멀리 못 가는 연안 전투함으로 선체

북한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2020 국방백서가 제작된 후인 1월

공군기는 170여 대에서 80여 대로 크게 줄어 노후 기종인 미그-

상위의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국가방위력 강화’를 명시했다. 핵

연령이 수명 주기를 대부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
15와 미그-17 등을 대거 도태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 기계화사단에 배치된 장갑차는 100여 대가 늘었고,

장갑차에는 대전차미사일과 기동포를 탑재했다. 기동성과 생존성이
향상된 신형 전차를 개발해 노후 전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 육군의 K-2 전차 등 기동 전력은 북한군
주력인 선군호, 폭풍호 전차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라는 게
정설이다.

5~12일 8일간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헌법 보다
억제력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재래식무기 현대화 계획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인민대중 제일주의’ 발표 등을

통해 내부결속에 주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대회에 이어 또 한 번의
열병식을 개최해 신형 탄도미사일과 신형 SLBM 등을 공개하면서
국방력 과시와 체제 자긍심 고취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남·대미 관계 관련 상대국의 선(先) 조치를

요구하면서 조건 충족 시에 대화와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한미연합 연습을 ‘근본
문제’로 제기하고,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같은 북한의 발표와 관련, 우리 군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의 성과물인 ‘9.19
군사합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9.19 군사합의의 전면 이행을 위한 북한의
동조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한미연합 연습의 경우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 실기동 훈련의 경우에는 2019년 조정한 방식으로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미는 연대급 이상 연합 실기동 훈련은
하지 않고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만 연중 진행하고 있다.

이상으로 2020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을 통해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방향을 살펴봤다. 안정적인 상황 관리와 대응

태세 유지, 그리고 국방개혁 2.0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찾아올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방산업계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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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종의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그러나 이후 2018 국방백서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기술했는데, 북한의 상비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남한 55만 5,000여

CULTURE & WAR

프랑스 국방장관을 지냈다. 그는 자신의 참호전 경험을

토대로 든든한 방호벽을 만드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했기에 1926년 독일과의 국경선 일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계획을 제안한다. 그는 프랑스

‘동북국경 축성안’을 1927년 의회에 제출했는데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1929년에서야 안이 통과됐고, 1930년 본격적인

'난공불락’
믿음에서

공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마지노가 1932년 1월 7일 세상을
떠나면서 수학자 겸 정치가인 폴 팽르베(1863~1933)가
이 계획을 실현하게 된다. 마지노는 적 공세를 알리는

MAGINOT LINE

조기경보와 지연전을 수행할 전초 방어선을 만들고자 했는데
팽르베는 이를 토대로 더욱 공고한 요새를 짓기로 했다.

프랑스를 수호할 철벽으로
여겨져
마지노의 이름을 딴 마지노선은 1936년 완공됐다. 건설에만

160억 프랑(현재 한화 약 20조 원)이 들어갔고 유지 보수에만
140억 프랑 이상이 소요됐다. 국경을 따라 설치된 장벽에는

무용지물의
대명사로

142개 요새와 352개 포대, 5,000여 개의 벙커가 설치됐으며
지하로 연결되도록 했다. 규모가 큰 요새의 경우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수용하도록 지어졌다.

마지노선은 전투 공간뿐만 아니라 대규모 병력이 상주해

프랑스 마지노선

생활할 수 있도록 통신, 에어컨 등의 전기 장비도 갖추고

佛 국방장관 앙드레 마지노
제안으로 건설

독일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집권한 후 프랑스 군부는
공격이 아닌 방어를 택했다. 그 중심에는 앙드레

있었으며 지하 통로와 레일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했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탄약운반 리프트까지

완비돼 있었다. 강철과 콘크리트로 지은 이 요새는 가장 얇은
보루의 두께도 3.5m나 될 정도였다. 독일의 420mm 대포

포탄을 한 번, 300mm 포탄을 여러 번 정통으로 맞아도 견딜

마지노(1877~1932)란 인물이 있다. 그는 1913년 36세에

하원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이듬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부사관으로 자원입대했다. 마지노는 1916년

프랑스와 벨기에의 전선인 서부전선에서 가장 치열했던
베르덩 전투에 참전했다.

마지노선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 국방
장관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출처: www.
histoire-fr.com)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 주를 이뤘다. 참호에 구축한
기관총 공격으로 불과 몇 미터를 전진하는 데 수천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프랑스는 독일군 공격에 맞서 콘크리트

글. 이상미 (프랑스문화재 감정 및 문화서비스 전문가, 이상아트 대표)

독일군 포격을 견딜 만큼 강했으나 마지노는 이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어 결국 후송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인명피해는 막심했다. 당시 인구 6,000만 명 중

130만 명의 사망자와 40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프랑스의 18~27세 사이의 남성 인구 중 27%가 전장에서
생을 마감했다.

마지노는 이후 1922~1924년, 1926~1931년 두 번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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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기 전인 1936년 독일과의 전쟁을 대비해
국경에 쌓은 긴 요새 ‘마지노선(Maginot Line)’을 구축했다. 총길이는 750㎞로
스위스부터 룩셈부르크에 이르는 프랑스-독일 국경 지대에 대략 5㎞마다 요새가
놓였다. 당시 프랑스가 가진 축성기술을 총동원한 마지노선은 지하 설비와 대전차
방어시설을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다. 하지만 서유럽 최강의 육군을 가진
프랑스는 마지노선으로 인해 독일에 단 6주 만에 패배했다.

포대를 사용한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이는 수십만 발의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당시 최대의 거포라 불리는 구스타프나

프랑스군은 벙커를 지키라는 상부 명령으로 탈출하지

독일의 노력이기도 했다. 히틀러가 프랑스 침공을 주저하던

Souterraine)’이라고 불리며 군인들을 추모하는 기념비가

못하고 전멸하게 된다. 이 일은 ‘지하의 비극(Tragedie

칼 자주 박격포가 등장하게 된 것은 마지노선을 뚫기 위한

설치돼 매년 추모 행사가 열리곤 한다.

이유도 마지노선 때문이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약 10년에

가까운 건설 기간을 고려한다면 마지노선은 분명 프랑스에게
든든한 존재로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마지노선은 프랑스

현재 호크발트 요새만
군사용으로 쓰여

국민에게 ‘난공불락’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사이의 국경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교적 단순한 방어선만 구축됐다. 프랑스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 한 마지노선은

계획(Schlieffen Plan)’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기에 독일의

대피소로 운영됐다. 마지노선 북단인 로렌 지방의

제1차 세계대전처럼 벨기에를 통과해 진격하는 ‘슐리펜

보수 작업을 거쳐 1970년 이전까지 핵전쟁을 대비한

공격이 개시되면 벨기에로 진격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로콘빌러(Rochonvillers) 요새는 프랑스 제1군이 1981년부터

한편, 독일은 프랑스의 마지노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1998년까지 지휘소로 사용했다. 지금은 프랑스 북동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설치했던 힌덴부르크 라인(Hindenburg

지역의 호크발트(Hochwald) 요새만이 프랑스 공군의

Line)이라는 기존 방어선에 대한 추가적인 강화를 진행했다.
비용과 시간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보병이 아닌 기갑부대를 활용한 전진을 감안해 각종 지뢰 및
대전차 방어물 위주로 구축했다.

드라첸브론(Drachenbronn) 기지 일부로 군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마지노선은 완성 당시에도 그다지 완벽하게 가동되지 않았다. 건설 시부터 연약 지반

마지노선 실내온도는 일 년 내내 12~13℃로 유지된다. 이

위에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억지로 올린 곳이 많아 침하가 심했고 지하수 침출 또

때문에 많은 요새가 와인 저장고나 버섯 농장으로 개조됐고,

한 심각했다. (출처: 픽사베이)

10여 개 요새는 관광지로 역할을 바꿨다. 마지노선은

기존 방식을 고수한 채 변화를 거부해 수많은 군인을 죽게

독일군 낫질작전으로
마지노선 우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해 10월 6일 폴란드군의 코크 전투 패배로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한 달 만에 막을 내렸다. 독일의 다음
목표는 오랜 숙적인 프랑스로 향했다. 프랑스는 육군 92개
사단 중 50개 사단, 병력으로는 80만 명을 마지노선에

배치하며 병력과 화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국민의 신망을

받은 군사 건축물이 한심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판명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40년 5월 10일 새벽 5시 35분 독일의 히틀러는
에리히 폰 만슈타인(1887~1973) 장군이 제안한
마지노선의 요새화된 지하 시설들은 통신시설, 에어컨 등을 갖춰 병력을 수용하며 지하 통로와 레일을
통해 연결됐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탄약운반 리프트까지 완비됐다. (출처: 픽사베이)

‘낫질작전(Sichelschnitt)’을 펼쳤다. 당시 기술과 장비로
아르덴 숲을 돌파할 수 없다고 본 프랑스군 수뇌부와
달리 독일군의 전략가 만슈타인과 돌격대장 하인츠

구데리안(1888~1954) 장군은 창의적인 작전으로 이를
가능하게 했다.

독일 기갑부대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동부, 프랑스 북부에

걸쳐 있는 고원 삼림지대인 아르덴 숲을 돌파했다. 마지노선
북부인 이곳은 언덕이 많고 숲이 우거져 프랑스는 약한
방어망을 설치했는데 독일은 이 빈틈을 노렸다. 독일은

사단을 견제하며 시선을 돌린 것이었다. 프랑스는 신형 전차

인력을 마지노선 건설에 대책 없이 투입했고, 그로 인해

프랑스 전차부대는 무전기도 장착되지 않은 구식 탱크로 독일
기갑군단에 맞서야 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자명했다.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최후의 보루’라는 뜻과는 사뭇 다른

마지노선의 허망했던 전쟁의 결과는 여전히 프랑스 전쟁사의
아픈 부분으로 기록돼 있다.

독일군은 작전 개시 6주 만에 파리에 입성했다. 요새에 갇힌

80만 명의 프랑스군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항복했다.
독일군에게 백기를 든 프랑스군은 막심 베이강(1867~1965)
총사령관를 위시한 200만 명의 장병이 독일군의 포로가

되는 치욕을 겪게 된다. 그 무렵 프랑스의 총인구가 3,900만
명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포로 숫자였다.
1940년 6월 17일 프랑스 수상에 취임한 앙리 필리프

페탱(1856~1951)이 휴전을 제의해 6월 22일 파리 근교에서
프랑스는 독일에 항복했다.

마지노선은 완성 당시에도 그다지 완벽하게 가동되지 않았다.
건설 당시부터 연약한 지반 위에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억지로 올린 곳이 많아 침하가 심했고 지하수 침출도

심각했다. 이로 인해 가동 1년 후 요새 안에 있는 숙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 돼 결국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요새에 설치된 화포 상당수도 습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한편, 마지노선은 독일에 의해 단 한 곳이 뚫리게 된다. 바로
라 페르테(La Ferte) 요새이다. 1940년 5월 19일 독일군

중위 알프레드 게르머가 벙커 내부에 던진 폭탄으로 화재가

발생해 연쇄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안에 있던 107명의

라 페르테(La Ferte) 요새는 마지노선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군에게 뚫렸다. 현재 군인들을 추모하는 기념
비가 설치돼 있으며 매년 추모 행사가 열린다. (출처: www.visitarden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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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 전방에 불과 17개 사단만을 배치해 프랑스의 50개

생산과 최신형 항공기 개발에 마땅히 들어갔어야 할 예산과

만들고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프랑스의 과오를 상징한다.

공존을 위한 고민

슬로 패션(Slow Fashion) 움직임이 인다.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작용이다. 패스트 패션
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자 친환경 의류를 소비·생산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중고 의류를 구입하거나 의류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운동도 슬로 패션에 포함된다.
패션 업계는 달라진 소비자 변화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글. 문영훈(동아일보 기자)

지구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슬로 패션

slow fashion
슬로 푸드도 아니고
슬로 패션?
스파(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는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2000년대 이후
스파 브랜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05년 한국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10년 만에 연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 1~2주 단위로

의류 판매를 기획해 한 달 안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파 브랜드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으로 불린다.

슬로 패션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7년이다. 케이트

플레처(Kate Fletcher) 영국 칼리지 오브 패션 교수가 환경 저널
에콜로지스트(The Ecologist) 칼럼 제목으로 썼다. 그는 패스트
패션산업을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패션 산업이 공동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데서 슬로 패션이 출발한다고
했다.

패션 산업은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된다. 그린피스는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물 7,000L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산화탄소

32.5㎏도 배출된다. 2018년 7월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한

유엔(UN) 협력’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폐수 배출량 중
패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탄소 배출량은 10%에 달한다.
의류 폐기물도 문제다. 2000년대 후반 유니클로·자라(ZARA)·H&M
등 스파 브랜드가 세계 패션 시장을 장악했다. 쉽게 산 옷은

폐기물량(213.9t)은 2008년(161.5t)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DON’T BUY THIS JACKET).”

MZ세대와 함께 크는
슬로 패션

위한 패션산업 헌장’에 서명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1년 11월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블랙

MZ세대는 옷을 살 때도 당근마켓을 이용한다. 원하는 품목이나

제로(0)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연중 가장 큰 규모

때 알림이 울린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슬로

모였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날 버버리·아디다스·H&M 등 43개 업체는 ‘기후변화 대응을

30%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종 목표는 2050년 탄소 배출량
삼성패션연구소는 ‘2020 패션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 패션’ 트렌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pandemic·감염병 전 세계

유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은 더 커졌다. 에코 프렌들리
이미지를 선점한 기업은 성장기를 맞았다.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뉴욕타임스에 이 같은 광고를 실었다.
쇼핑이 이뤄진다. 파타고니아는 소비를 촉진하는 대신 옷을
살 때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적게 사기(Buy

less)’ 캠페인을 펼쳤지만 파타고니아 옷은 더 팔렸다. 2012년

매출은 5억4,300만 달러(약 5,900억 원)로 이전해와 비교해 33%
증가했다.

스위스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은 대표적인 업사이클링(Up-

cycling) 기업이다. 폐기된 트럭 방수포와 자동차 운전벨트를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었다.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11월 27일,

프라이탁은 온라인 숍을 닫았다. 2019년 시작한 가방 교환 온라인
플랫폼 스왑(S.W.A.P·Shopping Without Any Payment)만

운영했다. 자신이 가진 프라이탁 가방 사진을 스왑에 업로드하면
다른 이용자가 가진 가방과 교환할 수 있다.

미국 온라인 중고의류 유통업체 스레드업(THREDUP)이 발표한
‘2020 리세일 리포트(Resale report·재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중고 시장이 280억 달러(약 30조 원)에서 2024년

640억 달러(6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에서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모바일 플랫폼이 중고 의류
시장을 겨눈다.

브랜드명을 키워드 알림에 등록하면 동네에서 해당 물건이 올라올
패션 움직임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브랜드는
대부분 MZ세대 지지를 받고 있다.

김보림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변화를 저지하려면

시위나 단체 활동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등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친구가 많다. 옷도 그중
하나다. 친환경 재질로 만든 옷을 사거나 빈티지 제품을 사는 걸

힙(Hip)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레드업은 2029년 중고 의류
시장 규모가 패스트 패션 시장의 1.9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패스트 패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패스트 패션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재빠르게 반영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을 낮춰 시장을 지배했다.

2010년대부터 윤리적 소비가 대두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진다. 환경·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ESG(Environment,
Social and Coporate Govermance) 투자도 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기업이 생존하려면 환경·인권 이슈에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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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버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일일 평균 의류

2018년 12월 글로벌 의류 산업 관계자들이 폴란드 카토비체에

트렌드 톡톡

투잡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투잡족은 생계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과 주52시간 근무 등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투잡을 넘어 N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N잡러’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글. 김재우(자유기고가)

투잡으로도 부족해!
이제는 N잡러 시대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요!
N잡러는 복수의 ‘N’, 직업의 ‘잡(Job)’,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러(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기존에도
있던 투잡족이 본업만으로는 부족한 수입을 보완할 목적으로 부업을
가졌다면, N잡러는 경제적 소득 외에도 본업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개인의 자아실현,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복수의 직업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N잡러는 하나의 직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서 부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미래비전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업이 확실한 사람들이

불확실한 사람들보다 N잡러의 비율이 훨씬 높다. N잡러를 정규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규직 직업을 가지면서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두 개 이상의

직장에 고용된 사람, 직장에 다니면서도 별도의 사업을 병행하는 사람,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로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주변에서 N잡러의 사례를 살펴보면,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이

퇴근 후에는 유튜버로 변신해 N잡러의 삶을 살기도 하고,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와 번역가의 삶을 병행하는 N잡러도 있다. 낮에는
환자들을 만나 진료하는 치과의사로, 저녁에는 웹소설을 쓰는 웹소설
작가로 생활하는 N잡러도 있다. N잡러는 퇴근과 동시에 출근하기도
하고,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부캐릭터를 키우기도 한다.

N잡 하기 전에
알아 두세요!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회사와 근로계약에
위배될 경우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본업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기술이나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N잡러, 나도 해볼까?
1. 재능 거래

재능 거래는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업 형태로 플랫폼을

이용해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글

쓰기에 자신 있다면 문서 작성, 디자인 능력이 있다면 명함·전
단지 제작, 노래를 잘하면 보컬 레슨 등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기계발이나 자기소개서·면접 대비 코칭도 인기다. 대표적인
재능 거래 플랫폼은 크몽, 숨고, 오투잡 등이 있다. 간단한 소개

와 포트폴리오를 등록하면 연락이 오는 구조다. 거래 내역과 후

기가 쌓이면 나에 대한 신뢰가 생겨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능 거래에 자신이 없다면 원데이 클래스, 취미 플랫
폼에서 해당 분야를 터득하고 수강생에서 강사로 전환해 수입
을 얻는 방법도 있다.

2.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튜브 수익은 구독자 1,000명, 누적 재생 4,000시간 이상이란

조건을 넘어야 발생한다. 구독자와 재생시간이 늘어나면 수익
도 커진다. 처음부터 완벽한 콘텐츠를 제작하긴 어렵다. 주제

선정, 편집기술 등 일단 부딪쳐보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된
다. 영상을 꾸준히 올리다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어느

순간 하나의 콘텐츠가 ‘떡상’하는 순간이 온다. 구독자가 늘면

서 영상 중간에 광고도 붙고, 기업의 유료 광고 제의도 들어온
다. 영상 제작이 반드시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삶의 기
록 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투잡을 사규로 금지하고

3. 오픈마켓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상품을 등록하는 등 발품을 팔 일이 많았다. 요즘 오픈마켓

있다. 투잡을 준비하기 전에 사내 분위기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N잡러로 일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의 소득 신고가 필요하다. 이때
사업소득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일반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은

모두 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소득의 신고 기준은 연 300만 원 이상이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이뤄진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하

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 어렵지 않게 직접 온라인 몰을 운
영할 수 있다.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사장님이 될 기회다. 오픈

마켓 대표 채널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아마존 셀링이 있다. 가령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면 운
영비를 줄이면서도 이용자 수 유입, 키워드 등 네이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지금은 N잡러가 생소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하나의

이외에도 주말 또는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배민커넥트, 쿠팡플

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볍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또

경제 플랫폼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대여해 수익을 창출

직업으로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시대’로 점점 더 변할 것이다. 큰 욕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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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렉스 같은 배달·배송에 뛰어들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NEWS ROOM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IDEX 2021’ 참가
LIG넥스원이 2월 21일(일)부터 25일(목)까지 5일간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IDEX

2021(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and Conference)’에
참가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핵심전력으로
불리는 ‘천궁 II’를 비롯해 대전차 미사일 ‘현궁’과 다목적

소형드론, 웨어러블 로봇, 무인수상정 등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다양한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LIG넥스원은 중동을 수출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2009년부터 IDEX를 중심으로 UAE와 사우디 등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미래 육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워리어

플랫폼과 각종 무인화 체계 등을 공개하면서 신규 파트너를
발굴하고 기존 수출대상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공동

2021 MARCH

진행사업 프로모션을 통해 K-방산 대표주자로 우뚝 서겠다는
계획이다.

POSTECH과 차세대국방융합기술연구센터 개소
LIG넥스원은 지난 2월 23일 POSTECH에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국방융합기술연구센터’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차세대국방융합기술연구센터’는 국방관련 무인감시정찰,

LIG BOARD:)

독자와 함께 만드는 근두운

Quiz, Quiz!

Event

아래 퀴즈 정답을 맞추고 기프티콘 받아 가세요.

길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멀리 꽃놀이는 못 가더라도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봄꽃 풍경,
향긋한 봄나물 밥상, 봄맞이 산책, 봄맞이 인테리어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근두운을 읽어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 3월호 문제
1. LIG넥스원은 전체 사업 분야를 유도무기 중심 OOO과 감시정찰, 통신전자, 미래전 등을 포괄
하는 OOOOOOO 2개 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OO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Hint 02page)
,
2. 10여 년에 걸친 연구개발과 양산을 거쳐 초도품을 출하한 차세대 군용 무전기의 이름은 무엇
일까요? (Hint 06page)

3. 난공불락으로 불리다가 무용지물의 대명사가 된 프랑스 요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int 24page)

무인체계, 개인전투체계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양 기관은 △학술, 기술정보, 인적교류
△연구시설 공동이용 △우수 인력 양성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갈 계획이다. LIG넥스원은 위성/무인기

탑재 감시정찰 장비, 다목적 무인헬기, 소형 정찰드론 등의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POSTECH의 R&D·학술

인프라를 접목해 차세대 국방역량 발전에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LIG넥스원 진해사무소 10주년 맞아

2011년 LIG넥스원 연구개발본부 산하 ‘진해 R&D 분소’로

시작된 진해사무소가 지난 2월 22일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진해사무소는 해군 무기체계 연구개발/양산/MRO 등을

중심으로 고객 니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근접 지원을 위한
현장 허브 역할을 수행해왔다. 앞으로도 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연구개발 및 후속 군수 지원을 위한 상시 업무
협의 및 교류 거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 2월호 정답
1. 35 2. AUTONOMOUS 3. 탄소중립
# 지난 호 당첨자
치킨+콜라 세트(3명)
이*현(hyun~)님, 정*호(jung~)님, 조*식(mins~)님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5명)
홍*령(jaer~)님, 오*현(jihy~)님, 임*연(kenn~)님, 양*림(ylya~)님, 최*서(myou~)님
스타벅스 커피(5명)
신*호(chun~)님, 한*희(jhha~)님, 윤*주(kjyo~)님, 안*후(inwh~)님, 황*종(haj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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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9일 금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4월 7일에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4월호에 게재됩니다.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LIG 이벤트, ‘봄이 오나봄’

# 참여 방법
1. 간단한 사연을 작성한다.
2. 잘 나온 사진(크기 100kb 이상 JPG 파일)을 찍거나
고른다.
3. 내용과 사진을 3월 19일 금요일까지 사보
담당자(leechaeyeong@lignex1.com) 메일로
전송한다.
4. 선물은 4월 7일 발송되고 사연은 4월호 사보에
소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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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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