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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人들의 일과 삶

새롭게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LIG넥스원과
그룹사 대표이사들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작년 말에 새롭게
가족이 된 이노와이어리스 임직원들도

소개합니다. 꾸준하고 묵묵하게 할 일을 하는
소띠 LIG人들의 새해 소원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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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수익
기술, 안정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갑시다

사랑하는 LIG넥스원 가족 여러분!

각각의 경영활동과제(What)에 대하여 “누가(Who), 언제(When),

싶습니다. 이제는 Smart Factory 구축활동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2021년의 첫날입니다.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앞장서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체계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COVID-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시련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며 값진 성과를
이루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어떻게(How) 하느냐?”는 저를 포함한 분야별 조직장 모두가

우리회사는 새해 새로운 조직체제를 정비하였으며, 그 핵심은 바로
책임·독립경영입니다.

넷째, 안정(安定) 입니다.

경영에 있어 ‘성장’과 ‘수익’, 그리고 ‘안정’은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안정(What)은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저는 여기에 ‘기술’을 더하여 우리의 경쟁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2021년 경영방침 중 최우선 경영활동과제는,
성장(成長) 입니다.

했습니다. 저는 2020년을 LIG넥스원이 그간의 정체에서 벗어나

성장(What)은 회사 생존의 문제입니다. 누가(Who), 언제(When),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다시금 성장·발전하는 ‘재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우리의 역량을
그러한 결과로써 지난해에는 ‘COVID-19’ 상황에서도 목표한

경영성과를 달성하여 재도약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아울러

민수시장 진입이라는 열망도 이뤄내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일부 경영이슈가

어떻게(How)는 앞에서 언급드렸듯 바로 대표이사인 저를 비롯한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문별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한 만큼 각
부문장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수익(收益) 입니다.

종결되지 않았고 도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점,

수익(What)은 회사의 가치척도이자 임직원 개개인의 가치척도이기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등 이루어낸 성과도 값지지만 아쉬움과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며 성취감으로

그리고 수익성 개선 및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한 변화·혁신의 정도도
반성해야 할 점도 많았기에, 이를 교훈 삼아 새로운 2021년을 설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2021년에는 무인·자동화 생산이 한단계 더 성숙된

합니다. 수익창출 활동에는 늘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이어집니다. 2021년에는 좀 더 높은 가치창출을 위해 각 부문별
혁신활동을 통한 수익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활동입니다. 우리회사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연구·생산·관리를
통합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독립경영체제가 조기에 안정화되고 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각종 운영체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생산제품, 특히 수출품의 품질 안정화와 재무
건전성 확보 활동 등 각 분야별 운영실태를 진단·분석하여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LIG넥스원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회사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해외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수주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또
다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至難)한 협상으로 수개월간 해외에 머무르며 얻어낸

값진 성과이기에, 해외사업부문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함을 전합니다.

신축년 새해, 임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LIG넥스원 가족 여러분,

셋째, 기술(技術) 입니다.

지난해 지구상의 모두를 힘들게 했던 ‘COVID-19’ 상황은 올해에도

기술(What)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LIG넥스원은 연구개발 중심

2021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

생산효율성 저하, 기업간 협력사업의 제약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최근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주체가 정부에서 업체주도로

• 조직과 고객에 우선합시다.

그 끝을 예측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신규사업 확장의 제한,
경영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로서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이 상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4차산업기술과의 접목도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술자립도 제고 및 대내외 기술협력체계 강화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과 우리 회사의 분야별 역량 분석을

제조업 특성상 생산기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 제품의 적기

4개의 Key Word로 정했습니다.

개선 노력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통해, 저는 2021년도 경영방침을『성장-수익-기술-안정』이라는

생산 안정화와 고품질화·저비용화 실현을 위한 생산본부의 지속적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방심도 금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합시다.
•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합시다.

• 즐겁게 일하는 일터 함께 만들어나갑시다.
• 마음으로 소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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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장 김지찬

2021
신년사
㈜LIG

넓고 든든한
울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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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시스템

보완하거나 성장성을 갖춘 산업, 그 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 그 경쟁력이 구성원과 조직에게 체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그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계열사의 성장이 곧 그룹의 성장입니다. 지주사는

우리 LIG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열사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지주사는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진출과

관련하여 계열사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실행을 위한 지원

자신감과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합시다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LIG그룹 임직원 여러분,

지주사도 LIG그룹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더욱 힘차게

합니다.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해도 누가 먼저, 올바른 방향으로,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1년은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IG그룹이 보다 튼튼하고 넓은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룹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현재의 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미래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 사업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킬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과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

개개인의 역량이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을 때 우리 LIG그룹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의 역량 및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성장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하며 회사는 이를 적극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통해 그룹의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외연의 확장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가능하고 항상 실패라는

위험을 수반하기에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적으로 축적된
역량을 외부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포트폴리오를

누구나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것이 실행이라고
그리고 자발적 열의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LIG그룹이 임직원 여러분에게 얼마나
넓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지는 임직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그룹,
우리 회사는 내가 만든다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LIG시스템 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망설이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년초 목표한 성과를 이루는

2021년 1월 1일

㈜LIG 대표이사 최용준

단순히 정도경영팀, 품질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전사 임직원 모두가
리스크 관리 활동의 주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사업 추진이 결실을 맺는 해를 만듭시다.

현재 SI/SM(SI: System Integration(시스템 통합), SM: System

Management(시스템 유지 보수))에 치우친 사업구조를 변화시키고
바탕으로 기존 사업에서는 사업간 시너지 창출로 이윤 극대화를
이루고, 4차산업 및 뉴딜 관련 분야에서는 발전하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LIG시스템 가족 여러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2021년에는 LIG시스템 임직원 모두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목표한 곳을 함께

“이슈 발생시 즉시 손을 들고, 칭찬과 협업으로 함께 해결합시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견실한 회사를 만들기
바라보며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2021년은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과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합시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합시다”
“즐겁게 소통하고, 협업하며, 서로 칭찬합시다”

첫째, LIG시스템만의 3C(Communication, Cooperation,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풍요로운 한

Communication(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감사합니다.

Compliment)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활동 담당자가

이익을 동반한 안정적 외형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확산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말보다는 실행을 앞세우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이에 안주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 활동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준비한 신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 그룹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LIG그룹 임직원 여러분,

소홀히 했던 프로세스의 재정비를 통해 리스크 관리 활동의 기반을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입니다. 즉, 각자의 맡은 업무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목표한 바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업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업무를
나누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LIG시스템 대표이사 윤종구

운영되게 됩니다. 관리, 영업, 기술, 연구소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Cooperation(운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Compliment(칭찬)는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일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수반하지는 않고 때로는 실패할

것을 알지만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도전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둘째, 리스크 관리 활동을 강화합시다.

2020년에는 정도경영팀 신설과 그동안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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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사
LIG정밀기술

2021
신년사
휴세코

기술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해
도약의 원년으로

겸손, 용기, 희생으로
사람을 우선시합시다

LIG정밀기술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LIG정밀기술의 앞서가는 조직문화 구축에 대표로서

안녕하십니까, 휴세코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새해 첫 시작을 같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그리고 개방적이며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해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한 해를 겪으며 든

2021년 1월 1일부로 취임한 천기진 대표이사입니다.

LIG정밀기술의 2021년은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LIG정밀기술의 성장은 ‘기술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출발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 핵심 경쟁력이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나아가 LIG정밀기술의 Identity를 가지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기술경쟁력 확보’는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미래 환경에 적합한
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LIG정밀기술을 대표하고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술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술은 보다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술도 도전적으로 확보하여 나가겠습니다.

LIG정밀기술을 대표하는 경쟁우위 기술/제품을 모두가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다음으로 LIG정밀기술에 중요한 분야가 ‘품질경쟁력’
확보입니다.

올해는 초도양산 사업 증가 및 매출 증대에 따른 품질 안정화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보다 희망적이고 즐거운 일터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갑시다.

임직원 여러분께 어떤 말부터 먼저 전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올 한
생각은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하지만 정작 사람이 중하려면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사람을 대함에

LIG정밀기술 가족 여러분

회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 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IG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아울러

우리의 위치를 더욱더 강화하여 LIG 일원으로서 책임도 다합시다.

있어 우선시되어야 될 세 가지를 논어의 일화 중 하나인 ‘맹지반’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원전 484년 노나라와 제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맹지반이 한 행동을 공자가 높이 평가한 내용입니다.

올해를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손 맞잡고 더 힘차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지반은 노나라의 대부인데, 그는 스스로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패하여 후퇴할 때 군대의 맨 뒤에서 지휘하고 마지막으로 막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2021년 1월 1일

LIG정밀기술 대표이사 천기진

뽐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전쟁에
성문에 들어서려고 할 때야 그는 자신의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내가 늦은 것은 말이 빨리 달리지 않아서다”라고 말을 했다.>
여러분은 이 일화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매우 짧은

일화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제가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품질경쟁력 확보는 품질 부서의 업무라는 생각은

첫째, ‘겸손함’입니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품질경쟁력은 우리가 아닌, 그리고 단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아군이 장수를 후미에 두고

이제 버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품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규격서에 명시된 숫자가 아닌 고객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품질 안정화를 통해 고객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는 가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대한 두려움, 반대 의견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으로 인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변화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모인다면 회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희생’입니다.

맹지반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전투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부하 한 명의 생명까지도 살려보고자 본인을 희생했습니다.
희생을 뜻하는 영어단어 ‘Sacrifice’는 성스러운(Sacre-)

행동(Fic)이라는 어원으로 사람을 위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동료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하는 희생정신을 가진다면 모두의

목표인 회사의 성장이라는 선물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의 공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며, 나의 공을 뽐내지 않는
겸손함.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변화를 자신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용기. 닥쳐온 위기와 환경 변화에

회사의 생존이라는 큰 가치를 위해 작은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희생.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항상 품고 함께 일하는 동료, 사람이 우선시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올 신축년에 휴세코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무엇보다 하루빨리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 모두가 건강히
웃는 얼굴로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휴세코 대표이사 김계홍

맹지반은 뒤에서 적을 막은 큰일을 했으면서도 본인의 공을 숨기는
목숨만 부지해서 먼저 돌아왔다는 자책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투를 위해 싸워준 부하의 공을 인정해주며, 또한 자신의 공을

숨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서로 같이 일하는 사람 간에 필요한
‘겸손함’의 포괄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용기’입니다.

맹지반은 부하들이 먼저 퇴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뒤 적군을

홀로 맞이했습니다. 승기를 등에 업은 적군을 후미에서 홀로 맞이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큰 용기이지만, 지금 휴세코
임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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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사 신년 메시지 전문은 웹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LIG NOW

2021년 넥스원人상

몸은
떨어져도
마음은
함께

해외2사업부.사우디사업관리팀 박종호 팀장

작은 꿈들을
조금씩
실현해 나갑니다

올해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생각지도
못한 넥스원人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기술협력과
절충교역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판교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낭독하는 김지찬 대표이사

신규 임원 손원기 연구소장. 신용화 사업부장. 이연우 실장

엔지니어로 회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미국, 유럽 선진업체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회사에서 미국, 유럽 선진업체처럼

2021년 LIG넥스원 시무식

1월 4일 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이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들만 참여했지만 활기찬 목소리로 새해
인사를 나누는 전통의 신년 하례로 2021년 시무식을
힘차게 시작했다.
글. 편집실

2021년 신규 임원으로 승진한 손원기 연구소장, 신용화 사업부장,

이연우 실장, 김창우 실장이 소개됐고, 신규 입사 전문위원 황철호

위원과 홍성표 위원이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되는 ‘넥스원人상’은 수출시장 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외사업부 박종호 팀장이 영예를

차지했다. 현지 출장 관계로 아쉽게도 수상소감은 해외에서 보내온
영상으로 대신했다.

대표이사 표창은 각 부분별로 선정된 인원들이 수상했다. R&D부문은

KDDX 소나체계 예인소나송수신장비 시제 수주 및 항만감시체계사업
운용 공로를 인정받은 윤홍우 팀장, 사업부문은 경쟁사 대비 열악한
환경에서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체계개발 수주를 성공적으로 이끈

해양사업부 박철준 팀장, 인니 경찰청 TRS SKB 사업 계약 체결에 성공한
해외3사업부 홍준기 수석매니저가 해외사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STAFF 부문은 신용등급 유지, 안정적 자금조달 및 적극적 환위험 관리
등을 통한 재무구조 건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경영기획실 손지영

팀장, 생산부분은 Manufacturing TF를 통한 수익성 개선 활동을 펼친
C4ISTAR생산실 오재범 수석매니저와 천궁/천궁II 체계 양산 사업에
노고를 인정받은 PGM생산실 박상중 반장이 수상했다.

김지찬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LIG넥스원이 재도약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의 경영방침인 ‘성장, 수익, 기술, 안정’을 중심으로

사업 전 부문에 걸쳐 한차원 높은 경쟁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대전사업장과 구미사업장에서도 최소 인원들만 참여한 시무식이

열렸다. 임직원들이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시무식이었으나
영상으로 제작되어 임직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강화된 사회적
신규 입사한 홍성표 전문위원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안고

해외사업본부로 이동했고, 이제 그

꿈들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우리 해외사업부
팀원들과 부문장님 이하 사업부장님,

지원부서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가족이
있어 영광스러운 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수로 수출 기반을

만들어준 사우 여러분, 그리고 내수를

발판으로 수출을 위해 같이 뛰고 있는

우리 해외사업부문 동료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D부문] 해양2연구소 1팀 윤홍우 팀장

본 수상은 저와 함께 새로운 영역에서 깃발을 꽂고 꿋꿋하게 함께 해준 수중센서
개발팀원 모두의 성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철주야 보냈던

제작과 시험 현장의 힘겨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칩니다만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를 단단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난관의 다리가 눈앞에
놓였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모두의 저력을 바탕으로
극복하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업부문] 해양사업부 2팀 박철준 팀장

조금 대견하기도 한데 ‘이런 상을 받다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초짜
팀장의 가능성에 손을 들어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믿고 맡겨 주신 임국현

해양사업부장님,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하신 신원민 BM,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상택 해양2연구소장님, 윤선일PM과 모든 TF 동료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흰 소의 해, ‘우보천리’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올해 주어진 임무를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FF부문] 경영기획실 자금팀 손지영 팀장

자금팀은 각 업무들이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섞여 어우러질 때 뛰어난

색채와 색감을 표현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협업을 강화해 나갈수록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패의 이름은 ‘손지영’이나 의미는

‘자금팀’이며 그 가치는 ‘우리 모두’인 것 같습니다. 김지희, 조성보, 구현태, 임형섭,
손정애, 김민영, 팀원 모두 감사합니다. 더 많이 노력한 다른 많은 부서가 있음에도
상을 받게 되어 많이 쑥스럽지만, 2021년 더 노력해서 쑥스러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사업부문] 해외3사업부.해외사업팀 홍준기 수석매니저

훌륭한 선·후배님들을 대신해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해였지만 여러 동료들의 귀한 마음이
모여 인도네시아 경찰청과 소중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격려해

주신 이현수 부문장님, 김무겸 사업부장님, 한길수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 입찰, 고객 대응, 계약 체결 모든 과정에서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많았을

인도네시아 사무소 남주현 사무소장님과 이오성 매니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생산/사무부문] C4ISTAR생산실.생산기획팀 오재범 수석매니저

2020년 전사 경영방침인 수익개선 극대화, 운용자원 최적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본부에서는 Manufacturing TF 활동을 추진한 결과, 이익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권병현 부문장님 이하 구미하우스 전 임직원이 함께 개선한 결과인데
대표로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2020년 성과를 기반을 바탕으로 2021년에도 이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산/현장부문] PGM생산실.1팀 박상중 반장

2015년부터 천궁 포대 체계 초도 배치를 시작했는데 2020년 5월에 소요군 부대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서 뿌듯합니다. 천궁 사업 유관 부서 많은

동료들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큰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강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함께한 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천궁 후속사업으로
대탄도탄 방어기능을 탑재한 천궁Ⅱ 성능개량 양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반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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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코로나가 안정되어 임직원 모두가 함께할 수

생산 및 기술 이전 수출을 해보고

대표이사 표창 수상자

OPEN TALK

LIG의

새로운
가족을

2G에서 5G까지,
2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

방산과 민수에서
시너지를 내는 파트너

이노와이어리스는 2000년 9월 27일에 설립됐다. 무선통신 시험/

LIG넥스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무기체계 혁신을 위한 기술 확보를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5G 상용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작년 11월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했다. 인수 이전에도 양사는

계측기 및 이동통신 소형기지국 스몰셀(Small Cell) 분야에서 최고

5G 이동통신 기술로 세상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400여 명의 전체 임직원 중 연구개발인력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소개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

LIG넥스원은 지난해 11월 무선통신장비
전문기업 이노와이어리스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인수 이전부터 ‘AI 기반 차세대
군 이동통신망 자율운용 기술개발 사업’을
공동 수주하는 성과를 냈고 향후 방산과
민수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노와이어리스 곽영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을 만나 궁금한 이야기들을
물어봤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했다. 회사 창립 멤버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고 있던 곽영수
대표이사가 2019년부터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2000년에 다섯 명이 공동으로 창업해 20년 동안 2G, 3G, 4G LTE,
5G 시대를 거치면서 무선망 최적화기술 분야, 통신 계측장비 분야,

빅데이터 솔루션, 소형기지국 분야 등에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폴란드, 중국, 홍콩
등에 지사를 두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한국 이동통신 3사는 물론 50여 개국 220개

목적으로 2018년부터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고,

공동으로 ‘AI 기반 차세대 군 이동통신망 자율운용 기술개발 사업’을
수주해 작전상황에 따라 기지국 이동이 발생해도 실시간으로 망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다 보니 보수적으로

경영을 해왔는데 LIG라는 큰 울타리로 들어가게 되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미 전자전과 통신 분야에서 과제와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군
통신체계 개선에 필수적인 4G, 5G 분야는 물론, 드론과 스마트
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창업 초기부터 주력해온 무선망

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5G

자회사로 분사한 큐셀네트웍스를 통해 스몰셀(Small Cell) 개발과

투자를 보류하는 곳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기회가 사라진 것이

최적화 제품군, 통신 계측 제품군이 주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에 힘을 싣고 있다. 스몰셀은 빌딩, 아파트 등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고 인접 통신망의 트래픽 과부하를
덜어 통신품질을 높여주는 작은 기지국이다.

“무선망 최적화 분야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2012년에 4G LTE 스몰셀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스몰셀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Spin-off 개념으로 큐셀네트웍스를 분사해 드론 탑재용,

재난용 등 다양한 5G 스몰셀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몰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망
아니기에 5G 스몰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노와이어리스의 미래가치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회사로 받아들이는 큰 결정을
내리셨는데 임직원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임직원들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민수 분야 사업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해 향후 LIG넥스원과 함께

그룹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 정밀전자 분야 핵심역량과

이노와이어리스의 기술력을 접목해 군 주요 무기체계에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드론을 위한 무선망 구축과 운영
등 민수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이노와이어리스

임직원들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영수 대표이사의 새해 목표
1. 기존 비즈니스 매출 향상

3. 홈트레이닝으로 건강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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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몰셀 분야 확대

공통 질문
1. 이노와이러리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2. 자회사 편입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 LIG 가족들에게 보내는 인사

이노와이어리스
임직원 인터뷰

기업 가치를 공유하면서
상생 발전

기술 협력으로
방산+민수 시너지

함께 발전하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1

1

1

국내영업본부 영업2팀 김상현 팀장

이노와이어리스의 주요 제품은
이동통신 최적화 Tool 분야,

유지보수 계측 분야, 스몰셀 기반의

시스템 장비입니다. 영업2팀은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스템 제조업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

이번 자회사 편입을 통해

이노와이어리스 기존 사업영역인

통신과 제조사 분야 기반에 더해

공공분야에서 LIG넥스원과 사업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확대를 통한 이익
개선과 상생 발전, 전반적인 직원 복지
향상도 기대합니다.

3

양사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LIG넥스원, 나아가서 그룹 전체가

추구하는 기업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한 가족으로
향후 LIG넥스원 사업 확대 방안에 따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에는 2010년에

입사했고 현재 큐셀에 속해 있는

MSW팀은 이동통신 소형기지국 스몰셀

서비스 관리 소프트웨어, OAM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11명의
개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대표 주자로

애플리캐이션 개발본부 분석 SE팀 김은규 팀장

애플리케이션 개발본부는 이동통신망
최적화 및 품질 분석에 필수적인

Analyzer 제품 설계와 검증을 담당하고
벤더, 단말 벤더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유관 부서에 주요 통신
품질 지표를 제공하는 Core 역할도 합니다.

2

방산은 물론 민수 분야에서 4차산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

무선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력이 더해지면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개발자로서 양사가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더하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LIG넥스원은 항공전자와 감시정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 수송드론 개발을

수송드론 관제를 위해서는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당사가 보유한
5G 기술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개발에

3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분야 확장의 기회가 되어 양사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회사 편입으로

매진해서 성과로 보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소프트웨어
개발본부 MSW팀
이재우 팀장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 통신사업자, 기지국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애플리캐이션
개발본부 분석 SE팀
김은규 팀장

이번 자회사 편입이

이노와이어리스에는 국방과 공공

분야 진출의 기회가 되고 LIG넥스원에는
건강하게 발전하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Network
Optimization
Small Cel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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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및 영업역량을

소프트웨어 개발본부 MSW팀 이재우 팀장

국내영업본부
영업2팀
김상현 팀장

LIG STORY

LIG 소띠들의
2021 새해 소원은?

LIG넥스원 L-SAM 체계단. 1팀 김연주 연구원

#97년생 소띠 #회식하고 싶어요
#떡볶이 좋아해요

LIG넥스원 항공사업부 드론사업팀 김성준 매니저

#85년생 소띠 #담당사업 대박
#반드시 장가가겠습니다

새롭게 밝은 신축년은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안겨주는 소의 해다. 인내와 정직, 근면과 성실,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를
이루어 내겠다는 소띠 LIG人들을 만나 올해 가장 바라는 소원 세가지를 들어봤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LIG시스템 국방사업팀 신영기 팀장

#73년생 소띠 #마음이 따뜻했던 연말
#아내와 함께 여행

휴세코 FS사업팀 최선 매니저

#85년생 소띠 #마음 놓고 운동
#헬스장 가고 싶어요

97년생 소띠 김연주 연구원은 작년 1월에 입사했다. 신입사원 연수를

85년생 소띠 김성준 매니저는 작년에 민군과제 역사상 최고의

73년생 소띠 신영기 팀장은 LIG시스템에서 국방 SI/SM 사업

휴세코에서 단체급식 사업장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최선 매니저는

컸는데 소속부서로 배치되고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환영 회식조차

제안서 수주였으며 향후 드론봇 전투체계와 민수사업으로 확장할 수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해서 무기체계 주관사업에 진입했고

맡아 좋은 식자재를 합리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받을 때만 해도 취업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입사에 성공했다는 기쁨이
하지 못했다.

“입사가 작년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부서 분들과
회식도 한 번 못하고 지인 만남이나 좋아하는 여행도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도 작년 한 해 선배님들이 가르치고 도와준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맡은 일은 책임감과 참을성을 가지고 해내는 성격이 소띠 같다고
얘기한 김연주 연구원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공식적인 팀 회식도
하고 좋아하는 떡볶이도 마음 놓고 먹으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밝혔다.

2021 Wishlist

1.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기
2. 공식적인 팀 회식
3. 떡볶이 맛집 도장 깨기

경쟁률을 뚫고 수송드론 과제를 수주했다. 드론사업팀 창설 이래 첫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신입사원 시절, 백준기 사업부장님께 직접 전수받은 국책과제

사업관리 비법을 통해 짧은 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해외사업 협력, 프로모션을 위한 전시회 참가를 위해

출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화상회의로 대체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맡게 되는 담당사업에서
대박 터뜨리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준 매니저는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성격으로 한 우물을 파는
것을 소띠의 장점으로 꼽았다. 올해는 주변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골프를 시작하는 것과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결혼까지 골인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밝혔다.
2021 Wishlist

방위사업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도 진행했다.

“작년 말에 팀원들 고과를 평가했는데 상대평가다 보니 누군가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가를 마무리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팀원들에게 ‘점수가 다는 아니다’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오히려 팀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팀을 운영해서 성과도 내고 코로나가
가라앉으면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말을 아끼면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것이 천상
소띠 같다는 신영기 팀장은 올해 국방 SI 사업의 강자 타이틀을

유지하면서 개발자와 아키텍처 인력들을 융합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팀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다. 작년에 국내 여행도 제대로 못간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해외여행도 소원으로 꼽았다.
2021 Wishlist

1. 국방 SI 강자 타이틀 유지
2. 좀 더 체계적인 팀 운영
3. 아내와 해외여행

85년생 소띠이다. 10년 동안 영양사로 일하다가 구매와 운영 업무를
“작년은 코로나 단체급식 운영 규정에 맞춰 칸막이도 설치하고

방역을 비롯한 위생과 안전에 신경을 썼는데 어쩔 수 없이 가동률이
떨어져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매년 팀에서 각 사업장 조리사와

영양사들이 참여하는 조리경연대회를 여는데 사정이 생긴 조리사

대신 제가 참여한 구미사업장이 우승해서 좋은 추억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외부 활동과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많이 없는 편이지만 또 한 번 화나면 무서운 게 소띠의 성격

아니겠냐는 최선 매니저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임직원들이 예전처럼

마음 놓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따뜻한 섬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소원을 얘기했다.
2021 Wishlist

1. 코로나 종식
2. 헬스장에서 마음 놓고 운동
3. 따뜻한 섬나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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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사업 대박
2. 골프
3.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 작년에는 합동연합지휘통제체계

LIG인사이트

세상을
바꾸는

켄 로빈슨의 TED2006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 강연 영상

창의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른
회사 직원들보다 창의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창의력이 뛰어난 직원을
뽑아 올 수 있을까?’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창의력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There is no creativity
gap) 다만 창의력을 만들 수 있는 환경과
문화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죠.

켄 로빈슨은 영국의 교육학자로 학생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TED 강연
‘학교가 창의성을 죽인다(Do schools kill creativity)’로 알려졌다.

글. 신현규(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창의력에
차이는 없다
‘스킬쉐어’라는 회사의 CEO인 맷 쿠퍼가 작년 12월 3일 새벽에 열린
웹서밋 이벤트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창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잘 끌어내는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디에서 본 주장 같지 않나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려면 그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이들의

창의력이 줄어든다고요. 마치 충격을 받으면 뇌세포가 사망하듯

말이죠. 작고한 영국의 교육자 켄 로빈슨 경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부수는 것은 학교’라는 주장을 펼쳤던 유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2007년 테드(TED)라는 컨퍼런스에서 강연한 것을 녹화한 이

아이들은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해요. 짐작조차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들은 시도를 한다는 것. 알지는 못하지만 신을 그려보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낀다는 것. 가장 중요한

점은 신을 그리는데 실패하는 일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것.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창의성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 켄 로빈슨 경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육은 ‘신은 이렇게 그려야

해’라고 주입해 아이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는 재미를 빼앗고,
‘신을 이렇게 그리면 안 돼’라고 평가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빈슨 경의 비판이었죠.
맷 쿠퍼의 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켄 로빈슨 경의 이야기 무대를

학교에서 직장으로 옮겨왔을 뿐이죠. 오늘날 직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을 하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동영상은 약 2,000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그중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

# “ 또라이. 월급쟁이 주제에 위에서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대화였다고 해요.

# “ 쟤는 왜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보겠습니다. 로빈슨 경이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영국의 어떤
# 선생님: (그림에 열중하는 아이에게) 뭘 그리고 있니?
# 아이: 신(GOD)을 그리고 있어요.

# 선생님: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만들어?”

# “ 그 친구 뭔가 튀어 보려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조직생활이라는 것을 몰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도 모르나?”

# “ 저 녀석 승진 빨리하려고 저렇게 욕심부리는 거 아냐?
어떻게 끄집어 내려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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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다들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

코로나 팬데믹은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맷 쿠퍼 CEO는 웹서밋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창의적인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두려우니까 집에서
뭐라도 할 거리를 찾으려 합니다. 요리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There is no
creativity gap
between people”

운동을 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8page ‘창의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참고

People who run the companies often think

동원해 창의성을 높인 회사는 일반적인 회사들에 비해 67% 정도

other companies', or 'How can I hire an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하네요.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is one thing Mr. Matt Cooper, the CEO of

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죠.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there is no creativity gap between people.”

정도를 회사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creative at the start, we have to assume

제안하면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구름같이 달려들어 모이고 지원해

their career is equally creative. But just

기존 이메일이 너무 불편하고 검색하기도 힘드니까 내부 이메일

at the school is the school system itself,

지메일 사용자는 전 세계 15억 명이라고 하죠. 창의성을 키우는 문화

less creative is the organization itself. By

맥킨지에서 2017년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방법들을

'I think our employees are less creative than

더 높은 매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70% 정도는 주주들에게

employee with better creativity?' But there

기업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시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Skillshare told me at the Websummit 2020 :

예로 구글의 20%룰이 있어요. 구글 직원들은 일과 시간의 20%

Like every children at the school is equally

돼 있는데요. 한 사람이 “우리 20%룰을 활용해 이거 해 보자”라고

that every employee at the beginning of

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프로젝트가 ‘지메일(gmail)’입니다.

as what hinders the creativity of children

시스템을 바꿔보자고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지금

what makes people in the organization

덕분이었어요.

constantly iterating the disadvantages of

진짜 영웅이고, 더 위로 올라가야 하는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often prohibits its people from trying what

상관없으니까 하얀 도화지에 신의 형상을 그리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업들도 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기업은 계속

out from being creative : norm. People

그런 창의성은 인공지능이 절대 해주지 못해요. 결국 기업들은

to be mistaken that there are really smart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문화에서 나온다고 해요. 이미 켄 로빈슨

the position of leading. But, that is not really

비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의 문화를 그대로

that people who were lucky enough to try

플랫폼 기반 학습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스킬쉐어社 CEO, 맷 쿠퍼

뭐 이런 말을 듣기 일쑤 아닐까요? 많은 기업들의 조직문화가 이러다
보니 어느 조직이나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어떤 일이든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임원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창의성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문화에서 나온다고 해요. 이미 켄 로빈슨 경과
맷 쿠퍼 스킬쉐어 CEO의 강연을 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비법을 깨달았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창의성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죠?

로빈슨 경과 맷 쿠퍼 CEO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는 사람들이
말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무엇이든

구성원들이 아무거나 한 번 해볼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맷 쿠퍼의 ‘창의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standing out from the norm, companies

수 있겠죠? 하지만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they really want. That is what keeps people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발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especially in large corporations often seem

인간들의 더욱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창의성은

people in the world, and they should take

경과 맷 쿠퍼 스킬쉐어 CEO의 강연을 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what things happen. The reality is more

갖고 계실 건가요?

different ideas often gets higher reward from
the society. So the best thing that CEO
can do is to create a culture where people

# 시간을 줘라

# 도구를 줘라

일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든 회사 차원에서 한 번

요즘은 각종 디지털 솔루션들이 많이 나온다. 그걸

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그려볼 수 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도해 보면 재미있겠다고 생각되지만 함부로
보장해줘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줘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때

뭔가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거나 조직에서

왕따를 시키지 말고 허튼일이라도 시도하는

사람을 응원해 줄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어라.

educator can do is to create a school where
미라클 레터를 받아보세요!

매경미디어그룹 미라클랩에서 글로벌 경제, 테크 트렌드, 실리콘밸리 현장 소식을
인사이트있게 담아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미라클레터’, 이제는 근두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33271

students can do whatever they want.
편집자 주)해외 고객들을 위해 기사 주요 내용의 요약본을
영문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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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활용하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 문화를 바꿔라

코로나는 정말 좋은 기회다. 집에서 일할 수 있고

can try anything they want, just as the best

디펜스 NOW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됐다. 작년 인류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한 해였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이전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2021년을 미리
전망해본다.
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1년
방위산업 전망
유럽을 대표하는 방위산업체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社는 지난 12월 2일 동아시아 지역 고객과 기자들을 위해 가상현실을 이용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레오나르도社)

작전비용, 무기 및 장비 구매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을

보수적인 방위산업도
언택트 영향

합친 정부 지출을 뜻한다. 2019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은
SIPRI가 데이터를 집계한 1988년 이래 31년 만에

최대 규모였고 증가율로는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국내·외

3.6%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방위산업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했다. 특히 지명도가

있다. 각국이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방예산을

높은 해외 방위산업전시회, 에어쇼 등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방위산업 관계자들도 사실상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었다. 해외 유명 방위산업체들은

지난해 5월 스톡홀름

강화하기 시작했다. 유럽을 대표하는 방위산업체 중

계 169개국의 군사비 지

전통적인 오프라인 홍보보다 온라인 홍보와 세일즈를
하나인 레오나르도社는 지난 12월 2일 동아시아 지역
고객과 기자들을 위해 가상현실을 이용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레오나르도社가 만드는 다양한

국제평화문제연구소

(SIPRI)는 2019년 전 세
출을 1조9000억 달러
로 추산했다.

(사진: SIPRI)

감축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군사보도매체이자 컨설팅

업체인 ‘제인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 각국의

국방예산이 평균 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2월
18일 ‘제인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3.8%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는
각 사업부 담당자들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국내에서 치러진 해외
방위산업체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협업도구를
이용해 미국 현지에 담당자들이 자사의 무기체계를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기도 했다.

각국 국방예산을 강타한
코로나19
지난해 5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달러로 추산했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비란 각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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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 세계 169개 국의 군사비 지출을 1조 9,000억

동북아 3국은
오히려 국방예산 증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방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주변국인
중국은 올해 6.6%의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이다.

일본도 지난해 12월 21일, 2020년보다 1.1% 늘어난

53조 4,000억 엔(약 56조 8,900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방예산을 승인했다. 일본의 국방예산 증액은 중국을
포함한 잠재적인 적에 대항하기 위한 신형 전투기

도입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52조
8401억 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군 위성통신체계-Ⅱ’를 비롯한 14개 방위력

지난해 12월 22일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사진: 일본 통합막료감부)

개선사업 착수금과 마스크 추가 확보 비용 등 2,097억

소형 정찰 및 타격 복합형 드론은 정찰과 동시에 타격하여 자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있는 차량도 추적하여 공격할 수 있다.(사진: 필자 제공)

원이 증액됐고 장비 결함 등을 이유로 일정이 변경된 사업
등에서 2,871억 원이 삭감됐다. 그렇다면 동북아 3국,

즉 한·중·일은 왜 국방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국방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 대비하고,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중 군사 갈등
우리나라도 영향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중 군사적 갈등은 오히려

심화됐다. 지난해 12월 22일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 4대가 이어도 서쪽에서 진입했고 이중 2대는
울릉도 동쪽 일대를 지나 KADIZ를 이탈했다. 4대는 중국

공군 소속의 H-6K 폭격기로 알려졌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북쪽에서 진입했다. 특히 이중 2대는 독도 동쪽에서
KADIZ를 이탈했다가 역경로로 재진입해 독도 동북쪽으로
이탈했다. 15대 중에는 Su-35S 전투기, Tu-95 전략폭격기,
A-100 조기경보통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중국군이 KADIZ 진입 전에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통보한 것은 이전에 비해 고무적인 일이지만,
2019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중·러 양국 공군의 합동

훈련이 실시됐다는 점은 한반도가 미·중 군사적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사진: 육군)

지난해 우리 군의 주요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 트렌드로
‘언맨드(Unmanned)’, 즉 무인화를 손꼽을 수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실시했다.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 7월 계약을 체결한
1차 4개 사업이 11월부터 군 시범운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차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사업 계약이
추진됐다. 신속 획득 2차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

비록 군 통신망은 특수성 때문에 민간에 비해

데이터 속도가 느리지만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의

전투무선체계(TMMR) 보급이 본격화되면 야전 소규모

부대에서도 초당 메가비트 이상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 전장에서도 언택트와 무인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5G는 최대 다운로드 속도 20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가
100Mbps인 이동통신 기술이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의 특징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다.

비록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5G가 군에 자리잡게 된다면

전장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운데 다목적 무인차량, 소형 정찰 및 타격 복합형 드론,
자폭 무인기, 소총 조준사격 드론은 모두 무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 가운데 소형 정찰 및 타격 복합형 드론은
정찰과 동시에 타격해 자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있는 차량도 추적해 공격할 수 있어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 군의 무인화 기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전장의 변화를 몰고 올
5G 기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있는 전력 확보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동통신(4G)에 이어 5세대 이동통신(5G)이 처음 시작된

우리 군도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가 활성화됐다.

것은 통신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4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의 전투무선체계(TMMR) 보급이 본격화되면, 야전 소규모 부대에서도 초당 메가
비트 이상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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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21년도 국방예산을 2020년보다 5.4% 늘어난 52조 8,401억 원으로 확정했다.

국방에 부는
무인화 바람

CULTURE & WAR

전 세계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은 박물관은 어디일까? 바로 프랑스 수도 파리의 중심 리볼리 가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다.
루브르 박물관은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의 박물관으로 2018년 누적 방문객 수는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다. 궁전을 개조한 루브르 박물관은 소장품 수와 질 면에서 영국의 대영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손꼽힌다.
글. 이상미 (프랑스문화재 감정 및 문화서비스 전문가, 이상아트 대표)

수많은
유물 뒤편엔

루브르의 전시품들은
어디서 왔을까?
루브르 박물관의 넓이는 약 6만 600㎡(약 1만 8,000평)이다. 이는
전시관 내부만의 면적이고, 외부 공간까지 더한다면 약 20만

8,264㎡(약 6만 3,000평) 정도가 된다. 규모가 방대한 루브르

박물관은 드농관과 쉴리관, 리슐리외관 등 3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이집트 고대 유물관과 근동 유물관,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로마 유물관, 이슬람 미술관 등 8개의 세부 전시관이 포함된다.

전쟁이란
아픔이 있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는 함무라비 법전과 밀로의 비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38만 점의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만
5,000점이 전시되고 있다.

루브르는 관람객들이 반지층, 1층, 2층을 오가며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기원전 4000년부터
19세기까지 예술사 흐름은 물론 인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유물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 답은 ‘전쟁’이다.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가 벌인 전쟁에 따라 소장품 규모가 바뀌었다.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역사는 문명을 창조했지만 침략자는
문화재를 약탈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구의 박물관들이

그러하듯 루브르의 소장품도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왔다.

12세기에 요새로 출발한
루브르
유명 관광지이자 박물관으로 알려진 루브르가 애초엔 적의 침략을
막는 요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곳은

1193년 필립 오귀스트 2세(1165~1223)의 명으로 앵글로 노르만족의
침입을 막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파리시 방어벽 외곽에 착공됐다.

루브르 지하 전시장에서는 성벽 길이 73m로 네모난 성 모양을 한
중세시대 당시 요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요새가 루브르
궁전이 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건물 확장공사가 이루어졌다.

1528년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프랑수아 1세(1494~1547)가 건축가
피에르 레스코(1515~1578)에 명해 낡은 건물을 부수고 그 터에

르네상스식 궁전을 짓게 하면서 요새는 왕의 거처가 된다. 17세기에
루이 14세(1638~1715)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하고
루브르를 왕실 수집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로 쓰도록 했다.

루브르 박물관 내부

Le musée du Lou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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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르 박물관 전경

루브르 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이 피라미드는
루브르의 외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으며 과거와 미래를 투명하게
연결하는 상징이라고 평가받았다.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기념하는 등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하나의 공간이 됐다.

19일 나폴레옹은 3만 8,000여 병력과 350척의 함선으로 툴롱을

출발해 이집트 원정을 떠나, 그해 7월 카이로에 진군해 맘루크 군과의
피라미드 전투에서 승리한 뒤 이집트를 장악했다.

나폴레옹은 이때 고고학자와 천문학자, 수학자, 화학자, 사서, 인쇄공,
토목기사, 광산기사, 화가, 인문학자 등 175명을 데리고 유적지 탐사

활동에 나섰다. 이 중에 고고학자 도미니크 비방 드농(1747~1825)이
동행하면서 전리품 약탈 수가 급격히 늘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바로 루브르 박물관의 드농관이다. 그러나 1801년 프랑스가
영국에 패해 이집트에서 철수하고 나서 이집트의 유물은 루브르
박물관 대신 영국의 대영박물관으로 행선지가 바뀌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박물관으로 변모

이집트 원정으로 신설된
이집트관

루브르궁은 어떻게 박물관이 됐을까? 그 배경을 알고 싶다면 프랑스

1794년 벨기에 침공 이후 나폴레옹은 본격적으로 유럽 전역의 교회와

한 해 전인 1792년 8월 10일은 파리 민중이 봉기해 800년을 이어 온

원정으로 북부 이탈리아를 침공해 카스틸리오네 전투, 아르콜 다리

대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루브르궁에 박물관이 개관하기

프랑스의 왕정을 타도한 날이다.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혁명정부는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을 극적으로 선보일 기회로 루브르를 이용한다.
국민을 위해 루브르는 국가의 걸작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천명한 것이다. 1793년 8월 10일 루브르 박물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혁명정부는 루브르궁의 한
구역에 박물관을 세웠다. 모든 유파의 작품을 망라한 537점의 그림과
184점의 조각, 도자기 등 전시 작품은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유럽 최고의 예술품들을 소장한 루브르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제정, 복고 왕정, 제2공화정, 제2제정,

제3공화정, 제4공화정, 제5공화정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루브르는 계속 박물관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혁명전쟁의

진전에 따라 ‘혁명의 상징’에서 ‘약탈 문화재 수장고’로 변모하게 된다.
전쟁을 많이 벌였던 루이 13세와 루이 14세 시기까지 프랑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용해 왕궁의 문화재 소장품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는

그들과 달랐다. 나폴레옹은 1799년 11월 쿠데타 성공으로 실권자가
됐고, 1804년부터 1815년까지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로 지냈다.

나폴레옹은 영국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싸운 ‘나폴레옹 전쟁’(1799~1815)을 벌이며 유럽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황제는 모든 문명 세계의 순수 예술품을 한곳에

모아 프랑스를 공인된 중심지로 만들려는 열망을 품었다. 그는 전쟁의
루브르 박물관은 유럽 최고의 예술품을 소장하게 된다.

전투, 리볼리 전투 등으로 오스트리아가 주축을 이룬 대프랑스

동맹군을 격파한다. 이때 프랑스군대의 주 업무 중 하나는 예술품을
포장해 루브르 박물관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프랑스 혁명정부는 전략적 요지인 이집트를 식민지로 만들어 영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급격히 떠오르는 나폴레옹을 프랑스로부터 멀리
격리하기 위해 이집트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1798년 5월

루이 16세 때 ‘중앙예술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얻은 루브르궁은

1815년 빈 회의에서 오스트리아와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프랑스

napoleon)으로 바뀌었다. 이듬해에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은 세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1803년 나폴레옹 박물관을 뜻하는 ‘뮈제 나폴레옹’(Musée

최고의 박물관을 건립해 전쟁의 전리품을 국민, 더 나아가 인류에
재분배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모든 걸작을 다 모아 놓은 단 하나의 박물관을 만들려는
나폴레옹 황제의 바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황제는 1813년

라이프치히에서 제6차 대프랑스 동맹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음
해에 실각하게 된다. 나폴레옹은 유배됐던 엘바섬에서 도망쳐 나와

권력을 다시 잡고 1815년 워털루 전쟁을 벌이지만 영국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의 야경(사진: 필자 제공)

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됐고 이 결과로 루브르로 보내졌던 전리품들은
1815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시대에
약탈해온 회화 2,065점, 동상 280점, 청동 289점, 에나멜(페인트

작품) 1,199점 등 총 3,833점이 원 소유국으로 반환됐는데 이는 전체
전리품의 5분의 4(약 77%)에 해당한다.

이후 복고 왕정과 함께 부르봉가의 루이 18세(1755~1824)가
즉위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은 나폴레옹 박물관에서 다시

왕립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나폴레옹을 표시하는 N자와

문장들은 대부분 지워지고, 프랑스 왕의 문장인 백합과 L자가 대신

새겨진다. 1848년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의 국가재산으로 등록됐다.
1913년 12월 31일 제정된 프랑스의 법령 제18조는 ‘국가재산의

소유 이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적고 있다. 그렇게 루브르 박물관은
나폴레옹의 재위 하에 전형적인 국가 박물관이 됐으며 이후 전 세계
국립박물관의 본보기가 됐다.

유리 피라미드가
상징하는 것은?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는 유리 피라미드 조형물이 있다. 프랑스 혁명의

시작점이 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200주년인 1989년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오밍 페이(1917~2019)가 공모에 당선돼 완성했다. 루브르

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이 피라미드는 루브르의 외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으며 과거와 미래를 투명하게 연결하는

상징이라고 평가받았다.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기념하는 등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하나의 공간이 됐다.
그러나 이 유리 피라미드는 프랑스가 이집트와의 승전으로 얻은

전리품 중 하나를 상징화한 건축물인지 관심 있게 사유하는 관광객은
매우 드물다. 이집트로부터 수많은 유적을 들고 왔지만 정작 거대한
피라미드는 직접 옮길 수 없기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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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로 약 5,000점에 이르는 전리품들을 프랑스로 보냈으며 그렇게

궁중에서 전리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1796~1797년 이탈리아

가나의 결혼식(16세기), 칼리아리 파올로 베로네세

워털루 전쟁이
루브르에 불러온 영향

Musée
napoleon

장군 보나파르트의 미완의 초상(1797), 자크 루이 다비드

공존을 위한 고민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세계 195개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아래에 머물게 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새벽과 한낮 기온 차만 10도를 넘어가고 추운 곳과
더운 곳은 더 심한 차이가 나는데 겨우 1.5도에서 2도로 오르면 지구가
위험하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 조천호(대기과학자, 경희 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지구 가열
1.5도와
2도 사이

골든 타임이
있다

지난 5억년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 변화 (출처: en.wikipedia.org)

기후변화,
크기보다 속도가 문제

인간이 없을 때도 지구는 뜨거워지다 차가워지는 과정을 반복했다. 가장 기온이 높았던

5,660만 년 전 ‘팔레오세-에오세’ 최대 온난기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15도가량 더

뜨거웠다. 270만 년 전부터 빙기와 간빙기의 주기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빙기에는 지금보다
최대 5도 정도 더 차가웠다.

인류가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태워 변화시킨 기온은 1도인데 이는 신생대에서 일어났던
자연 변동의 5% 정도에 불과하다.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 최대 확장기에서 1만 년 전

간빙기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0.02%(180ppm)에서 0.03%(280ppm)로

증가했다. 이때 지구 평균기온이 약 4도 상승했는데 자연적으로 일어난 빠른 변화였다.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활동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0.01%(130ppm) 더 증가해 현재

0.04%(410ppm)에 도달했고 기온은 1도 더 상승했다. 인류는 자연보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100배, 지구 가열 속도는 스무 배 이상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는 변화의
크기보다 속도 때문에 오고 있다.

지구 가열 속도가 빨라지면 생태계가 망가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마치 젠가 게임에서
벽돌을 빼내는 것처럼 약한 생명이 생태계에서 먼저 빠져나가고 있다. 아직 생태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별일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 생태계는 듬성듬성 쌓여

있는 젠가와도 같다. 젠가 벽돌 하나를 빼내다 보면 언젠가 기둥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생명이 멸종되는 순간 전체 생태계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

지난 5억 4,000만 년 동안 다섯 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 당시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던 생명체는 생태계 전체에 생존을 의지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종했다. 1억 년 전 세상을

지배했던 공룡이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다. 지금 먹이사슬의 최상단에는 인류가 있다.
인류 스스로 기후위기를 일으켜 인류 멸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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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불러오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

기온이 상승하면 기후 변동 폭이 커져 극단적인 재해성 날씨가 많이 발생한다. 작은 기온 차이로도

기온 상승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당뇨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다.

안 내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체온이 우리 몸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지구

합병증이 발생한다. 지구 가열로 지구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면 기후가 변덕스럽고 가혹한

당뇨병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되면 심장질환, 뇌졸중, 신부전, 실명과 같은 수많은

저기압이 지나가는 길이나 기단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기온 차이는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인지

상태가 될 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물 부족, 식량 생산 감소, 생물 다양성 파괴,

상태를 보여준다. 체온이 정상보다 1도 높으면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하게 된다. 지구 기온이 1도

감염병 확산 등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올라가서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전조가 감지되는 것이 문제이다. 지역에 따라

기후위기가 닥치면 자연만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도 급속하고 심각한

발생하는 극단적인 날씨는 순수하게 자연적인 요인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내몰려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사회 불안정, 정치 갈등, 국경 분쟁,

흔적이 담겨 있다. 지구 가열 추세는 10년 동안 0.1도에서 0.3도 사이지만 지금의 기온 상승 속도가

난민 발생, 인종 청소 등 파괴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로 ‘통제

지속되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 이상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불가능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날씨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2도 이상 상승은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다. 이렇게 되면

지구는 지난 1만 2,000년 동안 유지됐던 안정된 기후에서 벗어나 복원력을 상실할 것이다.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 IPCC의 보고서 <지구 온난화 1.5도>는 지구 온도가 1.5도에서 2도로 상승하는
경우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옥수수 수확량은 1.5도 상승 시 6%, 2도

상승 시 9% 감소한다. 전 세계 어획량은 1.5도에서 연간 150만 톤 감소하는데 2도 상승에서는

2배로 많은 약 300만 톤이 줄어든다. 1.5도 상승 시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가 기후에

지금은 ‘티핑 포인트’
(Tipping Point)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다. 온실가스는 종류에 따라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동안 공기 중에 남아 가열 효과가 누적된다. 기후위기는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나타난다. 젖은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도로 표면
온도가 영상 1도에서 영하 1도로 변하면 약간 미끄럽던 도로가 순식간에 치명적인

적합한 영역을 절반 이상 상실한다. 2도 상승 시에는 상실 비율이 각각 18%, 16%, 8%로 증가한다.

도로로 바뀌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전체 균형이 깨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시점을 ‘티핑

산호초는 해양 가열, 산성화, 더 강한 폭풍으로 인해 1.5도 상승하면 70~90%, 2도에서는 99%가

포인트(Tipping Point)’라 한다.

감소한다. 여름철 북극 해빙은 1.5도 상승하면 1세기에 한 번씩, 2도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완전히

‘티핑 포인트’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빠지게

사라진다.

된다. 지구 가열로 북극에 떠 있는 해빙이 녹고 있다. 해빙에 반사되어 우주로 되돌아가던
태양 에너지가 검은 바다에 흡수되어 기온을 상승시키고 해빙을 녹인다. 지구는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지구 가열이 커질수록 ‘되먹임(결과가 원인이 되어 더 큰

Golden
Time

결과를 낳는 순환)’이 증폭되어 복합적이고 극단적인 기후변화 위험이 가속된다.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구 가열이 스스로 증폭되는 것이다. 기후계 안에는
이러한 ‘티핑 포인트’가 여기저기 지뢰처럼 깔려 있다.

2018년 <지구 온난화 1.5도> 보고서에서는 기온 상승 1과 2도 사이에서도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먼 훗날 어딘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바로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은 먼 훗날 일이 아니다. 우리, 우리
아이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위험에 빠지게 된다. 100년에 한

번 발생하던 재해성 날씨가 이제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기후에서
벗어나 ‘회복 불가능한 위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능력과 시간보다
중요한 의지

인류는 전쟁, 자연재난, 감염병,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험을 겪었다. 끝이 있는 위험이었기
때문에 회복됐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시행착오에서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는 여러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통제 불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위기다. 기후위기가
일어나면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미래 세대의 모든 분투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 더 비극적이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 세대는 문명의 기반이 된 안정적인 기후에 어떤 손상을
입혔는지를 처음으로 인식한 세대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바꾸고자 하는 의지뿐이다. 선택은 우리 것이고 그 기준은 지구 가열 1.5도와 2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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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아직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이 세상을

NEWS ROOM

LIG BOARD:)

LIG넥스원,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체계개발 계약 체결

LIG넥스원, TMMR 최초 양산 및 체계개발 계약 체결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軍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전투체계를 뒷받침할 차세대 군용

LIG넥스원이 해군의 기뢰 대항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할

체계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수중자율기뢰탐색체는 수중에서
기 계획된 위치로 자율 기동하면서 수중에 부설된 기뢰 탐색
및 수중물체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 수행 등이 가능한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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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를 말한다. 미국·영국 등 군사강국들은 주요 항만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 부설된 적(敵)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소해작전 시, 인적·물적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 무인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당

무기체계가 개발되면 해군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기뢰 대항작전

수행은 물론 수중 무인화 분야의 R&D 역량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어뢰, 기뢰, 소나, 항만감시체계 등 다양한 수중

무기체계 개발과 사업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양 환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뢰 대항작전 및 수중 감시·정찰 임무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무인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아미 타이거 4.0 등 우리

무전기(이하 TMMR, 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의 본격
양산이 추진된다.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각각 ‘TMMR 최초

양산계약’ 및 추가 성능개량을 위한 ‘TMMR 체계개발 계약’을 지난
12월 체결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넥스원이 참여해

개발된 TMMR은 다대역, 다기능, 다채널의 성능을 갖춘 최신형의
네트워크 무전기로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PRC-999K 및
PRC-950K 등 기존의 통신장비를 대체할 예정이다.

TMMR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파수 대역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속적인 성능개선이 가능해

기존 무전기보다 효율성 및 경제성도 높다. 또한 기존 음성전용의
아날로그 방식을 탈피,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과 음성을 동시에

독자와 함께 만드는 근두운

Quiz, Quiz!

Event

아래 퀴즈 정답을 맞추고 기프티콘 받아 가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할 수 없는 시기라 조용하게 맞이한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짐한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알려서 조언과 격려도 받고
작심삼일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누려보세요.

근두운을 읽어보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퀴즈
# 01월호 문제
1. 2021년 LIG넥스원의 경영방침 4가지는 무엇일까요?
(HINT 02page)
,

,

,

2. 작년 11월, LIG넥스원의 자회사로 편입된 무선통신장비 전문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INT 08page)

3. 기후위기에서 어느 순간에 전체 균형이 깨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시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HINT 31page)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중심의 지휘·전술체계 통합
운용과 육·해·공을 아우르는 합동작전이 가능해지는 만큼 미래
전장에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TMMR은 수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기존 무전기인 PRC-999K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주력 무전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TMMR도 다수의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IG넥스원, 2020년 우수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수상

LIG넥스원이 국방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개발자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2020년 연구개발 장려금’ 시상식에서
은상·동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연구개발 장려금’제도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 군 부대 등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발된 방산물자 및
핵심기술 우수과제를 선정,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LIG넥스원은 올해 시상에서 ‘해상감시레이다-II 연구개발사업’이 군산학연 부문 은상을, ‘병렬처리 기법을
이용한 수퍼헷 수신장치 일반부품 국산화’ 사업이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은상을 수상한 ‘해상감시레이다-II’는 해상에서 이동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감시하는 신형 레이다로,

해군전술체계/항만감시체계 등과 연동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탐지정보를 공유하는 해상 방위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존 레이다에 비해 탐지능력과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크기와 전력소모량을

줄여 내구성과 안정성도 크게 높였다. LIG넥스원은 ‘해상감시레이다-II’ 국내 개발 과정에서 고출력 송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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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핵심부품 국산화에도 성공하며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앞으로 해군의 조기경보 수행 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해외수출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 호 정답
천궁II
# 지난 호 당첨자
노O호 님, 김O숙 님, 채O희 님, 허O웅 님, 정O형 님,
홍O민 님, 최O서 님, 이O환 님, 손O호 님
# 참여 방법
1. 사보와 웹진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낸다.
2. 근두운 웹진(http://geunduun.com) 또는 QR코드를 클릭해 접속한다.
3. 상단 아이디어 제안 버튼을 이용해 정답을 1월 22일 금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2월 8일에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2월호에 게재됩니다.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2월호 이벤트, ‘2021 올해는 해낼거야!’

# 참여 방법
1. ‘2021 나의 결심’이란 제목으로 ‘결심, 결심하게 된
이유, 각오’를 100자 내외로 작성한다.
2. 새해 결심(운동, 금연, 공부 등)을 실천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크기 1M 이상 JPG 파일)을
고른다.
3. 내용과 사진을 1월 22일 금요일까지 사보
담당자(leechaeyeong@lignex1.com) 메일로
전송한다.
4. 선물은 2월 8일 발송되고 사연은 2월호 사보에
소개됩니다.
# 선물
4명을 추첨해 사보에 게재하고 백화점 상품권(5만 원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웹진 근두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