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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M AG A ZIN E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탄탄한 기술력과 놀라운 혁신으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LIG.
이제, 개방과 긍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장 선두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힘찬 걸음으로.

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OPEN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고

CONNECT

앞선 기술력으로 세상의
다양한 분야를 서로 연결하여

PLAY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며 진정한
글로벌 선두주자로 거듭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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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은 육·해·공 3군 사관생도들을 초청해
제주도 내 현충시설과 호국영웅로를 자전거로
탐방하며 호국 의지를 함양하는 ‘제1회 육해공사
호국보훈 라이딩’을 개최했다.

LEADING LIG
LIG人들의 일과 삶

미래 우리 군의 중추가 될 3사 사관생도들과
함께 2박 3일간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달리며 국토수호와 호국보훈의 의지를 마음에
담아왔습니다. 바쁜 연구개발 와중에도

특허와 논문으로 회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기술 페스티벌
행사를 소개합니다. 올해 소개했던 콘텐츠
중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사들을 모은

연말결산, 올해 행복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는
임직원들의 소중한 추억도 준비했습니다.

웹진 근두운 바로가기
www.geundu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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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TALK
호국영웅의 발자취를 따라
제주를 달리다
- 제1회 육해공사 호국보훈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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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R&D 기술페스티벌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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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STORY 1
근두운과 함께 돌아보는 2021년의 추억
- 사보 콘텐츠 연말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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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LIG넥스원의 연구개발 지식경영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고생한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기술 페스티벌
행사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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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2021 올해의 행복했던 순간

14

LIG WAVE
방위산업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법
- LIG넥스원·AI 양재 허브 ‘제1회 공동 테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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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MOMENT
드론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 직충돌형 소형 드론과 수송용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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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은 국방 및 사이버 보안 분야 등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AI 양재 허브 & LIG넥스원
공동 테크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READING 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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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일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협업의 기회를 확장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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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각형의 독특한 모양 때문에 미국 국방부 청사라는
이름보다 별칭으로 더 유명한 펜타곤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핵심 군사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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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인사이트에서는 코로나 이후 일하는

LIG 인사이트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일의 미래

트렌드 톡톡
나는 왜 늘 시간에 쫓길까?
- 시간관리를 위한 자가진단

살펴봤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24

32

LIG人과 독자들을 위한 읽을거리
방식과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을
미국의 군사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 펜타곤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는 신호를 알아봅니다.

CULTURE & WAR
세계 최강 군사력을 상징하는 오각형 건물
- 펜타곤

체크리스트로 한 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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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 소개합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던
나무가 보내는 기후위기 경고, 생태계의

나는 왜 늘 시간에 쫓길까 궁금하다면 자가진단

공존을 위한 고민
죽어가는 나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NEWS ROOM
LIG넥스원, 콜롬비아 방산전시회 참가 外

OPEN TALK

* 본 행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박 3일간 제주에서 펼쳐진 제1회 육해공사 호국보훈 라이딩 참가자들

이틀간 120km,
전원 완주에 성공
11월 5일 제주공항에 건장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다. LIG넥스원이 주최한 ‘제1회 육해공사 호국보훈

라이딩’에 참가하는 육·해·공 3군 15명 사관생도들과 인솔자,
행사 진행을 지원하는 운영 스탭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LIG넥스원은 앞으로 정예 강군의 중심이 될 3군 사관생도들과
함께 제주도 내 현충시설과 제주 출신 호국영웅들의 이름을
딴 호국영웅로를 자전거로 돌아보면서 호국보훈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라이딩 참가자들은 환복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발대식과

함께 안전교육을 받았다. 첫째 날 코스는 서귀포에 위치한
알뜨르 비행장을 출발해 항공우주박물관에 있는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를 참배하고 숙소까지 47Km 구간을

달렸다. 라이딩 전문 안전요원들이 선미와 후미에서 속도를
육해공 사관생도들이 완주를 앞두고 환호하고 있다.

호국영웅의 발자취를 따라
제주를 달리다
제1회 육해공사 호국보훈 라이딩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했고 해군 7기동전단 의무대에서

위. 첫째날은 알뜨르 비행장을 출발해 항공우주박물관을 향했다
아래. 둘째날, 바람은 쌀쌀하지만 아름다웠던 제주 바다

딘 헤스 대령 공적비에서 묵념하는 참가자들

의료 지원을 담당했다.

둘째날은 기상해 해군 7기동전단 견학을 마치고

남원포구에서 표선해수욕장, 신양리 6·25 기념비, 호국영웅
강승우로, 고태문로를 거쳐 함덕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77km 구간을 달렸다. 로드바이크를 처음 타보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인솔자, 스탭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낙오자
없이 전원 무사히 완주에 성공했다.

3군 사관학교 3학년 동기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호국보훈

글. 편집실 사진. 안종근

수호와 호국보훈의 의지를 다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생도들과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LIG넥스원은 이번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우리 군과 함께 의미 있는 호국보훈 관련 행사를 마련해

방산기업의 역할을 다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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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육·해·공 3군 사관생도들을 초청해 제주도 내 현충시설과
호국영웅로를 자전거로 탐방하며 호국 의지를 함양하는 ‘제1회 육해공사 호국보훈 라이딩’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틀에 걸쳐 자전거로 120km를 달리며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눈에 담고 호국영웅들의 의지를
마음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라이딩 행사를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국토

LIG넥스원과 사관생도들이 달린 라이딩 코스

사진으로 보는 호국보훈 라이딩 2박 3일

남원포구에서 2일차 라이딩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고 준비운동을 했다.

1일차
47km

알뜨르 비행장(14:00) 19km →
딘 헤스 공적비 23.2km →
숙소 도착(17:30)

2일차
77km

남원포구(11:00) 17km →
표선해수욕장(12:00) 16km →
신양리 6·25기념비(13:00) 16km →
강승우로 4.3km → 고태문로 8.7km →
함덕해수욕장 15km (17:30)

❺

호국영웅 고태문로

한동리 1694~한동리 8-12, 2.4km
고태문 대위는 1952년 강원도

고성군 351고지 전투 중 고지를
사수하다 적탄을 맞고 ‘끝까지

사수하라’는 말을 남기고 장렬히
산화했으며 1952년 12월 30일
을지무공훈장 수여

❹

호국영웅 강승우로

시흥리 1270-9~시흥리 210번지,
1.6km

강승우 중위는 1952년 군사적

요충지였던 백마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오규봉, 안영권 일등병과

함께 TNT와 박격포탄, 수류탄을

휴대하고 육탄으로 특공작전을 결행,
적의 자동화기 진지를 파괴하고

장렬히 산화했으며 1953년 7월 1일
을지무공훈장 수여

FINISH

우천 예보가 있었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햇살이 뜨겁지 않아 라이딩에 도움이 됐다.

위. LIG넥스원 김건영 전략기획본부장이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2일차 코스

아래. 외국인 수탁생도인 육사 카밀로와 공사 모리시타 케이스케 생도가 참가했다.

위. 호국영웅 강승우로에서 묵념하는 라이딩 참가자들

START

FINISH

아래. 이튿날 일정은 해군 7기동전단 견학으로 시작했다.

START

1일차 코스
47km

❷

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518-2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186-2

신천리 6·25 참전 기념비
6·25전쟁에 참전한 신천리 출신

청년과 소년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❶

77km

위해 1998년 설치

신양리 6·25 참전 기념비
6·25전쟁에 참전한 신양리 출신

청년과 소년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0년에 설치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3군 사관생도들은 기념촬영을 하며 서로 우정을 다졌다.

6·25전쟁 당시 전쟁고아를 육지에서

제주로 안전하게 이주시킨 공군 조종사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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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헤스 대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설치.

사관학교 생도들의 라이딩 후기

LIG넥스원 스탭들의 라이딩 후기

위국헌신의 본분을 마음에 담았기를
LIG넥스원 유영식 PR실장
육군사관학교 생도 김진

육군사관학교 생도 카밀로

2019년에 처음으로 구상하고 올해 실행에 옮긴 제1회 육해공사 호국보훈 라이딩을

대한 부담이 크셨을 텐데 생도들을 위해 의미 있는 행사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타 사관학교

결심해주신 3사 사관학교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첫날 발대식을 마치고 오직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외부 활동과 단체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기획하고 지원해주신 LIG넥스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현충시설의 정확한 위치도 찾을 수 없어 사람들에게 잊혀가던

제주 호국영웅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박 3일간 제주에서 진행된 행사를 지원해주신 LIG 관계자분들께
생도들과 해군 관계자들과 좋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고 더 많은 한국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동기, 동료, 후배들과 이것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용기와 애국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설레는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렵게 참여를
안전에 집중한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76시간 후 15명의 생도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걱정을 안고 시작했지만 자전거가 1열 종대로 달려나가면서
생도들의 힘찬 목소리와 굳건한 체력을 눈으로 직접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걱정했던 우천 예보도 취소됐고 늦은 가을의 제주는 라이딩에 딱 맞는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생도들은 육·해·공 각각 다른 사관학교에서 왔지만 자전거를 통해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라이딩 코스가 길어질수록 생도들 간의 심리적인 거리는

반비례로 좁혀지는 것을 보면서 행사의 목적이 달성되겠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국난 극복 최후의 항전지로 불리는 국토 남단의 섬에는 해안길을 따라 호국 현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 군의 주축이 될 생도들은 그곳을 지나면서 잠시 숨을

해군사관학교 생도 성현승

해군사관학교 생도 이정민

남을 것 같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선두 스탭 리드에

중간중간의 답사지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이번 호국라이딩 행사 중 마지막 스프린트 구간이 가장 기억에
따라 생도들이 45km 이상의 속력으로 스프린트를 하는데

3사 사관생도들이 매우 빠른 스피드임에도 전력을 다해 서로

화이팅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전우애와 묘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가 계속 이어져 후배 생도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라이딩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호국보훈 라이딩인 만큼
지나가고 호국 답사지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라이딩을 계기로 호국보훈 답사지 같은 곳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호국보훈

라이딩이 계속되어 사관생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우리를

공군사관학교 생도 모리시타 케이스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동기들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라이딩, 사관생도들과 교류 등을 통해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가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약 120km를
달렸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차츰 라이딩에 익숙해지면서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이 보이고 마음이 트였습니다. 저희

안전과 편안한 라이딩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주신 스탭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검푸른 파도와 바다, 싱그러운 바람과 갈대, 웅장한 한라산. 라이딩 기간 내내
늦가을 제주의 자연은 자전거에 몸을 실은 생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생도들은 LIG넥스원과 함께 한 이번 훈련의 추억을

마음에 담고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수호하는 위국헌신 군인의 본분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자연, 맛있는 한식, 동료들과의

고등학교 때 매일 집과 학교를 자전거로 20km씩 이동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는데 거리가 크게 늘어나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점차 동료들과 단결력이 싹트면서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즐겁게
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교환 유학의 좋은

추억을 갖게 됐습니다. 각 사관학교에서 수탁 생도 모집도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LIG넥스원 DX솔루션 김진구 프로

LIG넥스원 PGM사업기획팀 강희동 수석

LIG넥스원 C4ISTAR사업기획팀 최원석 매니저

설렜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해안선을 보며,

라이딩을 즐기긴 했지만 생도들과 함께

따릉이 타본 게 전부라서 라이딩 행사에 걱정

생도들과 함께하는 라이딩이라 너무 흥미롭고
현충시설을 참배하고 호국영웅로를 달리는

라이딩은 기존에 경험했던 라이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조 후미에서 생도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완주했을 때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행사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평소 등산을 즐겨하고 집 주변에서 간단한
라이딩을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참가 며칠전부터 맹훈련을 하며

의지와 체력을 다졌고 행사 당일 2조 후미에서
생도들과 함께 호흡하며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마지막 목표지까지 완주했을 때

뿌듯함과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LIG 화이팅!

평소 운동을 즐기긴 했지만 자전거는 서울시

반 기대 반으로 참여했습니다. 강희동 수석과

사전 훈련을 해서 로드바이크에 대한 부담감은
반으로 줄었고 최종 목표지인 함덕을 향해

열심히 페달을 밟아 완주했을 때 대한민국의
남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충시설과

호국영웅에 대한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보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07

06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후배들에게도 적극

한번 새겼을 것입니다.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 최정희

2박 3일 동안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이딩 경험이 없어

돌리고 호국영웅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국토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LIG NOW

수상자 소감

Best Practice 부문

자체투자 C4ISTAR 우수상

지식경영 부문

레이다연구소 박준현 팀장

PGM 탐색기연구소 이만희 선임

동료 연구원들과 더불어 기쁘고

향후 사업 수주를 위한 기반 기술로

힘이 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책임

달성했다고 판단했는데 뜻하지 않게

영광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에 더욱

인식하고 진행했으며 본래 목적을

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체개발

수상까지 하게 되어 얼떨떨합니다. 다시

과제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에 부응하여

우리의 경쟁력은
연구개발에서 나온다

가장 큰 힘은
동료들의 믿음

2021 R&D 기술 페스티벌 시상식

와중에도 좋은 성과를 거둔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더불어 LIG넥스원의

매년 개최되는 기술 페스티벌은 한 해 동안 LIG넥스원의
연구개발 지식경영(논문, 특허, 소요제기, 우수사례
등)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고생한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행사이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대면으로 11월 29일 판교하우스
원형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영광을 차지한 수상자들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사진. 김수홍

배꼽케이블 무선화 기술 개발’은 자기 공명 방식의 무선전력

전송 기술과 LED 모듈을 이용한 가시광 통신(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유선 배꼽케이블을 무선으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핀 결함과 같은 접촉불량 및 오작동을 사전에

방지해 유도무기체계 연동 표준화, 운용성 및 확장성을 늘리고 복잡한
결선을 최소화해서 정비가 용이하고 호환성과 대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 및 탑재 유도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현재 민군실용화과제 수행 단계에 있다.

지식경영 논문 C4ISTAR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자전용
디지털 신호 수신장치 개발’은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함정용

전자전장비의 핵심적인 부품인 수퍼헷 수신장치를 국산화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RF보드 설계/제작, 디지털수신기 설계/제작, 장치 개발에
대한 기술이다. 과거 전력화 된 수퍼헷 수신장치는 해외 의존도가

특허 C4ISTAR 우수상

PGM기계융합연구소 길태옥 팀장

C4I연구소 윤동환 수석

수출사업을 위한 자체투자로 반드시

평소 대화를 통해 여러가지 영감을 주시는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개발에 참여했던

드립니다. 기술적인 역량을 더 키워서

성공해야 하는 과제였는데 수상까지 하게

팀장님, 팀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모든 담당자들, 옆에서 지원해준

동료들과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호기심

팀원들과 영광을 나누겠습니다. 남은
일정 관계로 같은 팀 정기연 선임이
대리 수상

많은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저를 웃게

개발이슈들을 일정 내 완료하고 사업에

만들어주는 와이프랑 아들에게 고맙다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안서 우수상

논문 PGM 최우수상

CIWS-II 개발단 김상현 팀장

PGM1연구소 곽규민 선임

사업 제안 과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은 선진 기술인데

기대하고 있다는 응원 댓글을 보고 눈물

결과물 안에는 수많은 실패들의 흔적이

익명게시판에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주를

홍보할 기회가 되어 너무 기쁩니다. 하나의

나게 감사하고 힘이 됐던 기억을 잊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실패는 결코 부끄러운

없습니다. 수주를 위해 노력하는 PM과 TFT
인원들을 응원해주신다면 수주율 향상과
긍정의 힘이 샘솟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SW 아키텍처 우수상

지능형SW연구소 홍수연 수석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실패를
일정 관계로 김길훈 단장이 대리 수상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문 C4ISTAR 최우수상
전자전연구소 김성훈 선임

높고 기술의 노후화에 따라 국산화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필요성과 접근 방향에 대한 공감을 얻은

논문 주제가 장치 개발인 만큼 논문

RF보드 설계/제작, 디지털수신기 설계/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시킬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설계한

중요했습니다. 수퍼헷수신장치를 함께

대비 향상된 성능의 전자전용 디지털 신호수신장치를 개발했다. 현재
2020년 7월에 연구개발확인서를 획득했다.

강동석 C4ISTAR 연구개발본부장은 힘들고 험난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동료들이 하고 있는 연구개발을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자는 인사를 전하며 이날 행사는 성황리에 종료됐다.

느낌이며 앞으로 기반 Architecture로
Architecture 요소들을 더 세분화하고
기존 시스템의 재활용/재사용 요소를
식별해 기반 Architecture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성보다도 장치를 개발하는 일이 더

개발하고 잘 이끌어준 선후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논문 실적을 내는 것이
어렵지만 그만큼 보람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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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축사하는 조용주 PGM 연구개발본부장

회사에 좋은 소식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자체투자 PGM 우수상

경쟁력은 연구원들의 논문과 특허에서 나오고 올해 회사가 좋은 성과를
지식경영 논문 PGM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도무기

잘 하시고 2022년에도 모두 행복하시고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조용주 PGM 연구개발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연구개발과 출장으로 바쁜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연구원들 덕분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한번 감사드리며, 2021년 한해 마무리

연구원들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2021 기술 페스티벌 시상식 영광의 수상자들

특허 PGM 우수상

LIG STORY 1

근두운과 함께
돌아보는

2021년의 추억

1년 차 사원들을 만나
그들의 현재 고민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6월
LIG NOW 1

역지사지 세대공감의 시작
리버스 멘토링

5월
LIG STORY 2
5월
LIG STORY 1

가족과 함께한
잊을 수 없는 순간

2021.2

자리를 마련했다. 신입사원

<근두운>에서는 5월 가정의

되기까지 김지찬 대표이사의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시절부터 대표이사가

고민과 경험, 생각을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

2021.11

2021.6

2021.5
김지찬 대표이사가 직접

정리. 편집실

사보 콘텐츠 연말결산

2월
OPEN TALK

입사 1년 차 Z세대
입사 35년 차 대표이사를
만나다

올해도 LIG人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열심히 달려온 <근두운>에서는 12월을 맞이해 웹진과 블로그의 조회 수를 기준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칼럼들을 모아 연말결산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올해도 <근두운>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좋은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달을 맞아 임직원들을 위한
마련했다. 참여 신청이

많이 들어왔지만 사연이
있는 가족들이 선정됐고

LIG시스템 최영만 본부장
가족과 LIG넥스원 조우철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과학의

날’을 맞아 <근두운>에서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을
위해 LIG 임직원 자녀

대상 ‘과학 상상’ 그리기

공모전을 마련했다. 류한춘
수석연구원 자녀 류연서
양이 그린 ‘금성 마트로

쇼핑가요’가 최우수작으로

MZ(Millennial+Z)세대와의

소통일 것이다. ‘공정’이라는

6월
LIG NOW 2

LIG 비전 선포식

6월
호국보훈 특집 2

2021년 11월 2일 LIG넥스원

호국보훈의 달 가족
초청행사

판교하우스 넥스원홀에서

2021 Power Rookies

개발품질팀에서 일하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올해도 69명의 신입사원들이

매니저의 둘째 아들 곽태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조직의

11일간의 입문과정 교육을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과 삶의 조화’ 속에서

싶어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발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LIG넥스원 경영 임원들이
MZ세대에게 코칭을 받는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LIG넥스원 가족이 되기 위한
마치고 현업에 배치됐다.
구직난과 코로나라는

이중고를 무사히 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2021
Power Rookies 수료식

현장에서 신입사원들을

연평해전 참전용사 곽진성

군이 가족 초청행사를 위해

9월
OPEN TALK

판교하우스 10주년 특집

판교하우스를 방문했다.

LIG넥스원 판교하우스가

아빠 회사에 꼭 한 번 와보고

첨단 ICT 융합의 중심

올해 중학생이 된 태현이가

싶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부자를 따라가봤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

판교하우스는 분산됐던 전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LIG 비전선포식이 개최됐다.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영리더(Young Leader)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얼굴, 더
새로운 LIG’를 타이틀로

진행된 비전선포식은 각
사별 사업장에도 실시간
중계로 송출되어 그룹

구성원들이 함께 LIG의 새
출발을 지켜보며 축하를
전했다.

연구, 개발, 사업의 시너지를

만나봤다.

통해 LIG넥스원이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정됐다.

2021.9

매니저 가족이 참여해

과학 꿈나무들의
빛나는 상상력

최근 기업들의 화두는

11월
OPEN TALK

든든한 기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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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STORY 2

열심히 달려온
당신

바쁘게 달려온 2021년도 달력 한 장만 남겨두고 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순간도 있고 더할 나위없이 행복했던 순간도 있을 것이다.
연말결산의 시간을 맞아 LIG 가족들이 휴대폰 갤러리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올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들을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보내왔다.

가작

장려

@hyunjaeim88 PGM1연구소. 3팀 임현재 선임

@bliss._.destiny C4ISTAR 생산실.1팀 송경익 주임

정리. 편집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수작

@baekho_baby 개발원가팀 조재현 매니저

가작

인스타그램 이벤트 ‘2021 올해의 행복했던 순간’

@prjana75 이노와이어리스 정상혁 팀장

앞으로 만들어 갈 더 좋은 시간을 위해

첫번째 결혼기념일. 휴가 쓰고 가을 나들이
호캉스 기념사진! 잦은 출장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앞으로 더 좋은
시간 만들어 나가자.
#올해의최고의순간#결혼기념일
#신라호텔호캉스#화담숲#북촌사진관

가작

@cnstlsl C4I연구소 박춘신 선임

가작

@pjmcool HR지원팀 박종민 수석

제주도에서 해외여행 느낌내기

아들과 함께 달린 100km

둘째 아들과 함께 떠난 1박 2일 자전거 캠핑
여행. 북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서울-구리-팔당청평(1박)-가평-강촌-춘천까지 100km를 함께
달렸어요.

장려

매일이 행복한 날이지만 그중에서도 올해
행복했던 날을 꼽으라면 제주도 간 것.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함께 해외여행은 못 갔지만
아쉬운 대로 제주도에서 해외여행 느낌내기.
이날 밤 서로 좋아하는 노래 틀면서 회랑
양주를 마셨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장려

@jsu11201120 C4ISTAR 생산기술실.5팀 정성욱 선임

@pjo3841 C4ISTAR 생산기술실. 5팀 박정오 반장

장려

@euihyun_oh PGM3연구소.1팀 오의현 연구원

올해 매일매일이 행복했던 이유

태몽이 백호라서 태명도 백호였던 윤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서 2021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2021년 매일매일이 올해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었어. 내년에는 맘마 좀 잘 먹자
#303일아가 #맘마만잘먹으면
#백점만점에오십억점 #이쁜딸랑구

새벽오름에서 맞이한 행복한 순간

캠핑이 좋은 이유. 올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코로나로 인해 취미가 변했고 그동안
혼캠핑을 즐기다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캠핑을
준비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 오름 정복으로 꽉찬 여행 마무리. 여행할
때는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였는데 마지막에
충동적으로 정한 오름 정복.

함께한 모든 순간이 다 행복

올해의 떡상 코인!
나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운용시험평가 성공으로 평가관님께 받은
양만춘함 코인, 군 위성통신체계-II 연구개발
성공 회사 기념패, 아들 태어난 지 1004일째
되던 날, 화이자 2차접종 완료, 장기
구미출장이지만 소소한 재미.

소소하지만 행복하게 흘러가는 시간

내년에는 더 성장하고 싶다

올해 행복했던 순간은 입사선물 받았을 때.
아직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점차 실력을
쌓아 나가서 내 일에 당당해지고 싶다. 내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2021년 정리. 초딩 마지막 날, 표현할 방법이
없는 11년 만에 새 식구와 만남, 신혼살림의
마지막 전자제품 교체, 보일러 놔드려요,
유일한 사치 생활 참치 먹는 날, 한 번은
경험해보는 자가 격리와 구호 물품, 기분이
묘했던 부모님과의 첫 산행, 2021년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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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들 시원이가 몸이 약해서 배우게 된
태권도도 어언 1년이 지나서 품띠를 땄다고
좋아하는 모습. 그렇게 갖고 싶던 BTS 앨범
구매에 한껏 신이 났네요. 둘째 딸래미 소윤이
드디어 유치가 빠져서 이제 어린이 된다고
좋아하던 모습. 유치부 줄넘기 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으로 1등한 우리 든든한 딸. 벌레
때문에 호텔과 펜션만 고집하던 와이프가 큰
맘 먹고 원터치 텐트를 구매해서 처음 찾은
계곡에서 한껏 좋아했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던 이 모든 순간들이 행복이지
않을까 싶네요.

LIG WAVE

LIG넥스원은 지난 11월 24일 AI 양재 허브 입주사 및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국방 및 사이버
보안 분야 등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AI 양재 허브 & LIG넥스원 공동
테크데이’행사를 진행했다. 패션에이드, 에임퓨처, 씨티아이랩 3개社가 보유한 기술과 국방
분야 적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패널들 간에 심도있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글. 편집실 사진. 채승준

방위산업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법
LIG넥스원·AI 양재 허브 제1회 공동 테크데이
발표하는 패션에이드 백하정 대표

감시정찰 판정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패턴을 인식하는
AI 기술개발
패션에이드

패션에이드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패션 스타일링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다. 패션스타일을 분석하는 AI가 과연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발표를 맡은 백하정 대표는 이미지 러닝기술의 본질은 최적의 이미지를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 패턴 기술을 고도화해서 임무 수행 및
생존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무인 감시정찰 분야에서 시스템 약점을 역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례들을 막고 적 식별 알고리즘과 정찰 탐지 기능을 고도화해서 위장

공격 데이터에 속지 않는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패션에이드는 자연
배경과 특정 이미지 간의 호환성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복합 환경에서 다양한 위장패턴을 분석하고 감시정찰 장비
탐지 기준을 보정해 오탐지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AI 양재 허브 윤종영 센터장, 씨티아이랩 조홍연 대표, 패션에이드 백하정 대표, 에임퓨처 곽재화 CTO, LIG넥스원 김동환 연구위원

국방과 민수 기술 교류를 위한 생태계 구축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축적해온 인프라와 노하우에 스타트업의 기술과 혁신을 접목해, 미래 국방 R&D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 민수 기술 교류를 위한
협력 생태계를 구성하고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 상생,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테크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AI 양재 허브 윤종영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에 LIG넥스원을 만났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의미 있는 행사를
열게 되어 반갑고 인공지능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Data)와 방산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Resource)의
비대칭을 해결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공동 테크데이 행사에서는 AI

패션에이드(백하정 대표)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 중에 국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발표했다.

OPE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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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허브에 소속되어 있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선정된 에임퓨처(곽재화 부사장, CTO), 씨티아이랩(조홍연 대표),

기업 소개
(주)패션에이드는 패션 이미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패션 스타일링 콘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스타일
AI 솔루션은 패션전문가들의 코디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패션 플랫폼 및 브랜드 사이트에 탑재하는
서비스다. 패션 트렌드 데이터, 알고리즘 및 스타일링
조언의 조합을 기반으로 기존 상품 추천 서비스와
차별점을 뒀으며, 스타일링 콘텐츠에 이미지 생성 기술을
접목하는 패션 AI 스타트업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2020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2021 글로벌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에 연속 선정됐고, 패션전문가 학습용 데이터
대비 머신러닝 예측 정확도 92%라는 공인인증테스트를
거쳤다. 국내 영업과 동시에 해외쇼핑몰 구축 사이트
연동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company.fashionade.ai

국방 SOAR 체계 구현을 위한
AI 사이버 보안 기술 적용 방안
씨티아이랩

기존의 사이버 보안체계는 지능형 공격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씨티아이랩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까지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능동형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플랫폼인 DIT.ai는 IT 네트워크는 물론 OT(Operation Technology)
네트워크의 이상행위와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엔진을 갖추고 있다.
사이버 위협 정도를 수치화, 계량화하고 자동화된 신속 대응 프로세스로
대응이 가능하다. 미국 해병대 사이버전 사령부의 검증을 진행 중이며

금융과 산업제어망 분야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다. 발표를 맡은 씨티아이랩
발표하는 에임퓨처 곽재화 CTO

조홍연 대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대응 프로세스 자동화로 군의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현황 파악 및 보고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무기체계에서의
AI 반도체의 역할 및 장점
에임퓨처

인공지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른 하나의
트렌드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발전해왔다. 무기체계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장병 중심 군사 작전도 변화하고 있다. 에임퓨처

곽재화 CTO는 다품종 소량생산, 보수 유지의 신속 정확성, 동작의 고립성
등의 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를 위해 고성능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Neural Processing Unit)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용도에 맞게 반도체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보드에 탑재된 고성능 인공지능 프로세서는 기존 SBC(Single

기업 소개
(주)씨티아이랩은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지능형 지속공격(APT), 제로데이, 랜섬웨어
공격 등 기존의 패턴과 다른 방식의 공격을
방어하고 산업제어망, 軍 스마트제어망
보안기술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Deep
Learning) 기반 컨버전스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 설명가능한
AI(XAI), 사이버위협 자동분류기술(Auto
Profiling) 등 혁신 AI 사이버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회사(전력제어망 이상징후
감시), 금융회사(금융정보보호 이상징후
모니터링체계 구축), 공공기관(발전제어망
보안모니터링)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홈페이지: www.ctilab.co.kr

Board Computer) 대비 소형화로 무게와 공간을 감소해 무기체계 설계에
확장성을 더하고 저전력으로 작동하면서 임무 판단이 가능하다.

TECH DAY

발표하는 씨티아이랩 조홍연 대표

혁신기업들이 국방 산업으로 진출하는 가교 역할
테크데이 행사 2부에서는 ‘방위산업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법’을 주제로 LIG넥스원 지능형SW연구소 김동환

연구위원이 참여해 패널들과 자유롭게 토의를 이어갔다. 김동환 연구위원은 연구개발과 구매가 결합된 획득의
개념을 가진 국방 연구개발 특성과 국방 분야 AI 적용 동향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스타트업이 국방산업에

진입할 때 보수적인 국방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상호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AI양재허브 x LIG넥스원]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영상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무기체계의 첨단화·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를 뒷받침할 R&D 역량 확보는 국방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LIG넥스원은 이번 ‘공동 테크데이’가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발전은 물론, AI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LIG넥스원은 우주항공, 유도무기, 감시정찰, 통신, 항공전자·전자전 등의 분야에서 쌓아온 인프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AI 혁신기업들이 국방 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AI 양재 허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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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개
(주)에임퓨처는 인공지능 처리용 시스템반도체
칩을 포함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으로 NPU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처리용
신경망처리장치 핵심 IP를 개발해 온 LG전자 CTO
부문 북미연구소(실리콘밸리 소재)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다. 2016년 알파고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난
6년간 총 4세대에 걸친 NPU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10여 종 이상의 IP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의
가전용 인공지능칩을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에임퓨처의 기술은 LG전자의 스마트 TV, 로봇청소기,
세탁기 등의 실제 가전제품에서 활용되고 있다.
홈페이지: aimfuture.hostwhale.co.kr

LIG MOMENT

드론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직충돌형 소형 드론과 수송용 드론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무인체계, 미래기술, MRO에 이르는
LIG넥스원의 사업영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무기체계의 주요 특징과 적용된 첨단 기술을
알아보는 LIG Moment. 아홉번째 시간에는
소형 군용 드론 시스템 ‘직충돌형 소형 드론’과
수송용 드론을 소개합니다.
정리. 편집실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을 탑재한

수송용 드론 시스템
작전 수행 간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적

평시 재난 및 격오지 부대, 전시 고립부대에 군수품

위한 직충돌형 소형 드론은 기존 매핑용 상용

재난지역에 택배물품, 생필품 및 긴급 구호물품을

지휘체계(지휘관 차량, 통신시설) 등을 타격하기
드론을 군용으로 발전시킨 무기체계이다. 수직

소형 군형 드론 시스템

직충돌형 소형 드론
Loitering Munition

Hovering

가능해 목표물 정확도 CEP 3.0m 이내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약 500g 이상의 전자식

안전장전장치(ESAD)와 열압력탄이 탑재돼 적 지휘관
차량과 통신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상 비행이 가능하며 40kg 물품을 수송할 수 있다.
공력, 성능, 구조, 추진, 소음 해석을 통한 초경량
기체프레임 설계로 호버링 중 진동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물품을 하역할 수 있다. LIG넥스원은 ADEX

2021에서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
드론을 선보였다.

existing commercial drone for mapping to a military

commercial use, equipped with hybrid engine

application to strike enemy’s chain of command

system.

more effective and precise. It is equipped with the

This system is for military and commercial use,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technology to operate,

which is usable to urgently supply military supplies

regardless of terrain, and capable of recognize an

and contingency items to troops in disaster or

(terminal speed 145km/h, CEP 3m or less)

adult person-size in the distance of 0.5km or more

remote area during peacetime, and isolated

공중 호버링 기능으로 표적 지속 감시 및 추적 용이

using ER camera, and of 0.3km or more with IR

troops during wartime, and delivers commercial

camera, which enables a precision strike within

items, living products, and emergency supplies to

CEP 3.0m. It is equipped with approximately

islands, mountainous areas, areas in disaster. Its

500g ESAD and thermocaric weapon to neutralize

hybrid engine system enables flight for 60minutes

enemy’s commanding vehicle and communication

or more, and its payload load capacity is up to

facility.

40kg. It ensures safe loading and unloading by

고속·정밀타격 능력(종말속도 145km/h, CEP 3m 이내)
High-speed/precision strike capability

Continuous target monitoring and tracking through aerial

멀티콥터 대비 저소음 및 고속비행 가능(126km/h)

Low-noise & high-speed flight(126km/h) comparing with
multi-copters

VTOL

적외선(IR)카메라로 0.3km 이상 성인 인지가

활용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을 통해 60분

Cargo transport drone system for military and

hovering capability
Low Noise

가능하며 전자광학카메라(EO)로 0.5km 이상,

배송하는 멀티콥터형 수송 드론은 민·군 겸용으로

This loitering munition is reengineered from an
주요 특징 Main Feature
High Speed

이착륙 기술을 활용해 지형에 관계없이 운용

및 비상물품을 긴급 재보급하고 도서·산악지역,

수직 이착륙 기술

주요 특징 Main Feature
60 Minutes

analysis of aerodynamics, performance, structure,
propulsion and noise.

Hybrid-type engine propulsion system for flight for 60minutes
or more

공력, 성능, 구조, 추진, 소음해석을 통한 초경량 기체프레임 설계,
Ultra Light

제작 기술

Design and production technology of super-light aircraft frame
based on analysis of aerodynamics, performance, structure,
propulsion and noise

호버링 중 진동 및 충격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물품 하역이 가능한
Transport
Drone

수송 드론 제작 기술

Transport Drone production technology enabling safe loading
and unloading by minimizing vibration and impact during
hovering state

minimizing vibration during hovering state due
to the super-light aircraft frame design based on

60분 이상 비행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엔진 추진 시스템

SDR

자동 고정밀 이착륙 알고리즘 및 자동귀환 기술 설계, 제작

Design and production with automatic high-precision take-off
& landing algorithm and automatic homing technology

19

18

Vertical take-off & landing technology

Multicopter-type Cargo Drone System
(MCDS)

LIG 인사이트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메타버스에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일의 미래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매일경제신문이 이 회사의 메타버스

총책임자와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피트니스,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될 거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구글은 기업 임직원들의 협업 도구 ‘구글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계속 적자를 이어 나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아마존의 ‘AWS’와 MS의
마이크로소프트社 CEO 사티아 나델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으로
살펴본 변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으로 뛰어올랐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나요?
아!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해하셨던 적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래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왜 MS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됐는가?

﹡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실적이 악화됐는데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가?

﹡왜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세상을
지향하는가?

﹡왜 구글은 적자를 보는 클라우드 사업을 고집하는가?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일(Work)’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예전과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엄청난 에너지를 돈으로 바꾸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그럼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려볼까요?

WORK
글. 신현규(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애저’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3분기 50%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MS는
특히 오늘날 변화해 나가는 일의 개념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유연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 판매 전략이 잘 먹혀들어 가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3분기 전자상거래 매출이 3%밖에 늘지 않았어요. 게다가
관련 부문은 적자를 봤죠. 그런데 아마존의 대표상품인 클라우드
서비스 ‘AWS’의 매출은 39%나 급격히 늘었어요. 아마존은 그

이유로 코로나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들의 업무환경을 꼽고

있죠. 아마존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AWS가 올렸어요.
그러니 전자상거래 사업이 부진해도 아마존 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구글은 사업을 포기하고 않고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구글 클라우드
사업은 3분기에만 매출이 45%가 늘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낳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증가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고 있고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드를
섞어볼 차례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에 답해볼 차례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 나가고 있을까요? MS, 구글,
어도비, 메타 등과 같은 회사들이 바라보는 업무방식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社 CEO 사티아 나델라는 최근

자신들의 고객사인 영국 유니레버社 CEO 앨런 조프를 만났는데
그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요즘은 내가 회사에서 잠을 자는건 지 집에서 일을 하는건 지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ther I am sleeping at work, or
working from home)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도 비슷하게 힘든 상황일

거라고 짐작하고 자사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얼굴 보면서 일하고 싶어요.” (직원의 70%)
“사무실에 출근하기 싫어요.” (직원의 70%)

사티아 나델라 CEO는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고 이런 우아한 말로
표현을 하죠.

“이런 게 바로 하이브리드 업무의 역설(Hybrid Paradox)인 겁니다!”

MS의 자회사인 링크드인(Linkedin)은 기업 내 업무를 완전히

다 섞으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브리드의 역설 때문에

기업들은 업무에 필요한 인재들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기업들이 인재들을
필요한 곳에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했어요. 이 모델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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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도구들을
내놓고 있다. 단순히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일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협업의
기회를 확장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살펴본다.

MS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된 이유는 대표상품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같은 서비스들의 시장점유율이 높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구글 스페이스’처럼 사내 업무지식들을 쌓아서 활용하려는

좋은 문화 위에
좋은 사람과 좋은 기술을 입히는 것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사내

지식관리시스템(KMS)이라는 형태로 발전해 온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 영역으로

원격으로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해법은 바로

때문입니다. 이 제품이 널리 사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워크룸’이라는 가상현실 업무공간을 만들어서 대비해 나가고

진입하고 있는데 구글 직원들도 이런 기능이 정말 필요하기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메타) 같은 기업들은 ‘호라이즌

“옆 부서에서도 구글 스페이스로 일을 한데”

있어요. ‘스페이셜’이라는 스타트업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그래? 그럼 우리 부서도 써 볼까?”
구글의 새로운 업무도구 ‘구글 스페이스’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을 기능 중심으로 다시 묶어 보세요.
﹡기획을 잘하는 사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등 그리고 각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위의 ‘묶음’
속에서 유연하게 사람들을 빼서 쓰세요.

﹡핵심은 유연하게 (원격+대면으로) 사람들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내부 인재 분류를 직급, 부서 등으로 가를 것이 아니라

개별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심으로 다시 분류하고 필요한
업무에 따라 유연하게 사람들을 ‘원격+대면’으로 투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카드를 다시 섞으세요’라는 메시지인데

맥킨지의 조언대로 유연하게 회사 조직을 만든 곳들은 어떤 성과를
얻었을까요? 카드를 잘 섞은 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주주가치가 2.2배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링크드인社 CEO 라이언
로잘린스키도 맥킨지의 주장과 비슷하게 “많은 기업들이 카드를
다시 섞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 기업들이 조직

내부를 과거와 다르게 빠르게 바꿔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해야 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인재를 배치하는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조직적 몰입도를 높여라
구글은 어떻게 일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을까요? 구글은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퍼스트’라는 해답을 찾아가고

“계속 쓰다 보니 우리 업무의 모든 게 여기 들어 있어서 안 쓸 수가
없네”

“계속 쓰다 보니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알아서 업무정리를 해 주네.
안 쓸 수가 없네”

사용자들이 화상채팅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시각화 도구들을 사용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알로(allo.io)’

“계속 쓰다 보니 구글이 우리 업무를 파악하고 알아서 메일도 써

없어요!”, “환자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치료할 수가

구글은 ‘스페이스’ 같은 제품을 통해 원격과 대면 업무환경에서

칠판과 가상의 공장과 가상의 환자를 시각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주네. 안 쓸 수가 없네”

인공지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제까지 발매했던 제품들과 비슷한 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 구글 인공지능에게 언어를 학습시킴
구글 포토 -> 구글 인공지능에게 사진을 학습시킴

구글 어시스턴트 -> 구글 인공지능에게 음성을 학습시킴

구글 맵스 -> 구글 인공지능에게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학습시킴

구글 스페이스는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업무패턴을 학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맵스 등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인데 구글 스페이스도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업무의 미래는
시각화에 있다
MS나 구글과 달리 미래의 업무환경이 시각화에 있다고 보는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대면 환경에서

없어요!” 같은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가상의
사람들이 원격으로 볼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예 업무 시각화를 목적으로 칠판(화이트보드)에서 시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알로(allo.io)’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 이 회사의 제품은 줌(ZOOM)과 연동이 되었는데 사용자들이
화상채팅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시각화 도구들을 사용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어도비는 최근

‘Frame.io’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하나의 영상을 보고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도비가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 협업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1위가 된 엔비디아 역시

‘옴니버스’라는 메타버스 제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판매하고 있어요.
이미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옴니버스’라는 3차원 도구를 사용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은 모두 각자 기술의 도움을 빌려서
사람들이 일하는 현실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의 성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하는 방식’ 즉, 업무 문화이고, 업무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IT 기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시각화,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과
같은 IT 기술을 아무리 조직에 도입한다고 해도 기업 문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기술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돈, 권력, 눈치, 재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도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기업이란
좋은 문화 위에 좋은 사람과 좋은 기술을 입히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무 문화가 조성되려

하는 지금,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위대한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Big structural changes of ‘Work’

일하는 것과 비대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두가

The tremendous earnings gained by big tech companies such as Microsoft, Amazon and Google were stemmed from

원격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칠판을 보면서 같이 수업할 수가

of the companies who wants to change their work infrastructures in a very flexible ways after pandemic. But if you

같은 곳을 바라보는가 아닌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big structural changes of 'Work'. Their Cloud Services (Azure, AWS and GCP) are the main drivers of the transformation

없어요!”, “공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제품을 보면서 같이 개발할 수가

look more into their individual strategies, there are somewhat different points. MS is more emphasizing the flexibility

있어요. 대면업무와 원격업무를 혼합한 사무형태를 만들고

of work functions and it suggests the companies to “shuffle the cards” so they can easily find the talents out of the
employer’s pool. Google is focusing on AI technology to help its GCP customers to optimize their workers' labor

여기에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 사람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형태로

procedures. Adobe, Meta (Facebook) and other startups such as ‘Spatial’ and ‘Allo’ are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업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최근 발표한

visual cooperation in the era of remote work. There are many companies who tries to be ready in position to provide

‘구글 스페이스’를 살펴보면 지메일 옆에 업무공간이 하나 생기고

with better solutions to the corporate customers. Perhaps it would be the job of the corporate executives to change

거기에 ‘채팅(구글 chat)-문서 (구글 docs 등)-캘린더- 업무목록’

their culture based on new technologies in order to build the ‘new great companies.”
편집자 주)해외 고객들을 위해 기사 주요 내용의 요약본을 영문으로 제공합니다.

등이 한꺼번에 관리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해 그에 대한 이메일 기록, 채팅 기록, 미팅 기록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하나의 영상을 보고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Fram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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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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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하나의 폴더 안에 자동정리가 되는 거죠. 구글의 강점인
검색도 업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CULTURE & WAR

오각형의 독특한 모양 때문에 미국 국방부 청사라는 이름보다 별칭으로 더 유명한 펜타곤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핵심 군사 건축물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무용 건물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완공되어 격동하는 세계의
중심에서 미국의 군사 정책과 전략을 결정해왔던 펜타곤의 역사를 소개한다.
글. 이상미(이상아트 대표)

전쟁 업무 총괄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완공
펜타곤(The Pentagon)은 미국 군사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 청사로 육·해·공군과 통합 참모본부가 함께

The Pentagon
세계 최강 군사력을
상징하는

있다. 워싱턴 포토맥 강에서 왼편으로 1.2km 떨어져
있으며 위로는 알링턴 국립묘지, 아래로는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이 있다. 군인 2만 5,000여
명과 지원 인력 3,000여 명이 근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무용 건물이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육군을 담당하는

펜타곤의 건설 총감독을 맡은 미국 육군 브레혼 소머벨(1892~1955).
훗날 대장으로 전역했다.

전쟁부(War Department, 국방부의 전신)는 워싱턴
내셔널 몰에 있는 뮤니션 빌딩에 있었다. 뮤니션

빌딩은 링컨기념관 앞 호수 바로 북쪽에 있었는데,

옆에는 해군 본부가 자리했다. 2만 4,000명의 전쟁부

오각형 건물,
펜타곤

직원들은 워싱턴 내의 17개 건물에 흩어져 있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전쟁부의
규모도 커져 직원 수는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처음에는 건설 예정지로 알링턴 농장부지가 선정됐다.

건물이 필요했다.

설계됐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예상됐다. 이에 군 업무를 한곳에서 총괄하는 새

이곳은 길쭉한 오각형 형태로 이에 맞게 건축물이
층수가 높은 국방부 건물을 여기에 세우면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워싱턴 시가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쪽에 있는 워싱턴-후버 공항 부지로

변경했다. 건물을 새로 설계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존 설계를

마음에 들어 했기에 오각형인 구조를 유지한 채로

재설계를 하면서 1941년 9월 11일에 착공했다. 미

육군 브레혼 소머벨 준장이 총감독을 했으며, 레슬리
그로브스 대령이 건설 책임을 맡았다.

전쟁으로 부족해진 강철 대신 인근 포토맥 강에서
68만 9,000톤의 모래와 자갈을 가져오고 4만

1,000개의 콘크리트 말뚝을 포함해 건물의 내·외부가

만들어졌다. 펜타곤은 공식적으로 1943년 1월 15일에
문을 열었다. 높이 23m로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있으며, 총 복도의 길이는 총 28.2km에 달한다. 건물

면적은 116,000m²(35,090평)이며,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리는 중앙 안뜰의 면적은 21,000m²(6,120평)이다.

건물 크기도 크지만 방도 많아서 복도 총 연장길이가
무려 28Km나 된다. 그러나 놀랍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어 건물 내 특정 위치에서 어느 곳으로 가든

시간이 7분 이상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다. 펜타곤에는

화장실이 유난히 많은데 실제 필요한 숫자의 2배인 총

284개라고 한다. 건설 당시 펜타곤이 위치한 버지니아
펜타곤의 전경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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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법률에 따라 흑인과 백인용 화장실을 따로

냉전시대를 거치며
군사력의 상징으로 부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펜타곤을 퇴역 군인 관리를

위한 병원이나 대학 건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높은 수준의

군사 시설로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1947년 9월
미국 의회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군사 조직 개편을

주도하는 국가 안보법을 통과시키고 효율적인 군 정책
수립과 관리를 위해 육·해·공 3군을 통합하고 이를

총괄할 기구로 국방부를 설립했다. 펜타곤은 이를 모두
아우르는 정부 청사 건물이 됐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전시

가까이서 본 펜타곤 건물.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지어졌다.

상황인 펜타곤에 머무는 국방부 직원은 3만 3,000명에
이르렀으며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중요한 전략

U.S.
DEPARTMENT OF
DEFENSE

결정을 내리는 미국 군사력의 상징이 됐다. 196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1967년 2월 15일 2,500명으로 조직된
‘평화를 위한 여성 파업’ 단체는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집무실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해 10월
21일 약 3만 5,000명의 반전 시위대가 이곳에서 약
2,500 명의 연방군과 대치하기도 했다.

2001년 9월 11일 아메리칸 항공 소속 77번 여객기가
5명의 이슬람 테러범들에게 납치돼 펜타곤 서쪽의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컨트롤하는 중심

펜타곤 건축 공사가 시작된 날짜는 1941년 9월 11일, 9·11 테러 이후 복구가 끝난 날도 2002년 9월 11일이다.

펜타곤 건립 이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을
치렀다. 미 국방부는 국가의 군사 안보와 관련된 모든

4번과 5번 복도 사이에 있는 E동 건물에 충돌해

문제들에 책임을 진다. 국방부는 백만 명의 남녀

펜타곤 직원 125명이 숨지고 항공기 탑승객 59명이

현역군인으로 구성된 미합중국 군대를 운영하고

사망했다. 9·11 테러는 1812년 전쟁(1812~1815) 중

비상시에는 방위군으로 알려져 있는 150만 명의 주

영국과 캐나다인들에 의해 워싱턴이 불탄 이후 미국

예비군들이 미합중국 군대를 지원한다. 국방부 소속 약

본토에 대한 최초의 외부 공격으로 2,800 ~ 3,500여

73만 명의 민간인 직원들이 연구와 첩보 활동, 지도 제작,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미국은 이슬람

국제 안보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국가안전보장국은 미국

테러리즘과 전쟁에 돌입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하고

정부 활동을 지지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첩보 활동들을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오사마 빈 라덴이 2011년

조정·지시·수행하며 이 역시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미군에 의해 사살될 때까지 대 테러 전쟁을 벌였다.

국방부는 각기 독자적으로 조직된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펜타곤 건축 공사가 시작된 날짜는 1941년 9월
9·11테러 때 공격당한 펜타곤의 모습

4군 사관학교와 국방대학·합동참모본부 및 특수

11일인데 9·11 테러 이후 복구가 끝난 날도 2002년

전투사령부를 지휘한다. 국방부는 조약을 이행하고 국가의

9월 11일이다. 2008년에 개방된 펜타곤 추모공원은

외딴 영토를 지키며, 공중전에 대비하여 군대를 지원하기

테러 공격을 당했던 서쪽 건물 앞에 건설됐다. 5명의

위해 해외 병력을 유지한다. 비군사적 임무에는 홍수 방지,

테러범을 제외한 펜타곤과 항공기의 희생자 184명을

해양 자원 개발, 석유 매장량 관리가 포함된다. 펜타곤은

기념비 두 개와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국의 군사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펜타곤 추모공원에 희생자 이름들이 새겨진 기념비

군사시설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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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184개의 벤치로 구성됐으며 입구에는

공존을 위한 고민

늘푸른 상록수는 사시사철 싱그러움을 유지하면서 우리 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계절 내내 푸를 수 있을까?
그 이면을 고민해본 일은 없을 것이다. 쉼 없이 생명활동을 이어간 덕에 침엽수는 언제나 한결같은 빛깔을 보일 수 있다. 즉,
수분의 공급을 꾸준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있던 나무’인 침엽수가 절멸의 위기에 빠졌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 볼
수 있는 침엽수, 선선한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고산 침엽수’의 이야기다.
글. 박상욱(JTBC 기자)

죽어가는 나무가
보내는

한반도 내 고산 침엽수의 멸종이
다가온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 국립산림과학원이 2017~201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구상나무의 33%, 분비나무의 28%,

가문비나무의 25%에서 고사가 시작된 상태였다. 한라산의 경우

구상나무의 39%가, 지리산에선 25%의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가,

마지막 경고

소백산에선 분비나무의 38%가, 태백산과 청옥산에서는 35%의
분비나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한 번 고사가 시작되면

그 나무는 다시 되살아날 수 없다. 빠르게 죽느냐, 천천히 죽느냐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도 빠른 속도로 죽어가다 보니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다. 위성 사진을 분석해 고산 침엽수의
분포 면적을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중반 한라산의 고산 침엽수림
분포면적은 1990년대 중반 대비 30.5%기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기후 스트레스로
나무들이 죽어간다
지난 9월 초, 오대산 국립공원을 찾아보았다. 여전히 무더웠던

한낮 날씨였지만 산을 오를수록 기온은 뚝뚝 떨어져 18℃ 안팎

수준에 이르렀다. 멀리서 보았을 때 온통 푸른 녹음이 우거졌던

오대산이었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둘 말라죽은 나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곳의 주된 고산 침엽수로는 분비나무가

꼽힌다. 얼핏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파리 끝이 갈색으로

변한 나무, 잎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죽어버린 나무, 맥없이 뿌리째 뽑혀
쓰러진 나무까지 능선을 따라 우거진 분비나무들이 집단 고사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후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다.

기온이 오르고 비나 눈도 적게 오는 등 전에 경험한 적 없는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함께 산에 오른 전문가는 “사시사철
상록을 유지하는 침엽수에겐 겨울에도 충분한 광합성과 수분 공급이

설악산에서도 30.5%, 지리산에선 14.6% 줄었다. 고산 침엽수의
한반도 내 멸종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주로 살던 구상나무의 경우

‘Korean Fir’라는 이름을 가진 한반도 자생종이다. 한반도에서
사라지면 지구상에서도 사라지는 셈이다. 이미 지난 2013년

이 같은 고산 침엽수의 집단 고사 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 2년 전인 2019년 4월에도 같은 전문가와 함께 강원도

발왕산을 둘러본 바 있다. 당시에도 고산 침엽수는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10년 후면 모든 고산 침엽수가 고사 진행중인
상태이거나 말라 죽은 상태일 것”이라는 경고는 그 당시부터

나왔다. 한라산의 구상나무 집단 고사가 처음 알려진 것은 2013년,
알려졌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 것이다.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엔 ‘원 헬스(One Health)’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또 강조되고 있다. 인간과 동물, 자연환경 등 모든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다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고산 침엽수는 한반도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첫 번째 멸종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첫 사례에 어떤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선 시민 개개인의 관심도 중요하다. 가을, 겨울 친구나 가족들과
산행에서 “단풍이 이쁘구나”, “상록수가 참 푸르구나” 하는 감상도

좋지만, 그동안 미처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침엽수의 병든 모습도

눈여겨본다면 어떨까? 사시사철 녹음을 유지하며 생장하기 위해 애쓴
침엽수를 보듬어야 할 때다.

돼야 기본적인 실태 조사도, 보존 계획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종이 아닌데 멸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생태 시스템의 일원으로 다른 생명체와 고리를 이루고 살아간다. 이는
등산하며 바라보는 어떤 나무 한 종류가 사라지고, 우리가 먹는 어떤
한 종류의 작물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일인 셈이다. 엄밀히 따지면,
생태계는 일방향의 ‘사슬’이 아닌 ‘그물망’과도 같은 형태를 띤다.

A라는 식물이 사라졌을 때 단순히 A만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A와 함께 살아가던 다른 B, C 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결과를,

A나 B나 C 식물을 먹고 사는 D라는 동물이나 E라는 곤충이 사라지는
결과를, D라는 동물 덕에 그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던 F라는
동물이 급증하는 결과를 연쇄적으로 불러온다.

일례로 기후변화로 인해 이처럼 나무가 집단으로 고사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는 행위는 여러모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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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구상나무)과 설악산(분비나무)의 집단 고사도 2016년 처음

수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인간의 입장에선 ‘신종 감염병’이 등장하는

찾아볼 수 없다. 멸종위기종 분류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분류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먹이사슬’ 수준의 연결고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대로 기후변화를 오롯이 온몸으로 맞는 중인 셈이다.

동물에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올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서 구상나무를

눈은 봄철까지 쌓여서 상록수의 수분 공급원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쌓였다면 최근엔 이틀 안팎이면 다 사라져버린다. 고산 침엽수는 말

동물과의 만남에 그칠까? 그 동물이 갖고 있던, 하지만 정작 그

등급 가운데 가장 위험한 절멸(EX, Extinct) 등급이었다. 하지만 2021년

멸종이 갖는 무게감은 상당하다.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은 거대한

눈이 많이 내리지도 않는다. 또 과거에는 한 번 내린 눈이 1주일 넘게

없던 동물마저 점차 인간과 마주칠 일이 많아진다. 단순히 못 보던

세계자연보전연맹은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총 9개

필수”라고 설명했다. 연평균기온 10도 안팎의 기온에서 살아가는

고산 침엽수에게 한반도는 너무 더운 땅이 됐다. 또한, 한겨울 내린

결과를 부른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면 평소 인간과의 접촉이

트렌드 톡톡

나는 왜
늘
시간에 쫓길까?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한다’는 개념은 똑같다.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의 양을 가늠하고
시간을 배분하는 능력은 업종과
지위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시간관리
비법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다.
시간관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일상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글. 편집실

check list

나는 시간관리를
잘하고 있을까?

시간관리를
위한
자가진단

□ 마감시간에 자주 쫓기는 편이다.
□ 목표를 세우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주변 사람들에게 ‘바쁘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 한 주에 절반 이상은 야근을

1단계.
내 시간은 어디서 새고 있을까?

3단계.
미루지 않는 습관 들이기

업무 시간에 불필요하거나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하는가? 인맥 관리라는 명분으로 이

구체적인 스케줄을 정리했다 해도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업무

동료와 메신저를 하는가? 이 질문에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특정한 날을 잡아서 동선을

과제를 먼저 해결하면 스트레스가 줄어 나머지 일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해야

부서 저 부서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추적해보자. 업무 처리 시간과 자투리 시간에 하는 일, 한 가지 일을 중단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행동을 시간대별로 꼼꼼히 기록해 보자. 사용 시간을 적을

때마다 죄의식을 느낀다면 낭비하는 시간을 추적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시간 관리의

첫번째 단계는 불필요한 요소를 찾고 늑장을 부리는 습관을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한다.

□ 시간이 나면 해야지 하다가 못한
일이 많다.

□ 자기계발을 위해 거의 시간을 못
쓰는 편이다.

시 가장 중요한 일 또는 내키지 않는 일을 먼저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려운

□ 휴가를 보내고 나면 더

할 업무마다 시한을 정해 계획한 시간 안에 끝내는 습관도 필요하다. 이때 급작스러운

□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 때리는

준비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 가지 일에만 전력을 다하는 것이 좋다.

□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 한다.

요청이나 부탁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업무가 도중에 중단되면 다시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일을 하고, 메일로 답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비슷한
업무는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한다. 다음날 할 일에 대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퇴근하기

피곤하다.

시간이 많다.

□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

전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관련 자료를 꺼내서 비치하고 해야 할 일을 파악하는

□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한 주간

물리적인 시간이 절약돼 다음 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 헬스클럽, 학원 등을 등록해놓고

등 간단한 사전 작업만으로도 다음 날 출발이 달라진다. 준비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못 간 적이 많다.

□ 종일 피로를 느낀다.

□ 수첩이나 다이어리를 쓰긴
하지만 대부분 비어 있다.

□ 메일 확인과 업무 전화로 오전이

2단계.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
새는 시간을 추적했다면 목표와 중요도에 맞게 업무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해야

할 일을 펼쳐 놓고 위 표를 기준으로 세부 영역을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한 네 가지

영역에서 A를 먼저 처리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D 영역의 업무는 취소하거나
연기해 낭비되는 시간을 확보한다.

문제는 B와 C이다. 보통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라서 C를 먼저 처리하는데,
시간 관리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려면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C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업무를 축소하고, B와 A를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7개 이상
한숨이 절로 나오겠지만 거의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종이와 연필을 늘
휴대하고 메모(기록)부터 시작해보자.
5개 미만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정리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을
한 개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자.
2개 미만
시간 정리를 잘하고 있다. 완벽하게
하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만들려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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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처리하는 것이다. B의 경우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다 지나간다.

NEWS ROOM

LIG BOARD:)

독자와 함께 만드는 근두운

Quiz, Quiz!
LIG넥스원, 콜롬비아 방산전시회 참가

LIG넥스원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Expodefensa 2021’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최첨단 방공망 체계 △수상·수중 유도무기 △소나
△탐색레이더 △전투체계 등 전략제품군을 소개했다.

2021 DECEMBER

콜롬비아는 무기체계 노후화, 주변국과의 긴장 고조 등으로

자체 방산역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LIG넥스원은 중남미
시장개척을 위해 수주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생산성경영시스템’ 국내 최고 ‘레벨 8’ 획득

LIG넥스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생산성경영시스템(PMS) 심사에서 국내 최고 ‘레벨 8’을

획득했다. PMS 인증제도는「산업발전법」제30조에 근거를

둔 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이다. 기업 경영시스템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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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호 문제
1. 제1회 육해공사 호국보훈 라이딩 참가자들이 첫날에 방문한 현충시설은 누구를 기리기 위한
공적기념비일까요?

수준을 진단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생산성 향상과제를 제시해
체계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LIG넥스원은 PMS 인증 현장심사에서 △리더십 △혁신 △고객

△측정·분석 및 지식관리 △인적자원 △프로세스 범주에서 레벨
8을 획득했다. 특히 우주항공, AI 등 방산과 민수 전 분야에 걸친
적극적인 투자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통합솔루션 제시에
대한 비전을 인정받아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2. 제1회 공동 테크데이 행사에서 감시정찰 판정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패턴을 인식하는 AI
기술개발을 주제로 발표한 스타트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휴세코, 나폴리 퀴진느 테라코타 오픈

SW 개발 문화 조성을 위한 ‘2021 SW 개발자 성과공유회’를

우다움에 이어 이탈리아 음식점 ‘Terra Cotta’를 선보였다.

LIG넥스원은 판교하우스에서 SW 성과물 공유 및 개방적인

개최했다. 지능형SW연구소 주관으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성과공유회는 아키텍처 설계 및 공용 SW
모듈 개발과 관련해 제출된 총 58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우수 성과물이 심사 대상이 됐다. 5일간 진행된 심사 및 토의

결과 지능형SW연구소.사이버전연구팀 홍수연 수석연구원의
‘NCR(Nex1 Cyber Ranger) Architecture Refactoring’과
C4I연구소.1팀 부성춘 수석연구원의 ‘GPS/SBAS 알고리즘

공용모듈’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 총 16건의 우수 성과물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휴세코 식음사업본부 F&B사업팀은 숙성한우구이 전문점
‘Terra Cotta’는 자연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한 식문화공간이다. 인공
조미료와 화학 조미료 사용을 배제하고 친환경 농장에서

자연방사한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정란을 비롯한 농산물과
까다롭게 선정한 산지에서 재배한 허브와 계절 채소 등을

사용하고 있다. ‘Terra Cotta’는 고객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Terra Cotta’ 매장은 용산 아이파크몰과 광명 AK몰에 위치하고 있다.
용산점

32

광명점

02-2012-072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아이파크몰 테이스트파크 7F
02-899-0722

경기 광명시 양지로 17 AK Plaza 4F

사보 제호 사내 공모
근두운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2022년 ‘새 얼굴, 더 새로운 LIG’와 함께
사보 <근두운>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LIG에 어울리는 사보의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주세요.
LIG 임직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1. 근두운 웹진 (geunduun.com) 팝업 클릭 →
제호와 선정 사유, 참여자 정보 입력 → 제출
2. 응모기간은 12월 24일까지입니다.

3. 제2차 세계대전 때 완공되어 격동하는 세계의 중심에서 미국의 군사정책과 전략을
결정해왔던 오각형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11월호 정답
1. INNOVATION 2. 200 3. 시드볼트

온라인 SW개발자 성과공유회 실시

Event

#지난호 당첨자
치킨+콜라 세트(3명)
김*연(hyki~)님, 유*채(ksyo~)님, 손*주(minm~)님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5명)
김*영(jiyo~)님, 장*정(jang~)님, 정*기(ckje~)님, 방*연(hyoy~)님, 이*연(jyle~)님
스타벅스 커피(5명)
문*준(kyeo~)님, 심*형(aill~)님, 안*현(jeon~)님, 온*움(saew~)님, 이*호(hoh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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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0일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1월 17일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1월호에 게재됩니다.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3. 내
 부 심사 후 당선작을 선정하고 발표 관련 안내는
차후 별도 공지합니다.
*본 이벤트는 LIG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물
당선작(1인)
우수작(3인)
가작(3인)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외식 상품권 10만원
몰스킨 2022 다이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