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Innov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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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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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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LIG 비전선포식이 개최됐다. ‘새 얼굴, 더 새로운
LIG’를 주제로 진행된 선포식에서 비전과 새로운
CI가 공개됐다.

LEADING LIG

02

LIG가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OPEN TALK
새 얼굴, 더 새로운 LIG
-LIG 비전선포식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 얼굴, 더 새로운 LIG’에

08

LIG人들의 일과 삶

추구하는 Leading Innovation Group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Seoul ADEX 2021에서

LIG넥스원은 방산과 민수 분야를 아우르는 첨단
기술과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200kg급 수송드론,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K-방산을 선도하는
LIG넥스원의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LIG NOW 1
민수와 국방을 아우르는
미래 기술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다
-ADEX 2021 성황리에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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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기술과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

12

LIG NOW 2
2021 LIG 넥스원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外

14

LIG WAVE
사운드 기반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코클리어닷에이아이

16

LIG MOMENT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지휘통제통신체계
-BTCS, TMMR

웹진 근두운 바로가기
www.geunduun.com

14

음성 이외 모든 종류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코클리어닷에이아이는 소나 체계와
수중감시 체계 분야에서 LIG넥스원과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

18

산업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26

시드볼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전쟁 및 핵폭발과 같은 지구 대재앙으로부터
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터널형 영구저장시설이다.

18

아직은 낯설고 갈 길이 멀어 보이는

LIG 인사이트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다양한 솔루션의 등장

26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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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LIG

LIG人과 독자들을 위한 읽을거리
메타버스지만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실제로

내놓고 있습니다. ‘컬처앤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불리는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에 깃든 과거의 영광과 내전의 상처를

따라가봤습니다. 지구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대재앙으로부터 식물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대판 노아의 방주,
시드볼트를 소개합니다.

CULTURE & WAR
과거의 영광과 내전의 상처를
간직하고 잠들다
-앙코르 와트

공존을 위한 고민
현대판 노아의 방주,
시드볼트

이달의 아이템
다시 찾은 일상,
문화의 향기 속으로

OPEN TALK

One Team,
One Spirit으로
Value up
Build up
Jump up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모아 One Team, One Spirit을 통한
더 새로운 LIG를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하나로 모일 때

더 새로운 LIG는 대한민국을 밝히는 거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3가지를 추구할 것입니다.

첫째, Value up, 경쟁력을 제고하여 현재 사업의 가치를 높이고
둘째, Build up, 첨단·미래 기술 기반으로 신사업을 개발하며

셋째, Jump up, 외부 기술 도입으로 혁신하여 시장의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기술과 혁신은 LIG의 세 가지 사업영역,

새 얼굴, 더 새로운 LIG, OPEN CONNECT PLAY’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비전선포식

새 얼굴, 더 새로운 LIG
OPEN CONNECT PLAY
LIG 비전선포식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LIG
LIG는 새로운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과 ‘Leading Innovation Group’이란 슬로건을 기치로 내걸고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3가지 메인
키워드(Value-up·Build-up·Jump-up)를 전략 과제로 설정했다.

2021년 11월 2일 LIG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기술력과 혁신으로 흔들림없이 자리를
지켜온 LIG는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개방과 긍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걸음을 시작한다.

강화, 기술기반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혁신·투자 Vehicle 확보
등 체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방’은 열린 자세와 사고로 창의적 해법을 도출한다는 의미이다.

업그레이드하는 Build-up,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CVC와 OpenInnovation 등 Outside-In 혁신을 바탕으로 사업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Jump-up이 전략 과제로 도출됐다.

단기적으로는 조직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익 중심 경영을 지속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출거점 시장에 대한 전략제품 확대와 다양한 미래 산업
‘새 얼굴, 더 새로운 LIG’는 Defense, Technology, Service 세 가지

더 새로운 미래, 더 새로운 LIG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여러분의 꿈이 LIG의 꿈이며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더 새로운 LIG를 위한 여러분의 위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구본상

구본상 회장이 비전선포식에서 임직원들에게 메세지를 전했다.

‘긍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LIG가 영위하는 핵심사업 Defense, Tech, Service 각 분야에서

NEW CI STORY
새로운 CI에 담긴 의미

‘개방’은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제가 된다. 기존의 관행과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를 과감히 없애고, 오직 LIG의 기업명 자체에만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이다.

무게감이 확연히 느껴지는 두꺼운 획의 서체는 축적된 전문성에

경험, 업무 방식을 뛰어넘어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긍정’은 열정과 자신감으로 끝까지 목표에 도전한다는 의미이다.

목표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조직문화는 LIG가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속에서도 지속적 성장을 일궈낸 밑바탕이었다.
‘긍정’의 핵심가치는 앞으로 어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성공과 비전을 달성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초점을 맞춰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기업의 정체성을 전한다.

기반한 LIG의 안정성과 고객의 신뢰감을 표현하며, ‘L’과 ‘G’의 사선
포인트는 우리 기업이 나아갈 혁신의 방향과, 이를 통한 미래로의
성장을 의미한다.

또한, 다크 블루와 그레이 컬러를 적용하여 LIG의 첨단 기술과 미래적
기업 이미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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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퍼스트 무버이자 시장 선도기업으로 앞장서겠다는 전략이다.

지금이야 말로 여러분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때입니다.

LIG의 핵심가치는
‘개방’과 ‘긍정’

휴세코 등의 계열사는 신성장 비즈니스 모델로 신규 파이프라인을

5G·자율주행·소부장 등 신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해 기술역량 전반을

현실이 될 것입니다.

큰 축을 사업 기본 골격으로 구성하고 방산·서비스 분야 성장 및 내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비전 실현을 위한 LIG 핵심가치로 ‘개방’과

구축해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Value-up, 신규시장 트렌드를 주도할

우리들의 LIG, Leading Innovation Group은

정리. 편집실

LIG 주력 계열사인 LIG넥스원은 국방 분야에서 쌓아온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내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고 LIG시스템,

즉, Defense, Tech, Service를 통해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새 얼굴, 더 새로운 LIG를 위한 MOVEMENT

VALUE UP

BUILD UP

JUMP UP

현 사업의 안정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사업을 개발하며

외부 기술과 역량 활용 등의
혁신을 통해
성장력을 강화한다.

2030, 더 새로워질
LIG는 우수한 첨단 기술력과 혁신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Anchor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미래 사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 방산·서비스 분야 성장 및 내실 강화
+ 기술 기반 미래사업 발굴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 혁신·투자 Vehicle 확보

05

04

새로운 LIG를 위해 함께 실행하고 도전하고 성공하자”는
당부를 전했다.

영상 시청이 끝나고 계열사 대표이사와 영리더들이 새로운
로고로 제작된 배지를 서로에게 달아줬다. 구본상 회장과

㈜LIG 최용준 대표이사가 LIG 상징기를 힘차게 흔들면서 1부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 과정은 각 사별 사업장에도
실시간 중계로 송출되어 LIG 구성원들이 함께 시청했다.

참석자들은 오아시스홀로 이동해 축배와 떡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판교하우스 1층 LIG넥스원

홍보관을 돌아보는 것으로 비전선포식 일정은 종료됐다.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탄탄한 기술력과 놀라운 혁신으로
흔들림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LIG는 이제 개방과 긍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새

얼굴, 더 새로운 LIG’를 마음에 담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찬
위. 계열사 대표 이사와 영리더들이 새로운 LIG 배지를 서로에게 달아줬다.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아래. 구본상 회장과 ㈜LIG 최용준 대표이사가 LIG 상징기를 힘차게 흔들었다.

비전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한 계열사 대표이사와 영리더들

LIG 비전선포식
현장 스케치

2021년 11월 2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넥스원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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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 구성원들이 함께
LIG의 새 출발을 지켜보며 축하를 전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Leading Innovation Group,
LIG로 새로운 시작
㈜LIG 류재욱 매니저와 휴세코 박정은 매니저 사회로
진행된 비전선포식 첫번째 순서는 ‘LIG 비전’ 영상

시청이었다. 새로운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과 슬로건 ‘Leading Innovation

Group’이 영상을 통해 발표됐고 계열사 별로 선정된 6인의
영리더들이 직접 등장해 Defense, Tech, Service 3개

분야의 사업 영역과 비전 선포에 따른 각오를 전했다.

비전을 담은 새로운 LIG 로고가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LIG넥스원, LIG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휴세코, 화인,
영상으로 공개됐다.

구본상 회장은 “창업 이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LIG와 함께 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하고 “미래는 오늘의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가에 달려 있으며 새로운 비전이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새로운 비전 아래 ‘One Team One Spirit’으로 더

Defense

Tech

계열사 임직원들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도 함께 송출됐다.

Service

LIG넥스원 김병만 매니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로
국가전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늘 자긍심을 느낍니다.

LIG시스템 원종욱 매니저
국방사업, 정부공공시설,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ICT 기술력으로 인력을 절감하고 작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IG만의 특화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솔루션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LIG넥스원 김재현 선임연구원
수익 중심의 경영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미래 무기체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으로 우뚝 설 LIG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최원응 연구원
LIG는 다양한 이동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며 5G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를 대중화시키는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스마트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휴세코 박정은 매니저
LIG는 시설운전 및 유지, 환경미화,
보안관리, 푸드서비스 등 Detail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친환경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과 개인,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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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부터 코로나로 전 세계 대부분의 에어쇼와 방산전시회가
취소 또는 축소 개최되는 와중에도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ADEX 2021은 전시 규모를 확대해서 개최됐다. 총 28개국에서

ADEX 2021 성황리에 폐막

민수와 국방을
아우르는

44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전시기간 동안 총 12만 명의 방문객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은

위성항법시스템(KPS), 수소연료전지 기반 대형 카고드론, 장사정포

사업비 3조 7,234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KPS가 도입되면

서울공항을 찾았다. LIG넥스원은 ADEX 2021에서 한국형
A홀에 위치한 LIG넥스원 부스 전경

우주 경제 시대의
새 장을 여는 KPS

요격체계를 중심으로 민수와 국방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미래 기술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

총 8기의 위성으로 구성되며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총

자율주행·도심항공·사물인터넷·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LIG넥스원은 2006년부터 국내 최초로 위성 탑재 초정밀 영상레이더
SAR(Synthesized Aperture Radar) 개발을 시작했고 현재

미래 기술 통합 솔루션
선보이다

실용위성급 탑재체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위성통신단말,

전자광학(EO), 적외선센서(IR) 등 KPS의 기반이 되는 핵심 구성품과
솔루션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KPS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핵심,
수송드론
LIG넥스원은 민수와 국방 분야를 아우르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Korean Cargo Drone 200kg)을
선보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수송드론의 자부심을 담아 ‘KCD-

200’으로 명명된 이 제품은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PAV,

Urban Air Mobility Personal Air Vehicle)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년 200kg 수준 고중량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이 완료되면 UAM과 연계한 상용화는 물론, 군용
수송드론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SEOUL
ADEX 2021

정리. 편집실 사진. 김수홍

브리핑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임직원들의 열정 덕분에

ADEX 2021도 무사히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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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은 지난 10월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21, 이하 ADEX 2021)’에 참가해 유도무기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수송드론 등
방산은 물론 민수 분야까지 아우르는 첨단 기술과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

LIG넥스원 부스에 방문해 김지찬 대표에게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첫 선

‘K-방산’을 선도하는
LIG넥스원

대한민국 유도무기의 명가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형

10월 20일 열린 ADEX 2021 개막식에 FA-50 비행기를 타고 등장한

선보였다. 국방과학연구소 시제 업체로 신궁, 해궁, 천궁, 천궁-

지키는 책임 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방위 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모형을 처음으로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을 독자 개발해 항공 분야 세계

II, L-SAM 등 다수의 대공 유도무기 체계 개발 및 양산에 참여해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온 LIG넥스원은 유도무기 체계 통합 역량, 교전통제, 정밀 추적
등 독보적인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서 국가 중요시설 및 군사 보안시설 등을 방호하는 첨단
요격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강선영 사령관도 LIG넥스원 부스를 방문했다.

축사를 마치고 전시장을 둘러보던 문재인 대통령은 LIG넥스원
부스에도 방문해서 김지찬 대표에게 브리핑을 받으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관심을 보였다.

전시 기간동안 LIG넥스원 부스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았다.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소요군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해외 군 관계자와 방산업체들이 미팅을 갖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 해외 군

다양한 첨단 제품군을
선보여

관계자들은 130mm 유도로켓, 비궁 등 수출형 유도무기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는 “종합방위산업체로서 LIG넥스원이

이외에도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과 민수를 아우르는 미래

진행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무기와 지난해 시제 납품이 진행된

기술 통합 솔루션을 국내·외 고객 및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서울

통합전자전체계(EW Suite) 등 한국형 전투기(KF-21) 탑재 무장체계

ADEX 2021’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K-방산’의 위상을

및 항공전자·전자전 장비 등도 공개했다. 또한 홍보전시관을

더욱 높이고 첨단 무기체계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공/우주, 핵심사업, 미래전장, 수출, 항공무장 5개 존(ZONE)으로
구성하고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 ‘천궁-II’,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차량형 대드론 방호시스템’,
‘근력증강로봇’ 등 다양한 첨단 제품군을 국내·외 고객에게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선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 군 관계자들이 LIG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곡예비행을 선보인 블랙이글스의 모습

수소연료전지 기반
카고드론

전시회 마지막 날에는 일반 방문객들도
ADEX 전시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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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IG 넥스원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LIG넥스원이 2021년 신입 및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유도무기, 비 유도무기, 생산기술·지원 3개 분야에서
진행되는 2021년 공개 채용은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2022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정리. 편집실

2021 LIG넥스원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세부 모집 부문은 채용안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지원자격
공통
·정
 규 4년제 대학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로 2022년 1월부터
근무 가능자 (경력사원은 2022년 1월 중으로 입사일자 협의 가능)
·병
 역 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여행(또는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취
 업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
신입
·공
 인 어학성적 구비(유효기간: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권병현 C4ISTAR사업부문장
항공우주산업 발전 공로로
산업포장 수상

※T
 OEIC 600, TOEIC Speaking 110, TOEFL 57, TEPS 476(New TEPS 255),
OPIC IM등급 이상
※ 영미권대학 졸업자는 어학점수 제출 불필요

·학
 위별 평점 평균 3.0 이상 (4.5 기준)
·전
 문연구요원 지원 가능

LIG넥스원 권병현 C4ISTAR사업부문장이 10월 22일

경력
·관
 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경력 3년 미만인 경우 신입으로 지원
※ 박사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는 경력과 무관하게 경력으로 지원 가능

전형절차

오픈카톡 채용 상담회,
온택트 화상 상담회 진행
공개채용 모집 분야는 유도무기(A, B, C, D, 탐색기, 유도무기),
비 유도무기(전자전, C4I, IPS, 기계, 레이더, 무인체계, 위성,
전자광학, 지능형 SW, 항공드론, 해양A, 해양B, 해양C),

생산기술·지원이다. 공통 자격 조건은 4년제 대학 기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2022년 1월 근무 가능자)로, 신입은

TOEIC 기준 600점 이상 어학 성적 보유자(영미권 대학 졸업자는
어학점수 제출 불필요), 학위별 평점 평균 3.0이상인 자(4.5만점
기준), 3년 이상 경력 보유자다.

LIG넥스원 채용 관련 부서에서는 오픈카톡방에서 LIG넥스원

현직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오픈카톡 채용 상담회’,
화상회의 도구인 ZOOM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택트 화상
상담회’를 진행해 구직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류전형과 코딩테스트, AI 역량검사를 거쳐 실무진의 1차 면접,
2022년 1월에 입사하게 된다.

※ 각 전형별 세부일정 및 진행방법은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SW분야 지원자 중 신입은 코딩 테스트 실시 예정
※방
 위산업체 채용 예정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됨
※ 입사일자는 채용전형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기타

·입
 사지원서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또는
입사 이후 자격 미확보 및 상실하는 경우는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
 원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 절대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
 도무기 - 영업직무의 계약직 기간은 1년이며, 계약만료 전 성과/역량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계약 연장을 결정함.
·전
 형단계별 결과는 E-Mail 및 SMS를 통하여 안내하오니 E-Mail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는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채
 용관련 문의:
[LIG넥스원 채용담당자]
신황우 매니저(shinhw81@lignex1.com),
허은지 매니저(heunji1020@lignex1.com)
[생산기술/지원분야 담당자]
황병수 매니저(byungsu.hwang@lignex1.com)
채용 홈페이지
·카
 카오톡 플러스 친구: 넥스원채용
바로가기

노스럽그루먼社와
한국형 합동감시표적공격레이더
체계(JSTARS-K)
구축 관련 업무협약 체결

LIG넥스원은 지난 10월 2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ADEX

2021)’ 현장에서 권병현 C4ISTAR 부문장과 노스롭그루먼
재니스 질츠(Janice Zilch)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합동감시표적공격레이더 체계(JSTARS-K)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인트스타즈(JSTARS-K)는 고도 9~12km 상공에서

북한 지상군의 지대지 미사일,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항공우주산업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항공우주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은 항공우주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산업이자 국가 미래 성장산업임을
알리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항공우주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권병현 C4ISTAR사업부문장은 LIG넥스원에서 연구개발,
구매,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해왔다. 항공/드론, 우주감시,
위성 등 최첨단 분야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 미래기술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LIG넥스원
고정환 팀장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감시하고 한 번 비행하면 11시간가량 공중에 머무는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중

전장관리 지휘통제(BMC2)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
메인 플랫폼 업체는 노스롭그루먼이 맡고 LIG넥스원은
협력업체로 참여한다. 노스롭그루먼社는 △고급 기술
△소프트웨어 △주요 시스템 통합 △고급 센서·임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해 위험도가 낮은 공중

BMC2 기능을 제공하고 LIG넥스원은 센서·항공전자장비
중심으로 기술협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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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2차 면접으로 전형과정이 구성됐으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 - 코딩테스트 - AI역량검사
1차 면접전형(실무진)
2차 면접전형(리더)
신원조회 및 채용검진
최종합격 입사(2022년 1월)

ADEX 2021 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2021년

LIG WAVE

사운드 기반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코클리어닷에이아이 한윤창 CEO

음성이 아닌 소리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음악오디오연구실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음악과 오디오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 주제로

박사 과정을 졸업한 한윤창 CEO는 함께 했던 동료들과 2017년

‘코클리어닷에이아이(이하 코클)’를 설립했다. 코클은 소리에 담긴
상황이나 감정 등 비언어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사운드 기반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코클은 음성 이외 모든 종류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사람의 비명, 화재 경보 등을 학습해 위험한
소리가 들리면 보안시스템 및 청각장애인에게 알리는 솔루션,

휘파람이나 박수 같은 비언어적 명령으로 IoT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감각기관을 모방하는
것이다. 시각 정보를 다루는 인공지능 분야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청각 정보는 주로 사람 음성을 알아듣고

수집하고 있다. 극지연구소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코클의 사운드

다름없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웠을 때 내는 알람, 전기포트에서

수중감시 체계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환경음 관련 연구는 미개척지나

끓은 물이 수증기를 내뿜는 소리, 가끔씩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등

환경음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일상 생활의
소리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알아듣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듣고 고장 발생을 예측해
정비소에 점검 일정을 잡거나, 휘파람 소리로 집안의 조명을 끄는
일을 사운드 AI 솔루션이 할 수 있다.

사운드 AI 기술의
방산 분야 적용 가능성
코클은 주변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운드 AI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한 위급상황 감지 솔루션을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로 제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청각인지능력을 모방해 모든
소리를 이해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전자, 자동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LIG넥스원에는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막연하게 저희 기술을

글. 편집실 사진. 김수홍

다행히 관심있게 봐주셔서 미팅을 하고 저희가 보유한 기술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LIG넥스원에서 소개한 극지연구소와
함께 수중 음성에 대한 사운드 AI 기술 적용을 주제로 협업을 위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지의 대기, 해빙, 해양, 생물자원
변화를 통합 관측하고 평가하기 위해 극지에서 발생하는 소리들을

있다.

벤츠도 주목한
사운드 AI 기술
코클은 창립 4년차를 지나 스타트업 시리즈 A 투자까지 유치했으며

지금은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다음 단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있다. 확장기에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형 인재 유치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2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벤츠 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 벤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코클의 기술을 적용하는 협력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자율주행차는 왜 보기만 하고 듣지는 못할까 하는 생각으로 해커톤
대회에 참여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다임러 그룹이

진행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초청받아서 MBUX에 저희 기술을
적용하는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차후에는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레이더나 라이더로 감별하기 어려운 정보도 소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공동 창업자들과 논의와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지금은 다른 기업들과 만남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영감과 사업 기회를 발견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시장의 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디오 인식 분야에서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한 코클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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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서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이미지 인식에 비해 오디오
인식은 아직까지 음성 인식에 크게 치우쳐 있다. 이미지 분야는
글자 인식을 넘어 점차 사람과 같은 시각 인지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데, 오디오 인식 활용은 왜 음성 인식에 그치고 있을까?
코클리어닷에이아이는 이 의문으로부터 시작됐다.

방산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AI 엔진을 이용해 수중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소나 체계와

LIG MOMENT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지휘통제통신체계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무인체계, 미래기술, MRO에 이르는 LIG넥스원의 사업영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무기체계의 주요 특징과 적용된 첨단 기술을 알아보는 LIG Moment. 여덟번째 시간에는 복잡한 현대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지휘통제통신체계인 포병사격 지휘통제체계 BTCS와 전투무선체계 TMMR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리. 편집실

BTCS와 TMMR

BTCS는 포병대대 사격 제원 생성, 처리, 상황

도시를 위한 전술 지휘 시스템으로 전술통제기,
전원변환장치, 통신단자함, 운용단자함으로

구성된다. 포병대대 운용 간 대대·포대급에서

사용하는 사격지휘체계로 상급부대(ATICS)로부터
사격 요구, 접수를 받아 표적탐지레이다,

기상측정장비, 자동측지장비 등 표적 및 기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사격제원을 산출하고 명령을

하달한다. 대대에서는 사격지휘기능, 제원처리, 상황
도시 등을 수행하며 포대에서는 포대 단독 임무 및
유사 시 대대 대행 임무를 수행한다.

Tactical command system for specification

포병제대 운용 간 사용하는 전술 지휘 시스템

production, processing, status display, which

포병사격 지휘통제체계 BTCS

consists of tactical control computer, power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converter, communication terminal box, and
operation terminal box. As a fire command
system used at battalion or artillery battery unit
during operation of artillery battalion, BTCS, as
per request from ATICS, collects information on
target and weather from the target detection

주요 특징 Main Feature
Target

Management

Apply

system, etc., calculates fire data, and issues a

전투무선체계 TMMR

다양한 차량에 탑재해 운용하며, 헬기형(Airborne)은

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운용하는 장비이며, 차량형(Vehicular)은 군의

회전익 항공기 탑재용 장비이다. 해군용 TMMR

송수신기는 19인치 표준랙 구조가 적용되었으며
HF대역용 송수신기와 UVHF대역용 송수신기로

구분된다. 군 함정 종류, 크기, 운용 목적에 따라 최대
4채널까지 송수신 채널을 구성해 운용할 수 있도록
부수장비들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사격지휘 및 표적분석

사격제원 계산 및 하달, 부대 및 탄약 등 정보관리

etc., and artillery units performs own mission, and

Tactical multi-band multi-function radio for real-

acting mission for battalion when necessary.

time command and control or C4I. Manpack for

Fire command & target analysis

Calculation of fire data, issuance of command, and

표적정보, 아군·적군 위치, 전술상황 등 도시

fire commanding, data processing, status display,

the army is for portable operation by soldiers,

Frequency

운용 주파수: HF, VHF, UHF 대역 운용

Operating Frequency: HF/VHF/UHF-band operation

기존 무전기 상호운용 가능(PRC-950K, PRC-999K, ARC-232 등)
Support

및 IP 통신 지원

Interoperable with existing radios
(PRC-950K, PRC-999K, ARC-232, etc.)

airborne type is mounted on rotary-wing aircrafts.

Ad-hoc 기술을 통한 자동중계 기능으로 작전 수행 반경 확장,

TMMR transceiver for the navy adopts the 19inch standard structure, which is classified into

foe, tactical status, etc.

HF-band transceiver and UVHF-band transceiver.

(개발 시)현용 모든 화포에 적용

Besides diverse incidental devices are provided to
configure up to 4 transmission/reception channels
according to the type, size and purpose of each
warship.

Strength

IP기반 음성/데이터 Ad-hoc 네트워크 통신, LINK-11연동 지원

Extended operation area through automatic relay capability by
Ad-hoc technology

SDR

SCA 기술 기반 SDR 무전기

SDR radio based on SCA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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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developed)

주요 특징 Main Feature

vehicular type is mounted on diverse vehicles, and

Display of target information, location of friend and

To be applied to all the artillery in use

전술 다대역 다기능 무전기

무전기로 육군용 휴대형(Manpack)은 병사가 휴대

command. Battalion performs the functions of

information management on troop and ammunition

Information

radar, weather meter, automatic survey

TMMR은 실시간 지휘통제를 위한 전투용 무선통신

LIG 인사이트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다양한
솔루션의 등장

Adobe社의 메타버스 솔루션 ‘서브스턴스 3D’

거대한 기업들이
메타버스로 간다
게임회사 ‘로블럭스(Roblox)’의 성공에서 시작된 메타버스 열풍이
뜨겁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바람을 타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메타버스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 대형 IT 회사들의 이름을
손꼽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형 IT 기업들도 최근 1년 사이
대거 메타버스 관련 제품이나 업데이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변경

﹡애플: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 디바이스 개발 중
﹡네이버, 소프트뱅크: 메타버스 관련 합작 추진

﹡마이크로소프트: 가상현실 증강현실 플랫폼 ‘메쉬’ 발표
﹡엔비디아: 4월 12일 자사 이벤트서 메타버스 플랫폼
‘옴니버스’ 공개

﹡스냅: 5월 21일 증강현실 안경 출시 및 개발자 생태계 조성 시작
﹡로블럭스: 5월 18일 명품브랜드 ‘구찌’와 협력해 전시장 개장
﹡어도비: 6월 23일 메타버스 솔루션 ‘서브스턴스 3D’ 발표

Metaverse

메타버스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메타버스는 컴퓨터로 만든 3차원 가상공간 속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실험, 놀이, 업무 환경을 말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장소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3차원 가상공간에 함께 모여 회의를 하거나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상회의 같은 것 아니냐고요?

글. 신현규(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제와 유사한 여러

실험과 업무,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하거나, 의사들이 먼 거리에 떨어진 환자의 수술을 3차원
가상현실 속에서 진행하거나, 엔지니어들이 자동차 디자인을

3차원 가상공간에서 진행하는 등의 일들이 메타버스의 활용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타버스가 필요한 이유는 놀이가 필요한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논문들에 따르면 동물들이 놀이를
즐기는 이유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로운 몸동작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동물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놀이를 할 때는

일정한 룰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스포츠 정신과

엄격한 스포츠 규칙을 통해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려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요소는 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안전해야만 새롭고
위험한 행위들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는 위험한 행동을 해 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3차원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 속에서 엔지니어들은 파격적인
디자인의 기계들을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의 도시도 설계해 볼 수 있죠.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안도라 공국은 실제로 3차원 형태로 도시를 가상설계한
다음 현실 세계에 투영하는 방식의 도시 토목건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활용해 드라마를 찍기도 하고,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광활한 서부지역 사막에 원래 존재하지 않던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를 만들고 현실세계를 모사한 여러 호텔들을
지은 것처럼,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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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비대면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산업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소개한다.

비슷합니다. 단, 화상회의와 같은 작업들을 컴퓨터 화면 속 2차원

‘로블럭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제품의

세계를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게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훨씬 많아지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말입니다. 이미 2차원

‘메쉬’와 유사하게 3차원 이미지나 영상을 여러 사람들이 협업해서

‘옴니버스’는 어도비의 ‘서브스턴스 3D’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숫자가 유니버스(현실세계)에서 디자인하는 제품의 가짓수보다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림자, 물방울의

그래픽을 컴퓨터로 구현했을 때 우리 모두가 알아차렸습니다.

움직임 등 현실세계에서 벌어지는 물리 법칙들이 ‘옴니버스’

종이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던 시대는 끝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안에서 자동으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건축이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 그래픽이 가능해졌을 때 많은

제품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 영역에서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현실세계보다 가상세계가 훨씬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말입니다. 3차원 가상세계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더 늦기 전에
메타버스로 가자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의 등장

다양한 솔루션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3차원 입체 가상공간을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다양한 메타버스 솔루션들이 출시되고

만드는 것이 쉬워지면 지금보다 더 흥미롭고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미국 실리콘밸리 대표적 IT 기업 중

가상공간 속에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안전한

한 곳인 어도비(Adobe)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공간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창작과 놀이,

어도비하면 사진을 창의적으로 편집하게끔 도와주는 ‘포토샵’,
영상을 편집하고 특수효과를 입히는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등의 소프트웨어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에서 보여준 사진과 영상

업무를 하는 장소 자체가 기존과 다른 3차원 가상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낯설고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던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은 혁신의

메타버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놓은 NVIDIA의 블로그

속도와 시간을 대폭 단축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보일

편집·제작 기능을 3차원에 도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브스턴스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옆에 도착해 있고 먼저 쓰기 시작하는

3D(Substance 3D)’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발표 다음날 바로

사람들이 남들보다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출시가 됐습니다. 서브스턴스 3D를 내놓기 위해 어도비는

2015년부터 기업 인수합병 및 인재 영입을 통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다양한 솔루션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3차원 입체
가상공간을 만드는 것이 쉬워지면 지금보다
더 흥미롭고 새로운 것들이 가상공간 속에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게임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 ‘믹사모(Mixamo)’ 인수

매경미디어그룹 미라클랩에서 글로벌 경제, 테크 트렌드, 실리콘밸리 현장

﹡2019년 3차원 그래픽 에디팅 회사 알레고리드믹

소식을 인사이트있게 담아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미라클레터’. 근두운에서도

(Allegorithmic) 인수

﹡2019년 가상현실 제작회사 미디엄(Medium) 인수

﹡2019년 픽사(Pixar) 출신 ‘귀도 쿼로니’를 엔지니어링팀
총괄로 영입

오랜 노력이 축적된 결과, 3차원 그래픽 편집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낸 것이겠죠. 하지만 3차원 세상을 창작자들이 손수

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도비가 이번에 내놓은
제품의 핵심은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있습니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솔루션 ‘메쉬’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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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verse solution is coming

마이크로소프트도 정말 열심입니다. 올해 3월 자사 개발자 대회를

Metaverse can be defined as the "safe" virtual space that can accommodate any risk-taking activities. As it is in nature

증거입니다. 제품의 시연 영상을 보면 메쉬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other people and with objects created by users. As many related solutions are provided, and as it becomes easier for

통해 발표한 ‘메쉬’라는 3차원 입체 디자인 협업 소프트웨어가

3차원 가상공간 속에서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착용한 채 원거리에
있는 동료들과 협업을 진행합니다. 같이 도면을 띄워 놓고 설계를
함께하고,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지구본을 사이에 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3차원 가상공간 안에서 펼쳐집니다.
‘서브스턴스 3D’와 마찬가지로 가상현실을 활용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메쉬’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옴니버스’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3차원 그래픽 솔루션도 가상현실

virtual and 3D, the metaverse can be viewed as new experimental place where people can interact differently with
people to create 3D virtual spaces, more interesting new things will be born in the virtual space. Adobe, Microsoft,
NVIDIA and Unity are helping creators to build their own 3D environment by empowering them with softwares. And
that is significantly making changes. Because the metaverse is a safe space, there will be many new attempts in it. In
other words, the place where people create new things will move significantly into the 3D virtual space.
편집자 주)해외 고객들을 위해 기사 주요 내용의 요약본을 영문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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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 리브랜딩을 시도하고 있다.

미라클레터를 받아보세요!

CULTURE & WAR

과거의
영광과

내전의
상처를

Angkor Wat
간직하고
잠들다

캄보디아의 크메르(Khmer) 왕조는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많은 유적들을 남겼다. 지금의 수도인
프놈펜 서북쪽에 있는 씨엠립(Siem Reap) 주변에는 1,000여 개에 달하는 힌두교, 또는 불교 사원 건축이 남아 있는데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것이 앙코르 와트(Angkor Wat) 사원이다. 이 사원의 정면에서 보이는 탑들은 캄보디아의 상징으로
국기에 표현되어 있다.
글. 이상미(이상아트 대표)

앙코르 와트

12세기 크메르 제국의 왕인
수리야바르만 2세에 의해 건설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앙코르 와트는 크메르 제국이
12세기 초에 건립한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다. 폭이

200m인 해자(垓字: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파서 못으로 만든 곳)를 포함한 동서 길이는 1,500m, 남북의
폭은 1,300m, 둘레는 5.5km, 면적은 65만 평(210만㎡)인

장방형 건축물이다. 웅대한 방추형 중앙사당탑을 회랑(回廊:
사원, 궁전에서 주요 부분을 둘러싼 지붕이 있는 긴 복도)이
3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며, 탑은 모두 다섯 개로
구성돼 있다.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인도차이나 반도를 통치한 크메르
제국은 톤레샵 호수의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저수지를 만들어 논농사에 활용했고 삼모작을 통해

쌀을 많이 생산하면서 12세기에 부강한 왕국이 됐다.

크메르인들은 왕이 죽으면 신과 하나가 된다고 믿었다.

크메르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 중의 한 명인 수리야바르만
2세(재위 기간 1113~1150)는 힌두교의 신 비슈누에게

봉헌하고 자신의 영묘로 쓰기 위해 앙코르 와트를 짓도록

명했다. 앙코르 와트에서 창립 연대나 건축 시기를 알려주는
유물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이름과
앙코르 와트 사원의 전경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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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건축 시기는 미상이나 대략 30년에 걸쳐 지어진 걸로

킬링필드의 비극을 품고
잠들어 있는 사원
캄보디아는 프랑스에서 독립 후 비동맹·중립 외교 정책을
표명했으나 베트남 전쟁에 휘말리면서 군부세력이 친미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다. 1960년에 설립된 좌익무장세력
크메르루주는 정부의 친미 정책과 미국의 본토 폭격을

비판하며 세력을 확장했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한
이후 정권을 장악했다.

폴 포트가 이끌던 크메르루주는 자본주의나 외국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는데 이때

‘킬링필드’로 알려진 대량학살이 일어났다. 개인의 사유
재산은 부정됐고 시장경제는 파괴됐다. 수도 프놈펜의

시민은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오랫동안 이어진 내전이 끝난 후 캄보디아 문서 센터가
발굴한 학살 매장지는 23,000여 곳이며 확인된 유해만
130만 구가 넘는다. 매장되지 않고 유기된 시체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 내외로 추정되며 처형뿐만 아니라
강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굶주림과 질병으로도 많이

죽었다. 21세기 들어 UN과 캄보디아 정부가 학살과 반인권

앙코르 와트의 상징은 서쪽 정면에서 보이는 다섯 개의 탑이다.

크메르 제국의 농민들은 농사 외에도 수리시설을 유지하는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지배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더욱이 이웃 나라 태국과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병사로

Cambodia
19세기 프랑스 박물학자
앙리 무오에 의해 유럽에 알려져

징발된 농민들은 1150년 무렵에 수리야바르만 2세가

크메르 제국은 무리한 원정과 사원 건설로 12세기부터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력이 크게 쇠퇴했고, 이후 왕권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에 의해 수도를 점령당해 멸망했다.

사망하자 반란을 일으켰다. 크메르 제국은 농민들의 반란을
쟁탈전이 벌어져 왕조는 분열의 위기에 놓였다. 1177년

오랜 숙적이던 참파(베트남 중부 지방에 있던 말레이계의

구 참족이 세운 왕국)가 크메르 제국을 점령하고 큰 피해를

안겼다. 그러나 자야바르만 7세(1125~1218)가 왕위에 올라
국력을 회복해 참파를 물리치고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일부를 차지했다. 자야바르만 7세는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앙코르 와트 북쪽에 새로운 수도인

앙코르 톰을 건설하고 바이욘 사원을 지었다. 바이욘 사원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듬해부터 앙코르 와트는 방치되다가 16세기경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 밀림 속에 있었던 앙코르 와트는

1860년 프랑스 박물학자 앙리 무오(1826~1861)에 의해

유럽에 알려졌다. 그의 연구는 당시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세를 뻗치던 프랑스 정부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프랑스는
캄보디아 지역을 1863년 8월 11일 보호령으로 삼으며,

당시 태국 영토였던 앙코르 와트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

태국을 공격해 캄보디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했다.
프랑스는 크메르 제국을 의미하는 ‘깜부자(Kambuja)’를
프랑스어로 ‘캉보주(Cambodge)’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를 설립했고 사건 발생 이후
거의 30년 만에 비로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시작됐다.
크메르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벽화와 부조

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캄보디아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시작한 1992년,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전쟁과 약탈로 인해 중요 유물 30점 이상이

소실됐고, 전체 유적지의 70%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캄보디아(Cambodia)’라고 불리게 됐다. 캄보디아가
1953년 11월 9일 행정적으로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프랑스 정부는 앙코르

파괴됐다. 현재 유네스코는 사원을 특별 관리하며 복원을

계속하고 있다.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과 끔찍한 대량학살의
기억을 모두 안은 채로 앙코르와트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

와트의 복원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호찌민이 이끄는 하노이 정부군에 패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하면서 고고학

탐사작업은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됐고 사원은

다시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사원에 큰 피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참화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앙코르

와트가 있던 지역은 1972년부터 외부인에게 폐쇄된 이후
낮에는 베트남군이, 밤에는 크메르루주의 게릴라들이

번갈아 가며 장악하는 바람에 불상이 훼손되고 유적이
파괴됐다.

캄보디아 내전 당시 앙코르 와트에서 베트남군과 크메르루주의 게릴라들이 벌인
총격전으로 유적에 생긴 총알 자국이 현재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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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찰의 지위를 획득하자, 앙코르 와트의 중요성은

급격히 쇠퇴해 영토를 점차 상실하다가 급기야 1431년

범죄 처벌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념에 입각해

공존을 위한 고민

시드볼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전쟁 및 핵폭발과
같은 지구 대재앙으로부터 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지하터널형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
시설이다. ‘종자를 저장하는 금고’인 시드볼트는 전 세계
단 두 곳만 존재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다.
글. 채인환(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야생식물종자보전부 시드볼트운영센터)

현대판 노아의 방주
시드 볼트

식물 종자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시드볼트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식물의 멸종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후로 씨앗을 저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야생식물종자를 주로 저장하고 있다.

야생식물종자는 그 자체로 중요한 유전자원이 될 수 있다.

남겨 놓아야 했다. 특히 우리가 식용에 이용하는 작물의 대부분은

하고 수목원, 식물원, 대학, 연구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종자를

타미플루는 각각 버드나무, 주목, 팔각에서 유래한 물질로 만들어졌다.

수확된 작물을 그 다음해에 싹을 띄워 길러 먹기 위해서는 씨앗을
일년생으로 재배를 위해서는 종자가 필수적이다. 작은 종자 한 알만
있으면 식물을 다시 길러 낼 수 있다. 이 종자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면 동일한 특성을 가진 식물을 오랫동안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 크게 시드볼트와 시드뱅크가 있다.

시드뱅크는 종자를 이용 목적에 따라 저장하기 때문에 입고와 반출이
쉽게 이루어진다. 반면 시드볼트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반출이 되지
않는다. 시드볼트는 중요 유전자원인 식물의 종자를 영구적으로

Seed
Vault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시드볼트는 전 세계 단 2곳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위치한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 또 하나는

대한민국 봉화에 위치하고 있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이다. 같은
시드볼트라도 대상이 다른데, 스발바르 시드볼트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농작물 종자를 저장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모든 야생식물종자를 저장하고 있다. 2곳 모두 지하터널형으로

설계되어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종자를 지키고 있다. 시드볼트는

종자를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바로

낮은 온도와 습도이다. 시드볼트는 영하 20도, 상대습도 40%를 항상
유지해 종자의 저장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종자를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저장하기도
수탁 받아 저장하기도 한다.

야생식물종자는 작물과 달리 산속에 있기 때문에 종자의 수집과정부터

쉽지 않다. 먼저 해당 지역에 목표하는 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화기에
꽃이 피는지, 종자가 잘 맺혔는지 확인하여 종자를 채종한다. 확보된

종자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선 과정을 거쳐 순수한 종자만이 남도록 한다.
이후에는 종자의 형태, 무게, 수분함량 등 종자의 기초적인 정보를

조사하여 기록을 남긴다. 종자와 종자의 정보 모두 미래에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정보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종자가 준비가 되면 기탁자 외에는 열어볼 수 없도록 밀봉한
블랙박스에 보관된다.

시드볼트운영센터에서는 이 블랙박스를 받아 시드볼트에 저장하는
일을 한다. 블랙박스는 바로 영하 20도로 들어가지 않고 0도의

전실에서 일주일간 예냉(Precooling)과정 동안 천천히 온도를 낮춰

적응기간을 가진 후, 영하 20도인 시드볼트에 들어가 때를 기다리며
영원히 보관된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종자도

저장되어 있다. 현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비롯해 4개국의 종자가 저장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가 널리 알려져 야생식물종자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종자가 저장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스발바르 시드볼트

시드볼트 장기저장고에 보관된 종자병

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약품인 것이다.

야생에는 아직 우리가 활용 방법을 모르지만 잠재가능성이 높은
식물이 많이 있다. 문제는 식물의 쓰임새가 연구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식물이 사라지고 있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은 2021년 9월 ‘세계 나무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 나무(5만 8,497종)의 29.9%에 해당하는 1만
7,510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인간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더불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주요 위협 요인이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동식물이 위험에 처해
있지만 동물과 달리 식물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다.

시드볼트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소중한 식물을 지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현지 외 보전 방법인 식물의 종자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닥쳐오는 식물의 멸종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옛말 중에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시드볼트운영센터에서는 이 속담을 통해 종자의

중요성을 떠올리고 있다. 당장의 식물종자 몇 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알 수 없는
일로 인해 식물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을 때, 몇 알의 종자로

식물을 되살릴 수 있다면? 절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순간을 위해
시드볼트는 오늘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 종자를 저장하고 있다.

시드볼트 장기저장고에 보관된 오동나무 종자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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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트볼트는 국가보안시설로 외부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사진은 노르웨이

해열진통제로 쓰이는 아스피린, 항암치료에 쓰이는 택솔, 독감치료제인

이달의 아이템

다시 찾은
일상,
문화의
향기 속으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전환이 시작됐다. 3차례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 중 1단계는 12월 12일까지 6주 간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사적 모임 인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오랜만에 전시와 공연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리. 편집실

LIG BOARD:)

독자와 함께 만드는 근두운

Quiz, Quiz!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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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캐스트의 감동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한국 누적 회차 1,000회 이상, 23개국 1,500만 명 이상 관객동원, 9개 언어로 20년 이상

이어오며 전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단 3주 간의 앙코르
공연으로 찾아온다. 무대를 가득 채운 화려하고 역동적인 안무, 아름다운 멜로디와 시적인

#11월호 문제
1. 11월 2일 비전선포식에서 새로운 CI로 발표된 LIG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Leading

Group

2. LIG넥스원이 ADEX 2021에서 선보인 수소연료전지 기반 카고드론의 탑재중량은
몇 Kg일까요?

가사가 어우러진 주옥 같은 음악, 세대와 국적을 초월하는 빅토르 위고의 강력한 이야기가
무대에 펼쳐진다.

▪ 일정: 2021.11.17(수) ~ 2021.12.05(일)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시간: 평일(화-금): 오후 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2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3.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전쟁 및 핵폭발과 같은 지구 대재앙으로부터 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터널형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 시설은 무엇일까요?

분청사기·백자실 교체 전시

장생長生-백자에 펼친 장수의 염원
19세기에 화려하게 꽃피운 백자 문화의 이면에는 조선 왕조 말기의 불안한 정세와 고조된
위기감으로 인해 건강하고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며 오래 살고자 하는 염원이 다채로운
길상 무늬로 표출되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여러 상징들도 백자의 무늬로 꾸며져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 건강한 개인의 삶과 일상이 간절한 요즘 ‘장생長生’의
소망을 담은 전시품을 만나보자.

▪ 일정: 2021.09.14(화) ~ 2021.12.31(금)

▪ 전시품: 백자 청화 수복강녕무늬 대발 등 19건 20점

초현실주의 거장들
로테르담 보이만스 판 뵈닝언 박물관 걸작전
20세기 초에 파리에서 등장한 초현실주의자들은 꿈과 욕망의 세계를 밝히고 무의식적
욕망을 예술로 표출하면서 현대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 예술의

혁명을 일으킨 마르셀 뒤샹, 초현실주의의 아버지인 살바도르 달리, 초현실주의를 창시한

앙드레 보르통의 대표작과 한국인에게 친숙한 벨기에 출신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까지
유럽의 20세기 초를 풍미한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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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21.11.27(토) ~ 2022.03.06(일)
▪ 장소: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 시간: 10:00 ~ 19:00 (※ 매주 월요일 휴관)

바쁘게 달려온 2021년 한 해도 달력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순간도 있고 더할 나위없이 행복했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올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여 방법
1. 해쉬태그 #LIG#근두운#2021갤러리털이 세 가지를
모두 입력하고 ‘올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을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다.
2. 이벤트 응모기간은 11월 25일까지입니다.
3. 당첨 소식은 개별 DM으로 알려드립니다.
4. 선물은 12월 15일 발송되고 당선작은 12월호 근두운
웹진과 사보에 소개됩니다.

# 9월호 정답
1. 멀티스페이스 2. 카자흐스탄 3. NPU
#지난호 당첨자
치킨+콜라 세트(3명)
임*욱(byun~)님, 황*수(byun~)님, 홍*리(hari~)님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5명)
김*현(nahy~)님, 이*유(sash~)님, 장*식(wons~)님, 정*영(woon~)님, 양*림(ylya~)님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분청사기 분청사기·백자실

LIG 이벤트
갤러리 털이
2021 올해의 행복했던 순간

스타벅스 커피(5명)
김*식(chan~)님, 최*은새(ckoe~)님, 조*승(hsch~)님, 오*영(jiyo~)님, 김*석(k78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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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2일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12월 15일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12월호에 게재됩니다.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본 이벤트는 LIG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물
우수작(1명)
가작(3명)
장려(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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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