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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신사업을 개발합니다
LIG는 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로
로봇, 무인화, 드론 등
미래 신사업을 발굴해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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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연구와 개발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LEADING LIG

LIG넥스원은 UAE에서 열린 'UMEX 2022'와 부산에서 열린 ‘2022 드론쇼
코리아’에 참여해 미래 전장을 이끌 무인 플랫폼 기술과 수송, 정찰, 방어용
드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입사한 지 2개월 된 2022년 신입사원들을
만나 회사 생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유화 그리기
체험에 나선 LIG넥스원 연구원들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뉴로클 이홍석 대표의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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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OPEN
입사 2개월 차의 빛나는 열정으로
- 신입사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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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예술하는 날 우아하게 그림 한 점
- 유화 원데이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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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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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CONNECT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딥러닝 비전 기술
- 뉴로클 이홍석 대표

(주)LIG 여진수 경영지원팀 매니저

군수 보급부터 대잠수함전 지원, 공중 급유까지 활용도를 확장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드론 개발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제조 기업들이
IT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 시사점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담아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바꾸는 올라운드
비거니즘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연구 조직의 경영철학과 조직문화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리더스 픽’도 읽어보세요.

16

LIG PEOPLE
초보 팀장이지만 잘 해내고 싶습니다
- 이노와이어리스 최원응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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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미래 전장을 이끌 무인 플랫폼 기술 선보이다
- UAE UMEX 2022, 드론쇼 코리아 참가

READING LIG

CONTENTS

LIG의 기술과 제품은
방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래전을 이끌 무인 플랫폼,
도심 교통을 바꿀 UAM,
인공지능과 자율주행까지

TREND REPORT
의식주를 넘어 문화를 바꾸는
올라운드 비거니즘

LIG시스템 백은진 인사총무팀장
이노와이어리스 기획팀 김고은 대리
LIG정밀기술 강성우 지원팀장
휴세코 천주용 경영지원팀장
기획/제작

세한인뷰

사진

Noon Pictures

28

LEADER’S PICK
연구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연구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

표지 일러스트 이신혜

32
웹진 근두운 바로가기
www.geunduun.com

10

14

이달에 가볼 만한 곳
성큼 다가온 봄기운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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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EX 2022 참가 후기

해외 전시회는
회사와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글. 무인화미래전사업부.2팀 방한성 수석매니저

‘해검’을 설명하는
방한성 수석매니저

LIG넥스원 홍현빈 팀장이 현지 알 아라비아 방송과 로봇·무인 시스템과 무인화 제품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LIG넥스원은 그동안 미래 병사용 체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학·연과 지속적인 협력 개발을 진행하는 등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응해 전장별 무인 플랫폼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 UMEX 2022에서는
근력증강로봇(LEXO), 무인수상정(해검-II, III), 소형 정찰·타격 드론,

안티드론 시스템 등 전장별 무인 플랫폼과 미래 병사용 무기체계를

중점적으로 선보였다. 중동 현지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무인 시스템을 소개하고 무인화 관련 수출 사업 및
기술 협력 확대 프로모션도 전개했다.

특히 전시회 2일째에는 UAE 최고 수반인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가 직접

UMEX 2022 LIG넥스원 부스 전경

미래 전장을 이끌
무인 플랫폼 기술 선보이다

부스를 방문해 LIG 구본상 회장과 면담을 가지는 등 LIG넥스원의
첨단 무인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UAE 로봇·무인 전시회 ‘UMEX 2022’ 참가

그간 각고의 노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를 반영하듯
국내외 언론의 취재가 이어진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UMEX 2022은 LIG넥스원과 함께 국내 방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KAI와 현대로템이 무인 수색차량(Sherpa)과 무인기 MUM-T/LAH
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하고 현지 참석자들에게 K-방산의 위상을

LIG넥스원은 UAE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대규모 수출을 성사한 데 이어 ‘UMEX 2022’에 참가해 미래전의

소개해서 의미를 더했다.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로봇·무인 분야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섰다. 동시에 국내에서 열린 ‘2022 드론쇼

LIG넥스원은 지난달 방위산업 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연 ‘천궁-II’를

코리아’에도 참가해 수송과 정찰, 방어용 드론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발판으로 대한민국 대표 방산 수출기업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정리. 편집실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영어도 문제였지만 해외 고객 대응을 위해 전시되는 모든 제품을 기술적으로
공부해야 했다.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 연구소장, 팀장, 실무자들을 만나서 장점 등 홍보 포인트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영어로 준비했다. UMEX를 준비하면서 담당
분야에 대해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사업부라는 이유로 영어를 소홀히 했던 걸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10시간 비행을 거쳐 새벽 6시에 숙소에 도착하자 마자 바로 첫날 일정이
시작됐다.

첫째날과 둘째날은 전시회장 세팅을 위해 현장에 나갔다. 전시장은

업체별 부스가 매우 크고 무인기 등 대형 플랫폼을 실내에 전시해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국내 전시회는 많이 참가해봤지만 해외 전시회는 매우 달랐다.
교대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전시장은
9시부터 17시까지 오픈이었는데 오픈과 동시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전시회

기간 동안 현지 관계자 및 군인들을 대상으로 무인수상정 ‘해검’을 홍보했다.

출국 전에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기울이는 노력이 수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국내 전시회와 해외 전시회의 차이점을 느꼈는데 해외에서는 장비 설명보다
현지인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장비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고객이 어떤 장비를 원하는지 고객의 반응을 수집하고

‘당신이 원하는 장비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했다.
현지에서 협력 가능한 몇몇 업체와 미팅까지 진행하면서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를 기약할 수 있었다.

짐꾼으로 1인 多역을 수행해야 한다. VIP 방문 대응, 긴급 요청되는 현지 언론

Exhibition and Conference 2022)’에 참가했다. UMEX는 국방,

인터뷰 등 부담되는 중요 일정 속에서도 회사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민간 분야 무인 시스템, 시뮬레이션, AI, 로봇 등 미래전 분야를

다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다. 연구원, 스태프, 국내사업부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부, 홍보팀도 회사의 성장과 수출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중심으로 열리는 방산전시회로 2016년부터 2년마다 UAE 국방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합심하면

협력으로 열리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체 행사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금번 해외 전시회는 여러모로 많은 것을 느끼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준

중동 지역 방산업체를 비롯 L3Harris, 레오나르도, SAAB 등 글로벌

고마운 전시회였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비슷한 기회가 온다면 꼭 한 번
도전해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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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를 안내하고 있다.

‘영어로 브리핑을? 영어 놓은 지 꽤 됐는데? 큰일났다!’

설명요원은 브리핑 요원으로, 사진기사로, 인터뷰 대상자로, 협상가로, 때론

로봇·무인 분야 국제전시회 ‘UMEX 2022(Unmanned Systems

LIG 구본상 회장(오른쪽)과 LIG넥스원 이현수 해외사업부문장(왼쪽)이 UAE 최고 수반인

겉으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가득 찼다.

노력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외 전시회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LIG넥스원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일간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품들을 선보이며 현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UMEX 현장에서 특히 놀랐던 것은 해외사업부문 수출 전사들의 열정과

수출과 협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전개

기업들이 무인 헬기, UAV(Unmanned Aerial Vehicle) 등 주요 무인

“방한성 수석이 UMEX에 좀 가야 하겠는데?”

UMEX2022에 공동 참가한 LIG넥스원, KAI, 현대로템 임직원이 무인 분야에서도 K-방산의
위상을 높일 것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LIG TOPIC 2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드론쇼 코리아’는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국방부가 행사 주최에 참여해 주요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원년으로 138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는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Connected By Drone)’라는 주제로 드론 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해 드론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을 일상에 적용한 다양한 드론을 선보였다.

2월 24일 개막식 날에는 육군 교육사령부 정철재 사령관, 부산시

김윤일 경제부시장, 국토교통부 김동익 과장 등 VIP 일행이 LIG넥스원

부스를 방문했다. 권철희 항공드론연구소장이 수송, 정찰, 방어를 모두
아우르는 보유 드론 및 안티드론 기술과 제품에 대해 브리핑했다.

수송드론 KCD-200과 다목적 무인헬기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산학연군 협력 활동을 통해 개발을 진행
중인 ‘KCD-200’ 수송드론과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민·군 겸용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다목적

적재할 수 있어 감시정찰 임무부터 수송, 통신중계, 화생방 탐지,

50km 반경 내 위치한 도서, 산간 지역 및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개발하고 있다. 2017년부터 민군협력진흥원과 함께 사업을 수행했고

200kg 고중량 화물을 한 번에 실어나를 수 있다. 로터 6개를 사용해

수직이착륙을 하고 비행시에는 일반 비행기처럼 비행할 수 있어 기존의
멀티콥터 드론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부스에는

비행해 고속, 저소음으로 원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비행체 탐지

헬리콥터로 최대 6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60kg 탑재물을

모두 아우르는 드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보유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2025년 개발 완료를 예정하고 있으며 도심교통수단인 UAM(Urban Air
다목적 무인헬기(MPUH)는 최대 이륙 중량 200kg급 다목적 무인

2022)’에 참가해 수송드론과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다목적 무인헬기, 차량형 對드론 방호시스템 등 수송과 정찰, 방어를

작년에 과제를 완수했다. 다목적 무인헬기는 높은 운용 안정성을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과 對드론 방호시스템

Mobility) 개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2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심리전단 살포, 유인기와 무인기 협업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기체 (10mX10m) 크기의 2분의 1 모형이 전시되었는데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는 수송드론 중 가장 크다. 2021년 사업에 착수해

2022 드론쇼 코리아 참가

드론 공격으로부터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차량형 對드론 방호시스템

무인헬기’ 등을 전시했다.

KCD-200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수송드론으로

수송, 정찰, 방어용 드론까지
한자리에 선보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헬기(MPUH)와

글. 편집실 사진. 정을호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은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고정익 방식으로
장치에는 레이저 거리 지시기가 달려있어 표적의 좌표를 획득하고

감시와 추적을 할 수 있으며 비행체 전방에 탑재된 탄두와 영상 추적

기반으로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개발된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은 육군 드론봇전투단에
납품해 시범운용 중에 있다.

차량형 對드론 방호시스템은 드론 탐지 레이더, 드론과 컨트롤러

위치를 탐지하는 주파수(RF) 스캐너, 탐지 물체를 최종 판정하는데
사용하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 드론 교란 장비인

근거리·원거리 재머 등으로 구성된다. 자체 개발한 휴대용 드론 탐지
레이다는 방호 목표 지역에 불법 침입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해
해당 정보를 대응 체계에 전달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방호시스템은 보호 구역 내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며
미확인 드론은 전자 공격으로 무력화해서 드론의 불법 침입이나
테러로부터 주요 시설을 보호한다.

대한민국 종합방위산업체로서 K-방산의 미래를 선도해온 LIG넥스원은

항공전자, 감시정찰 사업에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다영역
동시통합작전의 중심이 될 드론봇 전투체계와 다양한 드론 사업 참여를

LIG넥스원 부스를 방문한 VIP에게 브리핑하는 권철희 항공드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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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로 작동하는 수송드론 KCD-200은 2분의 1 모형으로 전시됐다.

준비할 것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은 물론 기술 보유 기업과 협업을
위. 드론 지상통제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관람객들
아래.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을 살펴보는 군 관계자들

통해 민수와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 분야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LIG OPEN

이시은

김지수

주변까지 밝게 만드는
에너지로
전자전연구소.1팀 이시은 연구원

체계종합 관련 업무는 전체적인 과정을 조망할 수 있어서 팀원 분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빠르게 배우는 습득력과
사교성으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은 팀에 동기들이 4명이라 서로

C4I연구소.2팀 김지수 연구원

학교에서 전공했던 RF 회로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미리 준비해온 거 아니죠?

입사 2개월 차의
빛나는 열정으로

회의도 참석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편하고 밝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서 적응이 크게 어렵지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입사 두 달째를 맞이한 신입사원 4명에게 입사 후 회사

않았습니다. 대규모 채용으로 함께 입사한 동기들이

생활에 대한 소감, 앞으로의 포부와 각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우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판교하우스로 출퇴근하는 인파 속에 있을 때면 뿌듯함과

함께 직장인이 됐다는 걸 실감합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밝은 성격과 에너지,
먼저 다가가는 친화력,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제 몫을 다 해내고 싶습니다.

많아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도움을

희로애락을 함께한 입사 동기들과 함께 사진도 찍어보고 앞으로도 회사

주고받으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생활에서 많은 추억을 쌓아가려 한다.

부서 분들도 따뜻하고 재미있어서 회사 생활이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즐겁습니다. 집이 멀어서 아침에 셔틀버스를 타려면

일찍 나와야 하는 건 힘들어요. (웃음) 뭐든지 빠르게
배우는 습득력,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대하는 사교성, 씩씩한 성격을 바탕으로 업무도 회사
생활도 잘 해내겠습니다.

거울
오려면 먼저
사진이 잘 나

장을~
을 보 고 꽃단

실패도 극복하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민현준

책임감과 사교성, 빠른 눈치로

본격적인 업무 시작에 앞서 지금은 부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김라우

배울 게 많은데 차근차근 잘 알려주셔서 부서와 직무에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 1층에 N-Café가
있는 것도 좋고 유연근무제나 권장휴무 같은 제도도 신입사원이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항법 분야 박사 과정에서는 학문적으로 접근했다면 실제 필드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배우면서 거리감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밤낮이 뒤바뀐 올빼미형 인간이었는데
직장인 생활패턴에 맞게 바꿔 나가는 게 쉽지 않네요. (웃음) 취업하고 나니 부모님과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딱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부서

배려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동기 김소이 연구원, 이정제 연구원과 같은 팀이 됐는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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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PGM연구소 3팀 김라우 선임연구원

전자전연구소. 3팀 민현준 연구원

의지해가면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실패를 겪어도 빠르게

열정과 패기로 LIG
넥스원을 빛내겠습
니다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사교성, 눈치가 빠른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사이에 잘 스며들어서 중재와 조율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LIG PEOPLE

두 개의 솔루션이 하나로 통합된 팀

2012년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위원으로 이노와이어리스에 입사한
최원응 팀장은 첫 직장에서 만 10년을 보내고 팀장이 됐다.

융합솔루션팀은 MAIS(Massive-MIMO Air Interface Simulator –

다중안테나 채널 시뮬레이터)와 XCAL-ART(Automated Regression
Testing - 이동통신 기지국 검증 자동화 솔루션) 제품 담당 부서를

초보 팀장이지만
잘 해내고 싶습니다

통합해 신설된 조직이다.

“MAIS는 기지국과 단말 사이의 무선 채널 환경을 동일하게

설정해주는 장비입니다. 통신망 시험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시험

단말과 시험 장비를 차에 설치하고 시험할 기지국 주변을 이동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MAIS를 사용하면
연구실에서도 마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시험한 것과 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MAIS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 연구실 환경에서 사용자는 시험

시나리오를 사례별로 설정한 뒤 각각 시험하고 분석해야 한다.

MAIS는 연구실에서도 차량으로 이동 시험하는 것처럼 가상 환경을 만들어준다.

XCAL-ART는 이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솔루션이다. 정해진

순서대로 자동 실행, 로그 수집, 로그 분석,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서
사용자는 초기 시험 시나리오 설정 단계만 신경 쓰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LIG가족이라는 소속감으로 시너지 창출에 기여

합쳐진 솔루션 같은 형태입니다. 각 부서별 제품의 장점과 사용자들이

있겠다. 최원응 팀장은 ‘Tech 사업’ 분야 영리더(Young Leader)로

“XCAL-ART는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제품들이 하나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모아서 사용성 높은 통합 시험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융합솔루션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작년 말에 출범한 융합솔루션팀은 최원응 팀장까지 모두 7명이 함께

하고 있다. 2개로 나뉘어져 있던 팀이 합쳐졌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팀원이었을 때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만 잘하면
문제가 없었지만 팀장이 된 지금은 팀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조율해야 해서 신경 쓸 일들이 많다.

“제가 팀원이었을 때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리더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팀장이 되고 나서 독단적으로

업무를 밀어붙이기보다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직 팀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족하지만 하나둘 알아가는 중입니다.”

작년 LIG 비전 선포식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익숙한 얼굴일 수도

등장했다. 당시 연구소장에게 LIG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에 이노와이어리스 대표로 참여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영상을 촬영하고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LIG

가족이 된 지도 1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동안 달라진 것이 있을까?
“인사나 복지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LIG 그룹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도 이전엔

직급별로 부여되는 포인트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IG 로고가 포함된 새 명함도 나오면서 좀 더
소속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LIG넥스원과는 통신망 계측기를 비롯해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자전과 통신 분야에서 유관 부서들이 협업해 동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군

통신체계 개선에 필수적인 4G, 5G는 물론 드론과 스마트 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 민수 분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응 팀장은 사용자 가이드 같은 고객 제공 자료들을 문서 뿐만

이노와이어리스 융합솔루션팀
최원응 팀장

아니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온라인에 올려놓기 위해 간단한 영상
편집도 공부하고 있다.

“예전에는 일할 때는 너무 일만 하고 쉴 때는 너무 쉬기만 해서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와 휴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작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본격적인 육아 미션의 시작이라 요즘

입사 후 10년 만에 신설된 부서 팀장을 새롭게 맡게 된 이노와이어리스 최원응 팀장은 올해 해야 할 일이 많다. 회사에서는

집에서는 정신이 없지만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새로운 팀을 잘 이끌어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가정에서는 작년에 태어난 아이의 육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팀장도 육아도
초보지만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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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업무에서도 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해 팀원들과 함께
융합솔루션팀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LIG PLAY

오늘은
예술하는 날

밥 아저씨로 잘 알려진 화가 밥 로스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로 ‘그저 좋은
느낌을 갖고 스스로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행복감을 장착하고 난생처음
아틀리에를 찾은 LIG넥스원 직원들이 유화를 그리며 우아하고 고상하게 예술혼을
불살랐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우아하게
그림 한 점

유화 원데이클래스

느낌 아니까! 느낌 있게!

예술가의 감성이 물씬 풍기는 분당의 한 아틀리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래 미술과는 담을 쌓고 지냈던 LIG넥스원 장현성 수석연구원, 김두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선임연구원, 정재현 선임연구원이 군데군데 물감 자국으로 얼룩진

앞치마를 둘러맸다. 오랜만에 붓을 들고 유화를 그려 보기로 한 것. 유화는

기름으로 갠 물감을 사용하는 회화의 한 분야로 유채화라고도 하는데, 보통

캔버스(화포)나 판넬(목판) 등에 그린다. 수채화에 비해 생동감 넘치는 터치와

생동감 넘치는 터치와
덧칠로 풍부한 색조 및
꾸덕꾸덕한 질감의 효과를
낼 수 있어 특별히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꽤 그럴싸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덧칠로 풍부한 색조 및 꾸덕꾸덕한 질감의 효과를 낼 수 있어 특별히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꽤 그럴싸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아틀리에에 도착한
장현성 수석연구원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젤부터 찾았다.

“화가처럼 저도 이젤을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학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연구원이다 보니 평소
그림을 그릴 일이 없었죠. 오늘은 탁 트인 하늘과 바다를
시원하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장현성 수석연구원
건강상의 이유로 1년간 휴직했다가 지난해 복직했다는 김두라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자신에게 힐링을 선물하고자 오늘 아틀리에를
찾았다.

“사실 그림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의
그림을 도와주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쁜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김두라 선임연구원
‘참 쉽죠?’라며 순식간에 멋진 풍경화를 뚝딱 그려 보이는 ‘밥 아저씨’의 열혈

팬이라는 정재현 선임연구원. TV로만 배웠던 그림을 실제 그려볼 생각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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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현성 수석연구원, 김두라 선임연구원, 이혜인 강사, 정재현 선임연구원

“평소 밥 아저씨의 유채화를 좋아했습니다. 수채화에서
느끼지 못했던 질감이나 생동감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정재현 선임연구원

MINI INTERVIEW

오늘 체험은 어떠셨나요?

과정은 어려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
LIG넥스원 광기술연구소 2팀 장현성 수석연구원

유화 미술도구는 처음 사용해 봤는데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프나 붓질이 어떻게 표현될 지 잘 안 그려져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내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완성하고 보니
괜찮은 것 같네요. 앞으로 저희 집 커피머신 옆에 두고 커피를 내릴

때마다 감상할 생각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결과가
만족스러웠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마음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각자 샘플 북에서 원하는 그림을 한 장씩

선택했다. 장현성 수석연구원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어떻게 된 건지 손을 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김두라 선임연구원

갑갑함을 달래기 위해 파도가 몰아치는 해변가 사진을, 김두라

처음 그려보는 유화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아니다 싶으면 덧칠을

택했다. 밥 아저씨처럼 풍경화를 그리겠다던 정재현 선임연구원은

게다가 원본과 달라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그리는 사람의 손길대로

선임연구원은 꽃잎들이 풍성하게 피어 있는 화사한 화병 그림을

붓 대신 나이프로 그린 꽃 그림을 골랐다. 질감이 극대화된 나이프
페인팅을 보자마자 매력에 빠지고 만 것이다.

팔레트에 흰색, 파란색 등 하나둘 물감을 짜기 시작하니 그림을

그린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한다. 우선 바탕색부터 칠해야 하는데
요철감이 있는 캔버스 사이사이에 색이 잘 스미도록 거친 유화용

하거나 물감을 긁어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유화의 장점이다.

우연이 빚어낸 붓질과 유화 물감의 물성으로 단 하나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유화의 매력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다 멋진 작품을

완성하고 싶다면 화폭 안에 균형감 있게 오브제를 배치하고, 강약을
조절해 포인트를 잘 표현하는 것이 팁이라 할 수 있다.

붓을 힘주어 비비듯이 칠해야 한다. 한 손에 팔레트를 들고 푸른

그렇게 한동안 소리를 죽인 채 그림에만 집중하니 어느새 시원하게

느낌이 살짝 스친다. 생전 처음 나이프로 그림을 그려보는 정재현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개성 넘치는 각자의 첫 유화 작품이 완성됐다.

하늘과 바다를 표현하는 장현성 수석연구원의 모습에서 ‘미대 오빠’의
선임연구원은 어색한지 캔버스로 향하는 손길을 자꾸 주저하게 된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꼭 미장을 하는 것
같네요(하하).” 정재현 선임연구원
바탕색을 완성한 장현성 수석연구원과 김두라 선임연구원도 나이프를
잡고 각자 넘실대는 파도와 탱글탱글한 꽃잎을 표현해 보았다.

몰아치는 파도와 환하게 만개한 꽃다발, 그리고 꽃인 듯 나무인 듯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음 짓는 참가자들. 오랜만에 오롯이
자신을 위해 몰입한 시간이 주는 성취감에 힐링을 만끽했다.

LIG넥스원 Mode-5 체계단 1팀 김두라 선임연구원

그림에만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중학생 때부터

다루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원본보다 색감이 좀 유치하게

평소 미술에 관심은 많았는데 일과 육아에 시간을 쏟다 보니 그림을

표현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체험장소

즐거운 일이죠. 매일 하던 일에서 벗어나 색다른 일을 하니

아트스튜디오 파이

재미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80 2층

잘 그릴 수 있겠죠?

홈페이지 http://www.instagram.com/artstudio_pi
예약문의 0507-1344-8201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LIG넥스원 레이다연구소 1팀 정재현 선임연구원

바탕색을 칠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붓질만 하면 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명암을 표현하는 것이나 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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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처럼 안 보이는데 어쩌죠?” 장현성 수석연구원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겨보던 밥 아저씨의 유채화를 직접 그려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배워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접 그림을 그려보니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좋은 취미생활이 될 것 같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와 함께 취미로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미술학원부터 알아봐야겠어요.

LIG CONNECT

비전문가도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자는 보통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은데 뉴로클

이홍석 대표는 경영학을 전공한 문과생이다. 졸업 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와중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스타트업으로 이직해서 새롭게

형성된 시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페인 포인트(Pain Point,
시장의 고충)를 찾아냈고 2019년에 뉴로클을 창업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 드물었습니다. 당시 시중에 나와 있던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전문 IT 엔지니어들만 활용할 수 있어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딥러닝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류하도록 한다. 뉴로클은 이미지나

영상을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때 전문 엔지니어

없이도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하고 원하는 곳에 탑재해 활용할 수 있는
비전문가용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저희가 개발한 ‘뉴로티(Neuro-T)’는 딥러닝 모델을
생성하는 학습용 소프트웨어고 ‘뉴로알(Neuro-R)’은
뉴로티에서 생성한 모델을 원하는 분야나 시스템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구동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뉴로엑스(Neuro-X)’는 전문가를 위한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관리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줘서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딥러닝 비전 기술
뉴로클 이홍석 대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것을 모델링할 수 있는 딥러닝 엔지니어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이나
전문기업은 고급 인력을 확보해 내부에서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뉴로클의

소프트웨어는 화면상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으며,
자체 개발한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코딩 없이도 최적의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그동안 인공지능 딥러닝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다. 뉴로클은 비전문가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최적화된 딥러닝 비전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딥러닝 지식 여부에 관계없이 빠르게 딥러닝 비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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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이미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이미지 사례 학습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외관 검사, 불량 검사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는 대학병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엑스레이나 CT, MRI, 내시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로클의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 뉴로티, 뉴로알, 뉴로엑스

감시정찰 분야에 도입할 수 있는 솔루션

LIG넥스원과는 작년 말 AI 양재 허브에서 주관한 Meet Up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됐다. 뉴로클이 보유하고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를

제조, 의료 바이오, 물류, 보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만큼 국방 분야, 특히 감시정찰 분야의 인공지능 딥러닝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서 감시정찰에 주로 사용하는 열영상장비(TOD,
Thermal Observation Device)의 촬영 이미지 처리와
분류에 인공지능 딥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력자원 감소와
무인화 트렌드에 맞춰 국방 분야에도 인공지능 도입이
빨라질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과 비즈니스
경험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로클은 창업한 지 2년 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품 판매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작년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외부 투자 없이도 자생

재무구조를 갖췄다. 자체 연구개발 인력과 영업 기반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사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했다.

지속적인 성장과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채용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좋은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업했던 이유
중에는 좋은 조직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도 있었는데
구성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뉴로클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지만 올해는 매출 확대를
통해 유의미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버전을 내놓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딥러닝 비전 기술의 일반화(Making Deep
Learning Vision Technology more Accessible)’라는 비전을 내건
뉴로클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DEFENSE ZOOM

군수 보급부터               
대잠수함전 지원까지

주 임무는 원격지 군수 보급

확장하는 드론 활용

군사 작전은 무기와 탄약 외에도 식량, 연료 등 많은 보급품이
필요하다. 공중을 통해 대량으로 물자를 보급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물자의 양이 많지 않은 소규모 기지의 경우 항공기

드론(Drone)으로 불리는 무인항공기(UAV)의

운용과 그에 따른 연료 소모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현대전의 필수품이 된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보급용 드론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드론은 그동안 정찰과 공격이 주 임무로 여겨져

드론을 사용한 군수 보급은 민간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는

왔지만 탑재 능력과 비행 성능이 발전하면서

드론을 이용한 물자 운반의 군사 버전이다. 군이 사용하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임무까지 수행하고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전술적 요구사항이 있고 운용할 환경

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간 조종사와

조건도 거칠기에 난이도가 매우 높다.

함께 작전하는 무인전투기도 개발되는 등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드론을 사용한 군수 보급에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해외

(출처: silent-arrow.com)

1,300파운드(590kg) 이하에 최대 800파운드(363kg)의 보급품을

위해 멀티로터 드론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중국

지원할 ‘합동 전술 자율 항공 재보급 시스템(JTAARS)’이라는

부대에 드론을 이용해 식품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훈련을

작전이 많은 미국이다. 미 육군과 해병대는 2026년까지

글. 최현호(밀리돔 운영자/군사칼럼니스트)

일회용 군수보급 드론 ‘사일런트 애로우 GD-2000’ 자율비행 글라이더

현장으로 운반해 다영역 작전 환경에서 보병 여단 전투팀을

군수지원 드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JTAARS는 자동으로 발진하고
GPS 거부 환경에서 길을 찾고 화물을 투하하거나 착륙한 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드론은 장애물을 피하고, 스스로
최적 비행경로와 착륙 지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회용 글라이더형

드론도 도입되고 있다. 글라이더형 드론은 헬리콥터나 고정익
항공기에서 투하되고 긴 날개와 전기모터를 이용해 목표

지점까지 비행한다. 일회용이기에 동체와 날개의 주요 구조물은
나무로 제작됐다. 미 특수전 사령부는 2019년 11월 예이츠

일렉트로닉스와 ‘사일런트 애로우 GD-2000’ 무인 자율 비행

글라이더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사일런트 애로우 GD-2000’은
동체 길이 2.43m, 날개 길이 8.5m, 전체 중량 907kg, 화물 중량
740kg이며, 최대 64km를 비행할 수 있다. GD-2000은 2022년
2월, 중동에서 첫 군수 보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미국 외에도 군수 보급용 드론을 사용하거나 연구하는

국가들이 있다. 2020년 9월, 중국 국영 CCTV는 중국 육군이

해발 4,500m의 티벳 고원에서 병사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기

해군도 2020년 12월에 도서 지역에 주둔한 해안 관측 및 통신
했다. 중국군은 고정익 드론도 군수보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11월 CCTV는 중거리 장기체공(MALE)
무인기가 보급품이 담긴 캐니스터를 투하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캐니스터는 낙하산을 사용하여 지상에 안착했고
지상의 병사들에 의해 회수됐다.

영국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를 중심으로 군집 드론을
이용한 군수 보급을 연구하고 있다. Dstl은 고정익 드론을

사용해 다섯 가지 대표적인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시험을 했고,
고정익 드론 20대로 이루어진 군집으로 군수 재보급 외에도

상황인식, 의료지원, 폭발물 탐지와 처리, 기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리아 북부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바이락타르

TB2’와 ‘안카 드론’으로 주목받은 터키도 군수 보급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터키는 헬리콥터 형상의 수직 이착륙 드론을
탑재 중량 50kg과 150kg의 두 가지로 개발 중이다.

우리 군도 격오지 보급에 드론을 사용할 예정이다. 2018년 5월,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수지원 역량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 2024년부터 평시에 지상으로

접근하기 힘든 격오지나 고립 부대 등에 대한 보급과 전시 보급에
드론을 사용할 예정이다. 기존 격오지 보급에 사용하던 헬기는

운용비가 많이 들고 동체가 커서 적에게 발각될 수 있지만 드론은
운용비가 적게 들고 동체가 작아서 적이 발견하기 어렵다.

군에서 운용할 수 있는 화물 운반용 드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1월, 광주광역시는 드론 관련 업체들, 국책연구소,
군과 함께 탑재 중량 200kg급 화물 수송 드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드론의 운용 시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원으로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한 ‘KCD-200’은 작년 A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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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군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 갑판에 있는 화물 운송용 드론 (출처: 영국 국방부)

2017년 4월, 미 육군의 JTAARS 실험에서 배낭을 운반하고 있는 드론 (출처: 미 육군)

2021에서 첫선을 보였다.

대잠수함전 지원과 전투기 공중급유까지

회전익 드론을 사용한 시험도 있었다. 2020년 10월,

노스롭그루만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MQ-8C 파이어스카웃’
무인 헬기 대신 ‘벨-407’ 유인 헬기를 사용하여 잠수함 탐지

미 해군은 드론의 용도를 가장 어려운 작전 중 하나인

대잠수함전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소노부이(Sonobuoy)
투하, 음향 분석, 표적 식별, 표적 추적, 공격에 이르는

대잠수함전은 대잠초계기나 대잠헬리콥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미 해군은 2017년 11월 헬기가 투하한 소노부이에서 수집된

음향 신호를 ‘MQ-9 프레데터 B’로 전송 및 처리하고, 이를 멀리
떨어진 지상통제소로 전송하는 시험을 했다. 2020년 11월에는
‘MQ-9A 블록 V 리퍼’에서 소노부이를 투하하고 모의 잠수함
표적을 추적하는 시험을 했다.

두 가지 실험은 대잠수함전을 위한 ‘MQ-9B 시가디언’ 개발 작업의
일부다. 개념이 완성되면 ‘P-8A 포세이돈’과 같은 값비싼 유인

이스라엘 텍티컬
로보틱스의 코모란트
(출처: tactical-robotics.com)

부상자 운송과 해군 함정용 보급
헬리콥터는 환자 운반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긴 로터 때문에
착륙 장소 선정이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 이착륙이 가능한 부상자 운반용 드론도 연구되고 있다.
처음 연구된 것은 이스라엘 텍티컬 로보틱스(Tactical
Robotics)社의 ‘코모란트(Cormorant)’다. 한때

에어뮬(AirMule)로 불렸던 코모란트는 이스라엘군의 요구로

공중 급유는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미 해군은 그동안 ‘F/A-18E/F 슈퍼호넷’이 수행하던

항모전투단 소속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 임무를 대신할 ‘MQ-

25 스팅레이’를 보잉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MQ-25 스팅레이’는
항공모함에서 전투기처럼 사출기를 사용하여 이함하고 강제
착함장치를 사용해 항모로 복귀한다. ‘MQ-25 스팅레이’는 미

해군 함재기에 사용되는 프로브-드래그 방식의 공중급유 포드를
장착하고 다른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하게 된다.

있어 전체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잠수함 탐지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배터리 기술, 위성항법 등 드론과 연관된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드론의 활용 사례들을 살펴봤다. 앞으로

발전할수록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용 분야가 개척될
것이다. 운항 거리와 운용 시간의 한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드론 분야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곳이 미래의 전장과

하와이 제도에서 오하이오급 잠수함에 쿼드콥터 드론을 이용한

보급·운송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급품 수송을 시험했다. 미 해군은 이 개념을 계속 실험해서

잠수함이 보급을 위해 항구로 입항하는 횟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6월 노르웨이 북부에서 실시된 훈련 도중

업체들이 개발한 대형 수송 드론을 사용하여 군수 보급을

시험했다. 영국 해군은 해상에서 운용할 대형 자율비행 군수
보급 드론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체 양쪽 내부에 각각 1명씩, 총 2명의 부상자를 태우고 약

50km 정도 비행할 수 있으며 환자 대신 보급품을 실을 수도
있다.

미 육군은 ‘드래곤플라이 픽처스(Dragonfly Pictures. Inc)’와
‘DP-14’ 드론을 사용한 부상자 수송 가능성을 연구했다. DP-

14는 CH-47처럼 동체 앞과 뒤에 로터를 지닌 텐덤 로터 방식
드론으로, 동체 길이 4.1m, 최대 이륙중량 408kg, 탑재중량
195kg이며, 133km/h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다. DP-14도
부상자 대신 내부와 외부에 보급품 등을 적재할 수 있다.

해군 작전에서도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됐지만

주로 정찰용으로 한정됐다. 육상에서 드론을 이용한 군수 보급이

늘어나면서 해군 함정에도 소규모 보급을 위한 드론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미 해군은 바다에서 작전하는 함선과 잠수함에
대한 소규모 보급에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9년 10월,

미 해군 F-35C에 공중급유중인 MQ-25 스팅레이 공중급유 드론 (출처: 미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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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잠수함에 물품을 전달하는 드론 (출처: 미 해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으로 군수품 보급부터 대잠수함, 공중 급유까지 점차

있게 된다. 무엇보다 유인 고정익 대잠초계기의 숫자를 줄일 수

개발이 시작됐고, 2009년 1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코모란트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회로기판, 의료품 등으로 구성된 2.3kg

해군의 연안전투함(LCS) 대잠수함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플랫폼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지휘통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화물을 쿼드콥터로 운반하는 실험을 했다. 2020년 10월에는

미 해군은 하와이 대학과 함께 하와이 오하우섬 연안에 있던

훈련을 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MQ-8C’를 탑재하는 미

TECH PLUS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D.A.T.A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즉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는 설계,
개발, 제조, 물류, 유통 등 제조 가치사슬의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객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제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본다.
글. 이준명(한국무역협회 DX추진실)

첫 번째 전략 ‘D’

두 번째 전략 ‘A’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하라

제조 공정을 지능화하라

Develop Data governance

Augment Intelligence in Manufacturing

클라우드를 활용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디지털 전환

현재 다수의 제조 기업이 개별 공정 자동화는 상당 수준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비즈니스에 유용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핵심요소인 ‘데이터(D.A.T.A)’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키워드 ‘D’는

구현했으나 자동화된 공정을 지능화하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

이를 어디서 수집하고 무엇에 활용하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따르면 10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 67,000개 중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데이터 활용 전반에 대한 기업 내부의 정책체계)’를 수립(Develop

기업은 19,799개로 약 30% 수준이며, 이중 77.9%가 기초 단계에

Data governance)하는 전략이다. 현재 많은 기업의 데이터는 조직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에 파편화되어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데이터 거버넌스

스마트 공장 구축 시 제조기업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시스템

수립의 목적은 데이터를 기업의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할

호환성과 비용 부담이다.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으로 자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에 내재된 가치 활용을 극대화하는

IT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업은 새로운 기술 및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과

것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 중인 제조 기업은 먼저 지속

신속하게 연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또한 디지털 기술 도입

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초기에 드는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도중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구축해 데이터 활용도와 신뢰도, 보안을 모두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및 업그레이드 비용은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40년 동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했으나

작용한다.

비정형 데이터의 비중이 높고 데이터가 시스템 또는 부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DATA의 두 번째 키워드 ‘A’, 즉 클라우드를

연결되지 못하는 사일로 현상이 지속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기반으로 한 점진적인 지능형 자동화 전략(Augment Intelligence in

문제 해결을 위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7년 디지털 전환 3단계

Manufacturing)이 필요하다. 통합된 데이터 거버넌스로 관리되는

전략((1)비즈니스의 디지털화 → (2)오퍼레이션(현장)의 디지털화

→ (3)일하는 방식의 디지털화)을 수립하고 업무 영역에 따라 별도

클라우드 위에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개별적으로 구축할 때보다
호환성 및 확장성이 높아 새로운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용이하다. 제조 기업은 공정별로 현재의 지능형 자동화 수준을

점검·평가한 후, 디지털 전환의 맥락에서 데이터 활용 잠재성이 큰
공정부터 단계적으로 지능형 자동화를 추진해야 한다.

LS일렉트릭은 제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 오류를 줄이고 생산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CAE(Computer-Aided
Engineering)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왔으나,

컴퓨팅 자원의 성능 한계와 비용 부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
부서나 엔지니어별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달라서 발생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호환성 문제, 시뮬레이션 업무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 발생하는 컴퓨팅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했던 것이다. LS일렉트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앤시스(ANSYS)社의 클라우드 기반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도입해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발생하던 데이터 호환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뮬레이션의 활용 수준을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숙련도가
낮은 설계 인력도 업무에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직접 수행해 업무

속도를 높이는 한편, CAE 해석 엔지니어는 제품 설계자를 위한 고급

해석에 역량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비 고장, 보증 문제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추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행정 절차
없이 기존에 보유 중인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기준으로 관리하던 기존 데이터 거버넌스를 전사적으로 일원화했다.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얻었다.

통합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R&D, 생산,
영업, 서비스 등 제조 밸류체인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DI360’을 구축했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 인텔리전스(Data Intelligence)팀을 조직해 DI360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LS일렉트릭 청주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로
운영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DI360’을 구축했다.

21

20

세 번째 전략 ‘T'

고객에게 도달하는 채널을 혁신하라
Transform Channels for reaching Customers    
‘T’는 판매 및 물류 채널을 디지털화(Transform Channels for

reaching Customers)하는 전략이다. 제조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경로는 소비를 유도해 구매 효용을 전달하는 ‘판매 채널’과
제품을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물류 채널’ 두 가지로 구분된다. 판매
채널은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고객관계 관리가 핵심이라면,

물류 채널은 품질의 손실 없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대유행이 두 채널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제조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채널
운영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판매 및 물류 채널은 이미 각 분야 전문 유통·물류 기업에 의해

디지털화와 플랫폼 과점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 많은 제조기업은
직접 채널을 구축·운영하기보다 전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개인화된 고객경험 관리를 추구하거나 제품 특수성
등에 따른 추가적인 물류 효율화를 꾀하는 기업이라면, 자체적인

한미약품 그룹은 약사와 의사를 대상으로 자사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마지막 전략 ‘A’

직접 판매, 유통하는 B2B 전자상거래 ‘온라인팜’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경험을 분석하라

유통수수료를 절감했다. 오프라인에만 머물던 판매 채널을 온라인과

Analyze Customer experiences

모바일로 디지털화하는 동시에, 판매와 유통 단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가치사슬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셈이다. 한미약품

소유 중심에서 사용 중심으로 제품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회로 삼았다. 의약품은 유통 과정에서 온·습도 유지를 통한 품질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전히 고객 경험 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제조기업이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제품을 출시하고

그룹은 물류 채널 또한 디지털화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 확장의

제품의 서비스화(Servitization-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유형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불법·부정 의약품 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고객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약품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를 시도한

그룹은 RFID(정보가 저장된 태그를 의약품에 부착하여 의약품

생산과정, 재고 및 출하 관리와 함께 온·습도 정보 관리, 유효기간
유통관리 솔루션 ‘KEIDAS+RFID’를 직접 개발해 의약품의 생산, 재고,

연동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판매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수집, 통합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채널 구축과 채널의 디지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클라우드

머신러닝,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통합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반으로 채널을 디지털화하는 경우, 빠른 채널 구축이 가능하면서도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를 고객에게

확장성이 뛰어나 가치사슬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공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이다.

고객가치를 창출하는데 용이하다.

운영비용은 62.1%만큼 절감시킨 반면, 제품접속 수용률은 50%

이상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편 코웨이는 국내 및 해외 각지에서

수질검사를 통해 물의 이온 총 농도(TDS, Total Dissolved Solids) 수치를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최적의 정수기와 필터를 추천하는 ‘워터맵’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제품에 부착된 IoT 센서나 제품과

스포츠용품, 기관 사업, 애완용품 등 다양한 산업에 솔루션을

개인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연간 인프라

경험을 데이터로 분석해 활용(Analyze Customer experiences)하는

선순환 구조(제품 판매 후 데이터의 (1)수집·통합→(2)분석→(3)활용)를

신속성, 확장성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제약사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별도의 인건비 지출 없이도

명확한 활용 목적과 운영전략이 필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해 고객 경험 데이터의

출하, 유통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클라우드의

미국 등 고객이 넓은 지역에 분산·분포되어 있어 국내처럼 ‘코디’ 방문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킨 사례는 드물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략이 마지막 키워드 ‘A’, 즉 고객의

관리, 불법의약품 유통 방지 등에 활용)와 클라우드 기반 의약품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영업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중국,

코웨이는 2015년부터 IoT 기술이 탑재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활용 반경을 넓히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클라우드 도입을 고민 중인 기업들은 클라우드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사가 처한 상황에 맞는 클라우드 도입 및
운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일 뿐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다. 클라우드 도입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전략과 더불어
기업의 상황에 맞는 클라우드 운영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품을 통해 고객의 경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오케어(IoCare)’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제품 판매 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렌탈 서비스에서 제품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경험을 실시간 향상하는 서비스로

한미약품그룹 온라인팜은 업계 최초 RFID

비즈니스 모델을 질적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IoT 기반 제품이 국내뿐

시스템을 도입해 의약품 유통을 혁신했다.

아니라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 해외시장에도 판매되면서 수집된
데이터가 제품 성능 개선에 활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IoT 플랫폼(인프라+솔루션)은 외부의

벤더가 관리·운영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제품에
추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코웨이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자체 IoT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IoT, AI, 데이터분석

고객의 경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오케어(IoCare)’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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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레더(Vegan Leather)와
‘Vegan is The New Luxury’

의식주를 넘어
문화를 바꾸는

구찌는 2년간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목재 펄프와 비스코스 등 식물성
원료 기반의 비건 레더를 만들었고 2021년 6월에 비건 스니커즈

라인을 출시했다. 기존의 가죽 원자재를 비건 레더로 대체한 것으로
기존 가죽과 같은 방식으로 무두질 처리되어 신발만 보면 그냥

가죽이라고 여겨진다. 가격도 기존 가죽으로 만든 제품과 차이가

올라운드
비거니즘

없다. 사실 더 비싸면 비쌌지 쌀 이유는 없다. 구찌는 직접 개발한
비건 레더 소재를 ‘데메트라(Demetra)’라는 상표로 출원하고 이

소재를 스니커즈 뿐 아니라 액세서리에서 핸드백 등 모든 컬렉션에서
활용하려고 한다. 구찌뿐 아니라 구찌의 모회사인 케링(Kering)

그룹 내에 있는 발렌시아가, 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 럭셔리 패션

대표주자인 H&M은 선인장을 활용한 비건 레더로 옷을 만든 적이

비건 레더에 적극적인 또 다른 브랜드는 에르메스다. 럭셔리

비건 레더로 신발을 만들기도 했다. 타미힐피거는 사과껍질 재료의

브랜드에서도 ‘데메트라’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에서도 하이엔드 럭셔리로 꼽히는 에르메스가 비건 레더로

핸드백을 만들고 있다.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서 진짜 가죽과 비슷한
촉감과 내구성을 가진 비건 레더를 개발한 미국의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마이코웍스(MycoWorks)’와 에르메스가 3년에 걸쳐

협업하며 테스트한 끝에 ‘빅토리아 백’의 비건 레더 버전을 만들었다.

Veganism

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에르메스 '빅토리아 백' 비건 레더 버전

명품 브랜드들은 진짜 프리미엄급 가죽으로 비싼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왔는데, 그들도 변화를 선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Vegan is The New Luxury의
시대가 된 것이다.

럭셔리 브랜드만 비건 레더를 쓰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 패션의

비건(Vegan)은 식습관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식습관에서 비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의식주 전반은 물론 삶의 태도로서 비거니즘을
드러내게 된다. 동물 착취를 반대하고 채식을
하는 것부터 기후 위기와 탄소 배출, 일회용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등을 비롯한 환경 문제,
생태계 파괴, 인권과 차별의 문제 등으로도
이어진다. 한마디로 가치와 철학을 모두 포괄하는
올라운드(all-round) 비거니즘이다.
글. 김용섭(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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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에서 출시한 비건 스니커즈 라인

있고, 와인 양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남는 포도껍질, 줄기 등을 활용한
비건 레더로 신발을 만들었다. 파인애플 줄기와 잎에서 섬유질을

추출한 비건 레더 ‘피냐텍스(Pinatex)’는 H&M, 푸마, 휴고 보스 등에서
신발과 옷을 만들 때 사용했다. 섬유질이 많은 과일, 미역이나 해조류,
버섯 균사체 등 다양한 비건 레더를 개발해 패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은 국내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물을 활용한 비건 레더가 좀

더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좋을지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마케팅에도 이득이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 가죽은 패션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은

소재이지만 비거니즘의 확산으로 이제 우리는 가죽에 대한 애증의
시대를 살아가게 됐다.

Vegan-friendly
Tour

비건 프렌들리 카
(Vegan-friendly Car)도 있다
패션 업계만큼 자동차 업계에도 가죽은 중요한 소재다. 특히

프리미엄 자동차는 가죽의 품질이 중요하다. 자동차 업계도 진짜

가죽을 인조가죽, 합성가죽으로 대체하는 시도를 한 지는 꽤 됐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미 2003년부터 ‘아티코(Artico)’라는 합성가죽을
일부에서 사용했고, 페라리도 ‘마이크로 프레스티지(Mycro

Prestige)’라는 소재로 가죽을 일부 대체하고 있다. 랜드로버도 진짜
가죽을 대신하는 혼합재와 합성가죽을 일부 사용 중이고, 토요타는
‘소프텍스(Softex)’라는 인조가죽을 일부 사용 중이다. 인조가죽은

크래시패드, 센터 콘솔 등 비건 가죽을 사용한 기아차 EV9

소위 ‘레자’라고 부르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합성가죽보다

고급이지만 플라스틱 소재라는 한계는 명확하다. 동물가죽을 안 썼기
때문에 비건이라 할 수 있지만 공정 과정과 폐기할 때 환경 오염이나

워커힐 호텔의 비건 컨셉룸

미세 플라스틱 등의 문제로 인해 비거니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전방위적으로 비건 레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프리미엄급,

벤틀리가 100주년 기념 모델의 시트를 제작할 때 쓴 가죽이 포도

‘Vegan is The New Luxury’라는 메시지가 자동차 업계에도 유효한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도 비건 레더 시도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껍질로 만든 비건 레더였고, 폭스바겐이 2019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선보인 전기 SUV 콘셉트카는 사과 껍질에 폴리우레탄을 혼합해서
만든 비건 레더로 가죽 시트를 제작했다. 테슬라는 ‘모델 3’에서

천연가죽을 없앴으며 파인애플 잎과 줄기로 만든 비건 레더로 시트를
제작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식물성 비건 레더를 직접 개발 중이고
BMW,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도 비건 레더를 가죽
시트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과 테스트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비건 레더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데 사내 스타트업 중에서 버섯균으로
가죽을 만드는 비건 레더 사업을 하는 곳이 있다. 자동차 업계

천연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테슬라 '모델 3'의 내부

럭셔리급 자동차에서 더 적극적이다. 앞서 럭셔리 패션 업계의

여행에서도 비건이 필요하다,

것이다. 자동차 시트 소재에서 가죽은 오랫동안 가장 인기있고

Vegan-friendly Tour

중요한 소재였다. 그러나 비거니즘의 확산에 따라 진짜 가죽을

인조가죽으로 대체하는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인조가죽

비건 친화적 여행이라는 것은 무조건 채식만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나아간 것이 자동차에 가죽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이다. 볼보는

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이동하고, 노는 모든 과정에서

말이 아니다. 채식 식당이 많은 도시, 개발되지 않은 자연으로 가는

중에서도 식물성 비건 가죽이 대세가 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발 더

비거니즘을 따지는 것이다. 동물 실험하지 않고 만들어진 샴푸,

순수 전기차 모델 C40을 만들면서, 볼보 역사상 처음으로 가죽을

린스 등을 제공하고, 일회용품 형태로 제공하지 않으며, 침구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로 만들기로 했다. 이미 BMW, 벤틀리,

실내 인테리어에 가죽, 울, 양모 등을 대신해 비건 레더나 식물성

아우디 등도 가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소재를 쓰고, 전기도 재생가능 에너지를 쓰고, 객실 청소를 할 때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죽 소재는 자동차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친환경적이고 동물 윤리에 부합하는 제품들만 쓰는 호텔이 계속

Vegan-friendly
Car

만들어지고 있다. 올라운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호텔도 변화를 선택한 것이고, 호텔이 변신하니 비건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 비건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미 5성급
특급 호텔 중에서도 비건 호텔을 표방하는 곳들이 전 세계적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호텔 업계의 비건 프렌들리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직접
워커힐 호텔 비건룸은 객실 어메니티도 친환경제품을 제공한다.

채소를 키우거나, 아니면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한 로컬푸드와

동물복지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쓴다. 미슐랭 스타 셰프의 레스토랑

중에선 고기 요리로 유명했던 곳이 비건 메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런 호텔과 레스토랑에 가는 사람들은 음식을 남김없이 먹고, 물

소비와 에너지 소비도 적당히 하는 행동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한다.
여행 코스에서도 동물을 강제로 가둬 놓고 인간의 볼거리로 만든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가지 않고, 돌고래 쇼나 코끼리 타기 체험 같은
것도 거부한다. 여행지의 환경 오염으로 지역주민들이 겪을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는 공정여행도 선호한다. 이동 시 탄소배출이
훨씬 많은 비행기 대신 기차를 적극 이용하고, 렌트카는 전기차,

도보나 자전거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비건 친화적 여행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관광 자원과 관광 산업은 바뀔 수밖에

없다. 동물을 관광 자원으로 삼는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대안을 찾을
것이고, 패키지 상품도 이동 수단과 여행 코스를 바꿀 수밖에 없다.

우린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삶의 여유도 찾는다. 비건이
아니었던 사람도 비건 호텔에 머물고, 공정여행을 하면서 Veganfriendly Tour에 눈을 뜨고, 비거니즘을 받아들이는 계기도 된다.
과거 우리의 여행산업은 환경오염, 동물학대, 관광지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 등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즐기고 노는 것에 집중했다.

여행을 통해 지구의 환경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팬데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무분별하고 반 환경적인 여행

문화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여행 산업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행에 대한 태도만큼은 빠른 변화를 맞을 것이다.

비거니즘은 이제 일상과 의식주의 변화를 넘어 욕망이자 문화가

되고 있다. 소수의 취향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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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과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직접 체험해봐도 좋을 것이다.

LEADER’S PICK

연구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연구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

먼저 연구원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연구원이라고 하면 뭐가 연상되는가?

기술이란 게 꼭 필요한가? 예전 내가 다녔던 회사의

있고 소통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지 않고 자기만의

연구개발이란 무엇인가? 그게 과연 중요한가?

오너는 기술을 중시하지 않았다.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을

사서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연구 조직 사람보다는

재무나 전략 쪽 사람들을 중용했고 나같은 연구원은 늘 무시를
당했는데 결국 그 회사는 사라졌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기술에
대한 무지는 계속되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공대보다는 법대나
의대를 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LG화학 기술연구원을 이끌었던 유진녕 전 원장이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마케팅, 영업,

쓴 『연구원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연구 조직의

제조, 생산, 기획, 재무와 인사, 회계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경영철학과 조직문화를 다루고 있다. 나는 유 전 원장과

연구개발(R&D)이 핵심이다. 자기만의 기술이 없는 제조업은

같은 연구원에서 3년간 일하면서 연구개발 조직을

상상할 수 없다. 압도적 기술의 우위를 갖고 있다면 부르는 게

이끌고 성과를 내는 과정을 지켜봤다. 책의 내용을

값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제조업이

중심으로 연구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일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생각해봤다.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글. 한근태(한스컨설팅 대표)

연구 조직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원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소는 조용하고 차분하다. 마케팅이나
관리부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업의 특성상 사람보다는

물질이나 기계를 다루기 때문이기도 하고 연구원들의 특성이

‘공대를 나온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뭔가 꽉 막혀
세계에 빠져 있는 걸 떠올린다. 내가 공대를 나왔고 공학으로

박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유진녕
전 원장은 연구원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들은 자율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고 관리자의 감독을 아주

싫어한다. 이들은 고도의 기술개발 활동에서 자아를 성취한다.
조직의 방침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서 벗어날 때 일할 맛을
잃는다.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연구원 집단의 원칙과 윤리
의식에 더 충실하다. 조직 목표에 열광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하면 무섭게 집중한다. 독립성이 강하지만
지나친 경쟁 분위기는 연구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나는 이 분석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연구 조직 리더십의 핵심은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가려고 하는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 누군가를 쫓아갈 때의 연구와 새로운 길을 내야 할 때의
연구는 다르다. 누군가를 추격할 때는 벤치마킹이 중요하다.

역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필요하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따라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을 사기 힘들고 스스로 알아서 새로운
길을 낼 때는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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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조직의 자율과 창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몰입의 결과물입니다. 특정 사안에 몰입해 있을 때 사소한 인풋이

첫째,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이다. 둘째, 사업화

아닌 본인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창의와 자율이 핵심입니다. 큰

유진녕 전 원장의 연구소 경영목표는 네 가지였다.
중심의 혁신이다. 그냥 연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연구의 성과물을 사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연구소와
국가연구소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모든 연구 결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미활동으로 끝날 수 있다. 셋째, 협업을

통한 혁신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모든 걸 다할 수는 없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제품은 고도의 기술들이 조화를 이룰

때 개발이 가능하다. 저자는 이를 제창과 합창으로 비유한다.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합창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와해성 혁신이다. 기술이 많은 걸 무너뜨린다는
의미인데 배터리 기술이 기존 가솔린 자동차 시장을 파괴한
것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과 창의는 무엇일까? 연구는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압력을 가한다고 안 하던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연구원은 증세가 더 심하다.

사실 누구나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 이를 실현하는 건 쉽지
않다. 어떻게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었을까?

“자율과 창의는 씨줄과 날줄 같은 관계입니다. 자율적이지

않은 조직에서 창의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자율은 남의 지배

대신 자신의 원칙에 따라 일을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의 자율은
‘인도된 자율(Guided Autonomy)’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는

촉진제가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몰입은 타인이

틀에서 자율을 최대한 허용해야 연구원이 몰입하고, 이게 창의로
발전합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 아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최신 기술 혹은 연구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 장려 방안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도전의 열정도 생기고 몰입할 수 있다. 셋째, 스스로

연구 과제를 찾아내 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넷째, 회사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연구원 집단의
원칙과 윤리의식에 더 충실한 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해 원칙

중심의 조직 운영을 해야 한다. 다섯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다른 프로젝트를 강요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연구원의 특성을 반영해 프로젝트 변경 시에는 진정성 있는

설득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새로운 기회를 줌으로써 높은 목표에 다시

도전적인 일을 피하게 된다. 결과만을 위한 꼼수가 판을 치게

중시하는 연구원의 특성을 승화시킬 수 있는 협업 문화를

동시에 과정을 보는 것이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어떤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속감을

되고 당연히 혁신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 방법은 결과와

만들어야 한다. 연구원들은 동료 의식이 강하다. 협력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는지를 봐야 한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과정에서

분위기를 만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구성원들이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 노력에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의 조성이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연구 조직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연구 조직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공유가치’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목표 설정 및 공유’다. 유진녕 전 원장은 연구원의

때로는 연구원들의 투박한 제안도 있는 그대로 접수하는

공유가치를 ‘신뢰, 창의, 도전, 프로 정신’으로 정하고 있다.

신뢰 없이 지식과 경험과 기술 공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세가 필요하다. 최대한 구성원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일차적인

둘째, 실력이다. 실력은 전문지식이다. 기존 지식에 안주하는

특히 도전적인 과제는 새로운 개념이 많으므로 반드시 실험을

자기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다. 누구나 한 번은 인정받을

아이디어 심사를 거쳐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프로란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냉정히 평가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통해 검증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낸 연구원에게 소수의 인원과

스스로에게 엄격하면 상사의 규제와 관리가 필요 없다는

팀을 이뤄 1~2년간 검증 차원의 연구를 할 기회를 준다. 어느

가설이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결과주의와 성과주의의

정도 개념이 검증되고 가능성이 커지면 탐색 그룹에서 독립해

적절한 적용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중요한 얘기다. 성과주의는

정식 연구 과제로 등록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본인이 원할

최종적 결과만 보고 과정은 보지 않는다. 당연히 결과만 보고

경우에는 직급에 상관없이 연구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

보상한다. 그러나 결과만 보고 과정을 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연구원들은 목표를 낮춰 잡게 된다. 실패가 두려워

연구 조직의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저자가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정이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일에 몰입할 수 있고

몰입하는 사람은 창의적이다.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열의가 없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기는 힘들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아도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대신 전문지식을 끊임없이 갈고 다듬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타인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디지털화로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넘쳐난다. 정보를

아는 자가 승리하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기업 스스로
다할 수는 없다. 자신이 가진 지식에만 의존한다면 경쟁에서

밀린다. 남이 가진 지식, 기술, 경험을 자신이 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바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밑질 줄 아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리더는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자판기 앞에서 남보다
먼저 동전을 꺼내서 넣는 사람, 식사를 마친 후 먼저 지갑을 여는
사람, 어려운 이웃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밑질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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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부채감을 느끼고 털어내고 싶어한다. 그런 사람이

도움을 청해오면 모두가 나서서 기꺼이 돕고 좋아하며 따른다.

이달에 가볼 만한 곳

성큼 다가온
봄기운을 찾아서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지만 낮에는 제법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걸

Q U

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올 모양이다. 한발만 더 움직이면
봄기운을 좀 더 빠르게 느낄 수 있다. 개인 방역에 신경 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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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서 다녀올 만한 장소들을 소개한다.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팀

사보를 읽어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이달의 추천도서

퀴즈 정답을 맞추고 기프티콘 받아 가세요.

3년 후 당신의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

#3월호 문제
1.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로봇·무인 분야 국제전시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븐 테크

2022
2. 감시정찰 임무부터 수송, 통신중계, 화생방 탐지, 심리전단 살포, 유인기와 무인기
협업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LIG넥스원 무인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감을 깨우는 장소
아르떼뮤지엄 강릉

가족이라는 이름의 힘
대전 뿌리공원

색다른 체험을 원한다면 강릉으로 떠나자. 아르떼뮤지엄 강릉에

뿌리공원은 효를 테마로 꾸민 국내 유일한 공원이다. 11만 9,062㎡

‘폭포(Waterfall)’, 초현실적인 ‘해변(Beach)’, 화사한 꽃이 사방에 펼쳐진

산림욕장 등을 조성했다. 잔디광장의 목조 파라솔은 가족 피크닉

기술과 예술이 만든 특별한 세상이 있다. 높이 8m에서 떨어지는

‘꽃(Flower)’, 우주에 서 있는 듯한 ‘동굴(Cave)’ 등 12개 공간에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강렬한 영상과 감각적인 음향, 세밀한 향기가 몰입감을
더한다. 동물을 색칠한 뒤 스캐너에 올리면 대형 화면에 자신의 작품이

움직이는 ‘라이브 스케치북(Live Sketchbook)’은 어린이들에게 인기다.
‘티바(Tea Bar)’에서는 찻잔에 달이 뜨고 꽃이 핀다.
강원 강릉시 난설헌로

3.  채식에 그치지 않고 의식주 전반은 물론 삶의 태도로서 가치와 철학을 모두
포괄하는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규모 공원에 성씨 조형물, 한국족보박물관, 예쁜 산책로와 아늑한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은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3차 테크 사이클을
가속화했다. 이번 사이클은 스마트폰처럼 한두

장소로 손색이 없다. 가장 먼저 들려야 할 곳은 한국족보박물관이다.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개 전시실에 족보의 탄생과 제작법 등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공원의

여러 기술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의 실생활을

상징과도 같은 성씨 조형물을 설치한 산책로는 한국족보박물관 3층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점에서 진정한 ‘혁명’이라

자신의 성씨 조형물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사람들은 그 물결이 세상을 휩쓸고 난 뒤에야

출구와 연결된다. 산책로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 있는 조형물 가운데

할 만하다. 그러나 많은 혁명들이 그렇듯 대부분의
그것이 혁명이었음을 깨닫고 만다. 2007년 우리가

대전 중구 뿌리공원로

#2월호 정답
1. 2.6 2. 250 3. 시선추적기술
#지난호 당첨자
치킨+콜라 세트(3명)
고*우(dong~)님, 한*석(mins~)님, 정*석(yoos~)님

스마트폰을 신기해할 때 누군가는 모바일 메신저를
만들어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켰고, 유튜브의
초창기에 자기 일상을 찍어 수백만 구독자를
확보한 사람들이 있었다.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채고 부를 움켜쥐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그들이 기술을 아주 자세히 알아서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5명)
서*용(duyo~)님, 이*섭(hyun~)님, 황*욱(hwan~)님, 이*제(jeon~)님, 원*희(hyun~)님

봄날 에너지 충전

자연 속에서 꽃피는 가족애

부산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제주돌문화공원

해운대블루라인파크는 옛 동해남부선 철도를 활용한 관광 시설로,

제주돌문화공원은 창조의 여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전설을

유명하던 미포-송정 구간에 들어섰으며,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제주의 민속과 문화, 신화를 집대성해 가족 여행 코스로 제격이다.

스타벅스 커피(5명)
이*현(nahy~)님, 최*봉(choi~)님, 배*민(daem~)님, 권*길(dkkw~)님, 지*한(bahan~)님

그랬던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흐름을 보고 그 위에 올라탄 것, 기술이 무너뜨릴
곳을 피하고 새로운 기회의 틈새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새 시대의 진짜 능력이고 교양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붙인 2022년 테크 혁명의

요즘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거리이다. 풍광이 아름다운 철길로
운영한다. 해변열차는 미포-송정 전 구간(4.8km)을, 4인까지 탑승

가능한 스카이캡슐은 미포-청사포 구간(2km)을 오가며 둘 다 해안을
따라 바다를 조망하는 체험 시설이다. 해변열차는 종전 철로를,

스카이캡슐은 철로보다 높게 조성한 공중 레일을 달린다. 인근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소재로 만든 복합 문화공원이다. 자연이 어우러진 드넓은 부지에

화산이 빚어낸 기묘한 돌이 가득한 제주돌박물관, 거대한 돌하르방과
두상석이 늘어선 야외 전시장, 옛 초가 마을을 재현한 돌한마을 등
볼거리가 많다. 전기차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하늘연못에서 인생 사진을 찍고, 아크릴 와패에 가족의 소원을 적어
걸어두자.

제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판에 올라타기 위해 ‘일곱 가지이자 하나인 기술’,
세븐 테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세븐 테크」는
독자의 눈높이에서 굵직한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진짜 핵심이 되는 통찰들만을 골라 담으며, 또한 이
7가지 테크 혁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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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평화공원은 현지인이 즐겨 찾는 가족 나들이 명소다.

# 참여 방법
1. 사보와 웹진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낸다.
2. 근두운 웹진(http://geunduun.com) 또는 QR코드를 클릭해 접속한다.
3. 이벤트 메뉴 버튼을 이용해 정답을 3월 18일 금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4월 5일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4월호에 게재됩니다.

바꿀지 생생하게 그릴 수 있게 해준다.
김미경 外 공저 | 웅진지식하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