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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은 2021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근접방어무기체계에 특화된 솔루션을 선보였다.

LEADING LIG
LIG人들의 일과 삶

LIG넥스원이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
2021’에서 선보인 근접방어무기체계에

특화된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LIG넥스원
경영 임원들이 MZ세대와 소통을 위해

리버스 멘토링에 나섰습니다. 취업난과

코로나 이중고를 넘어 입사한 2021 Power

Rookies들을 만나보세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LIG는 방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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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에게
위문품으로 밀키트를 전달했다.

READING 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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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인 품질개발팀 곽진성 매니저 자녀
곽태현 군이 회사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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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IT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LIG 인사이트
현직자가 말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살기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K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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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의 등장과 함께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볼

수 있는 공중전 게임도 소개합니다. 석탄발전을
둘러싼 충격적인 수치를 보고 놀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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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센서 고도화 및 개발 추진 外

OPEN TALK

‘스마트 해군’으로
가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

해군의 최첨단 함정 무기체계와 세계 각국 함정 해양·방위시스템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International
Maritime Defense Industry Exhibition, 이하 MADEX) 2021’이
지난 6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렸다. LIG넥스원은 해군의 차세대
근접방어무기체계 사업에 특화된 솔루션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해궁, 비룡, 해성,

청상어 등 LIG넥스원의
수중발사 유도무기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LIG넥스원 MADEX 2021 참가

International
MAritime
DEfense Industry
EXhibition
7개국, 110여 개
방산업체 참여
MADEX는 지난 2001년부터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 국제항만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SEAPORT)과 함께 부산 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으로
통합돼 격년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과 국제항만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이
별도로 열렸다.

6월 9일 개막식 행사는 해군 군악대, 의장대 시범을 시작으로

전시회 현황보고, 개막선언 및 환영사, 테이프 커팅, 전시회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김정수 해군참모차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문정일 (사)해군협회장,
가브리엘 페레즈 콜롬비아 해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MADEX
2021에는 7개국 110여 개 방산업체가 참여했으며 전시장에는
우리나라 최첨단 함정 무기체계와 세계 각국의 함정·해양방위
시스템, 방위산업 관련 제품·기술, 해양탐사선·특수선 장비,

해양구조·구난장비 등이 전시됐다. 20여 개국 해군 대표단이
LIG넥스원은 MADEX에서 근접방어무기체계에 특화된 솔루션을 선보였다.

대한 비즈니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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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참가국 간 군사외교관계를 다지고 해양 방위산업제품에

근접방어무기체계에 특화된
솔루션 선보여

LIG넥스원과 함께
스마트 해군으로

전시장 입구 쪽에 자리잡은 LIG넥스원 부스에는 함정용

LIG넥스원은 CIWS-II 외에도 해궁, 비궁, 해성, 청상어 등 수중발사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LIG넥스원은 MADEX에서 스마트

드론용 초경량 소형 SAR 레이더, 소형 정찰 타격 드론과

근접방어무기체계 목업이 1대 1 스케일로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유도무기, 수상/수중 무인 감시정찰정 ‘해검-II’, 무인잠수정,

네이비 구현을 위한 다양한 무기체계와 해군이 추진 중인

다목적 무인헬기 등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한국형

근접방어무기체계(Close-in Weapon System, 이하 CIWS) 사업에
특화된 솔루션을 선보였다.

CIWS-Ⅱ는 현재 해군이 도입·운용중인 네덜란드 탈레스社의

‘골키퍼’ 함포체계와 동일한 포신 및 급탄 장치를 적용해 차세대

근접방어무기체계를 업체 주관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항모와

페루 해군 군수사령관 사블리치 중장도 LIG넥스원 부스를 방문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호위함(FFX-Ⅲ) 등 해군 최신 함정에

CIWS-Ⅱ 사업의 국내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CIWS-II는 각종 센서와 무장 등이 결합된 복합무기체계로

부산광역시장과 김정수 해군참모차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탑재될 예정이다.
수상/수중 무인감시정찰정 ‘해검-II’와 무인잠수정

수직발사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유도무기 배꼽케이블 무선화

체계통합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교전 특성상 기존 함포 사격통제와
전혀 다른 신기술, 근접방어를 위한 첨단 레이더 기술이 필요하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9월 골키퍼 창정비 완료 후 항해 수락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스템 체계 통합과 시험평가, 적시

군수지원능력 등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 골키퍼 창정비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전문인력과 정비시설, 기술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향후

LIG넥스원 임국현 해양사업부장은 부스를 방문한 박형준

“근접무기방어체계(CIWS-II)의 표적이 될 함대함 유도무기에 대한

기술력은 물론, CIWS-II와 매우 유사한 방어 무기체계인 RAM 유도탄
및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해궁)을 개발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어
성공적인 개발을 자신한다.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골키퍼

창정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총 수명주기 동안 해군의 완벽한
전력유지를 책임지겠다”고 브리핑했다.

LIG넥스원 신입 상어들의 MADEX 2021 관람기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해양경찰 함정 작전통제체계 등 ‘Challenge for SMART

NAVY’를 위한 솔루션들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UAE 해군
작전훈련부장 알레메이디 준장, 페루 해군 군수사령관 사블리치
중장 등 해외 군 관계자들도 LIG넥스원 부스를 찾아 이현수

해외사업부문장의 브리핑을 받으며 제품들을 관심있게 둘러봤다.
이날 오후에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회사 홍보영상을

직접 촬영했다. 운예지 연구원(PGM1연구소 항공무장체계단)과
오현주 연구원(PGM1연구소 3팀)은 아기상어 탈을 쓰고

LIG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콘셉트로 진행을
맡았고, 장용수(PGM1연구소 항공무장체계단) 연구원과

권태홍(PGM1연구소 항공무장체계단) 연구원이 촬영과 편집을

담당했다. 이날 촬영한 영상은 LIG넥스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는 “이번 MADEX 전시회를 통해

해군의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정부의
방산수출 정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력에
걸맞는 미래 해군력 건설을 위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LIG넥스원 부스를 찾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김정수 해군참모차장, 구자열

LIG넥스원 2021년 신입사원 윤예지 연구원과 오현주 연구원이 CIWS-II를 배경으로 유튜브 영상도 촬영했다.

임국현 해양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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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협협회장에게 브리핑하는

사진으로 보는
MADEX 2021 이모저모
DAY 1
6월 9일

개막식 이후 VIP와 취재진, 국내외 군 관계자,
전문가들이 부스를 찾았다.

DAY 2
6월 10일

LIG넥스원 협력회사 협의회(A1 Club)와 해군
관계자들도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MADEX 2021 현장은 취재진과 관람객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국내외 언론부터 해외 군관계자,
전문가들은 물론, 퍼블릭 데이에는 일반 관람객들도 LIG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근접방어무기체계 솔루션과 첨단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 회사 홍보와 고객 응대에 열정적으로 임한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4일 동안의 기록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DAY 3
6월 11일

MADEX 기간에는 수출상담과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DAY 4
6월 12일

마지막날은 퍼블릭 데이를 맞아 일반 관람객들이
LIG넥스원 부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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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NOW 1

‘꼰대’가 ‘요즘 것들’을
만났을 때
지난 4월 27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

김지찬 대표이사와 이건혁 PGM사업부문장,
권병현 C4ISTAR사업부문장, 이현수

역지사지
세대공감의 시작
리버스 멘토링

해외사업부문장, 이수영 Corporate Center장
등 회사 주요 경영 임원들이 모였다. 젊은
사원들도 참여한 걸 보면 경영진이 멘토,
사원들이 멘티가 되어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인가 싶었지만,
이날은 멘토와 멘티가 바뀌는 ‘리버스

멘토링’을 위한 첫 모임을 가지는 날이었다.

최근 기업들의 화두는 MZ(Millennial+Z)세대와의 소통일 것이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과 삶의 조화’ 속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조직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LIG넥스원 경영 임원들이 MZ세대에게 코칭을 받는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
글. 편집실 사진. 김수홍

이날 참여한 젊은 사원들은 모두 80~90년대
출생한 MZ세대이다. 리버스 멘토링은 젊은
구성원이 경영진의 멘토가 되는 역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세대간 소통, 최신 트렌드 습득,
Self 리더십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경영

임원과 멘토들은 다섯 개 팀으로 나누어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조 이름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찬 대표이사조는 ‘꼰대와
요즘 것들’, 이건혁 PGM사업부문장조는

‘건야호’, 권병현 C4ISTAR사업부문장조는
‘719’, 이현수 해외사업부문장조는
‘Global人싸’, 이수영 Corporate

Center장조는 ‘꼰대는 없다’로 정해졌다.
이날 정해진 다섯 개의 팀들은 앞으로 세

달 동안 가상현실(VR), 디지털 기기 등 최신

IT 트렌드 체험, SNS 제작 및 운영, 성수동,
홍대, 샤로수길 등 핫 플레이스 방문, 2030

LIG넥스원 리버스 멘토링 조를
소개합니다

세대 문화·관심사 공유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멘토 역할에만 익숙했던 경영
임원들은 멘티가 되어 MZ세대 멘토들이
직접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단체 셀카’로
첫날 출석 체크를 마쳤다. 각자 개성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 애쓰다 보니 어느새
웃음이 터졌고 어색함도 풀어졌다.

최근 국방·민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 가속화되며

꼰대와 요즘 것들
김지찬 대표이사, PGM연구소.3팀 이정호 연구원,
C4ISTAR기계융합연구소.4팀 이현철 연구원,
L-SAM체계단. 1팀 김연주 연구원

방산업계도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소통
채널과 리더십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기술 확보에 매진해온

LIG넥스원은 이번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진과 MZ세대 사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직의 변화와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찬 대표이사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건야호
이건혁 PGM사업부문장, 사업개발팀 박수정 매니저,
사업개발팀 고경아 매니저, 사업개발팀 이유진 매니저

현장에서 직접 다루는 군인 대부분이

MZ세대”라며 “MZ세대의 생각이 회사와

무기 개발에도 반영돼야 국방력도 튼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남을 청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리버스 멘토링이 회사의

내일을 이끌 MZ세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서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719
권병현 C4ISTAR사업부문장, 해양1연구소. 4팀 이재준 연구원,
해양1연구소. 7팀 이환철 연구원,
HR지원팀 이은지 매니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Global人싸
이현수 해외사업부문장, 해외사업팀 최원우 매니저,
HR지원팀 정자은 매니저, HR지원팀 이택기 수석매니저

꼰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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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Corporate Center장, 전자전연구소.1팀 김두환
선임연구원, C4ISTAR기계융합연구소.4팀 신동준
수석연구원, 총무환경안전팀 박미진 매니저

LIG NOW 2
신입사원 입문교육 경과를 보고하는 오현주 연구원

진짜 회사 홍보영상으로
써도 되겠네?
올해 신입사원은 먼저 입사해 일을 시작한 14명과 신규 입사인원

55명을 포함해 모두 69명이다. 신규 사업 수주와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관리자 1인을 제외하면 모두 연구 인력으로 선발했다. 5월 6일
연수원 입소 전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내부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A반과 B반으로 나누어 일과 시간에는 사내 시스템 교육, 방산보안
이해, 경영 시뮬레이션,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업무와 시간관리,
산업안전, 군 업무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사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웠으며, 연수 중간에는 구미 생산본부에 견학도
다녀왔다. 일과 후에는 팀을 나누어 회사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단체 과제를 수행했다.

수료식에 앞서 팀별로 제작한 회사 홍보 영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A반 1조는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워크맨>의 형식을 빌어
LIG넥스원 탐방기를 만들었고 거짓말 탐지기를 등장시킨 재치가

돋보였다. B반 1조는 ‘LIG넥스원을 선택한 이유’를 인터뷰 형식으로

따끈따끈한
열정과
톡톡 튀는
감각으로

비가 내리던 날 대전연수원에 검은 정장 차림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올해도 69명의
신입사원들이 LIG넥스원 가족이 되기 위한 11일간의 입문과정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하게 된 것. 구직난과 코로나라는 이중고를 무사히 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2021 Power Rookies 수료식 현장을 찾아가 봤다.

LIG넥스원X핵인싸들 범 내려온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풀어냈는데 급하게 공부한 티가 나는 대답들로 보는 이들을 웃게
했다. B반 2조는 ‘긍정’과 ‘개방’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익광고처럼
연출했고, A반 3조는 ‘미사일도 구미 특산물’이라는 설정으로

인터넷의 유행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감각이 인상적이었다.

B반 3조와 D반은 유명 영화들의 대사를 패러디해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A반 5조는 국악그룹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를 배경음악으로 춤을

추면서 대전연수원을 소개했고, B반 4조는 ‘방산기업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같은 모션 그래픽을 선보여서 모두를
역면접한다는 설정으로 경쟁사들을 등장시켰고, 재기 발랄한

반전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영상 촬영과 편집 경험이 있는 사람이

2021 Power Rookies

없었지만 미션을 받고 팀원들과 머리를 모아 아이디어를 짜고,
교육 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한 남승훈, 최지환 연구원

모르는 것은 방법을 찾아가며 실행에 옮긴 열정, 지금 유행하는
것들을 발빠르게 반영한 젊은 감각을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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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한
그들이
온다

놀라게 했다. A반 6조가 만든 ‘취업왕’ 영상은 구직자가 회사를

MINI INTERVIEW
새로운 Nex1er들을
환영합니다

인재개발팀 김주용 매니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채 신입사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교육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5년 뒤 LIG넥스원의 모습 그려보기 활동
팀별로 제작한 회사 홍보 영상을 시청하는 신입사원들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LIG넥스원을 잘 몰랐는데 LIVE

채용설명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연구실 LAB과 현직자인
멘토 분이 좋은 회사라고 얘기를 해줘서 지원하게 됐어요.

킹스맨 미션(팀빌딩 활동)우승조 시상

급여 수준도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근무지가 판교인 것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구미 생산본부에 견학 가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신입사원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들
협조를 잘해줘서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팀별 과제로 제시한 회사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열정적으로
임하는 신입사원들을 보면서 저도 오랜만에

초심을 떠올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업에

배치돼도 서로 도우면서 성장하는 2021 Power
Rookies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PGM3연구소. 1팀 김재욱 연구원

“저도 LIVE 채용설명회를 보고 회사를 알게 됐어요. 영상으로
본 사내 분위기가 자유로워 보인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예고편은 끝났고
이제는 직접 부딪혀볼 시간

선택의 이유가 됐습니다. 방산기업이라 보수적이지 않을까

수료식은 교육 경과 보고와 연수기간 동안 찍은 영상 스케치

킹스맨 미션 활동사진

시청으로 시작됐다. PGM1연구소. 3팀으로 배치된 오현주

연구원이 신입사원 대표로 교육 경과를 보고했으며 팀별 과제

신입사원 교육

우수작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연수기간 동안 모범이 된

신입사원에게 주어지는 종합평가 성적 우수상은 PGM1연구소

Timeline

걱정했거든요. 영상을 제작해본 적이 없는 팀원들과 힘을
모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과제를 수행했는데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배우고 힘을 보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PGM3연구소. 4팀 오다은 연구원

L-SAM 체계단. 1팀 남승훈 연구원과 항공드론연구소. 2팀
최지한 연구원이 수상했다.

동기들이 직접 뽑은 우정상은 항공드론연구소 드론개발단
3팀 박성한 연구원과 PGM3연구소. 1팀 이유진 연구원이
수상했다.

LIG넥스원 천기진 대전지역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주변
사람과 시스템의 선택에 좌우됐다면 이제는 직접 선택해서

1주차

2주차

기념촬영을 끝으로 11일간의 연수는 모두 끝이 났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기들과 헤어져 각자 배치 받은 부서로
신입사원에게 소감을 들어봤다.

→ 골든벨 → 중간평가 → 비전 및 중장기 전략 →

업무/시간관리 특강 → 연구개발 프로세스 이해 →
Can Meeting → 파워루키 소통

3주차

해외사업현황 및 부문 소개 → CSR → 군 업무 소개 →
교육 제도 → 법률 교육 → 경영진 간담회 →
PGM 부문 소개 → C4ISTAR 부문 소개 →

생산 프로세스 이해 → 성희롱 예방 교육 →

비즈니스 매너 → 팀빌딩 활동 → 단체과제 활동 →
부서배치 안내 → 수료식

2021 Power Rookies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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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면 진짜 사회생활이 시작된다. 버스를 타기 전에

방산 보안 이해 → 경영 시뮬레이션 → Nex1 History
산업안전교육 → 예비군 교육 → 구미하우스 견학 →

없다. 다만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를 뿐이다. 현업에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바란다”고 얘기했다.

방위사업의 이해 → 사내 시스템 교육 →
Nex1er가 되기까지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회사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배치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입사 서류 작성 → 회사소개 및 인사제도 →

호국보훈 특집 1

‘호국보훈의 달’이 시작하는 6월 1일, 점심시간도 아직 멀었는데 판교하우스
식당 한 쪽이 분주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에게 위문품으로 보내는
밀키트(Meal Kit) 포장을 위해 LIG넥스원, ㈜LIG, LIG시스템, 휴세코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방산기업으로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인사말을 전하는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도 작성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김윤진 국장이 감사인사를 전했다.

당신의 공훈과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LIG는 지난 6월 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에게 위문품으로 밀키트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 (주)LIG 최용준 대표, LIG시스템 윤종구

훈훈한 LIG
든든한 보훈
국가유공자 밀키트
전달행사

대표, 휴세코 김계홍 대표, LIG넥스원 이수영 Corporate Center장과
유영식 PR실장이 참석했으며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강윤진

국장,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이 내빈으로 초대됐다.
김지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LIG넥스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방산기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잊지 않고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강윤진
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줘서 감사하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이 식사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밀키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사를
전했다.

경의를 표하는 마음을 담아 밀키트에 함께 넣을 감사편지도

준비한 재료로 밀키트를 포장하는 LIG 희망봉사단원들.

작성했다. 밀키트(Meal Kit)는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을 담아 누구나 손쉽고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된 세트이다. 이날 준비한 밀키트는 불고기, 갈비탕,
설렁탕과 부속 야채, 양념으로 보냉 가방에 넣어서 제공된다.

편지를 작성하고 LIG희망봉사단원들과 함께 준비한 재료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밀키트를 완성했다.

LIG는 앞으로도 방산기업으로 호국 보훈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훈훈한 LIG, 든든한 보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국가지정 보훈기념일인 3월(삼일절), 6월(호국보훈의
달), 11월(순국선열의 날) 전후로 900여 명의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LIG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일환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의료취약계층 후원, 대한장애인축구 협회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용준 ㈜LIG 대표이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감내했지만 저소득층인 국가유공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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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에

Meal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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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는
자랑스러운

참전용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가족 초청행사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의 아들
월드컵 열기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지난 5월 21일 특별한 손님이 LIG넥스원을 찾았다.
개발품질팀에서 일하는 곽진성 매니저의 둘째 아들
곽태현 군이 가족 초청행사를 위해 판교하우스를
방문한 것. 올해 중학생이 된 태현이가 아빠 회사에
꼭 한 번 와보고 싶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에
들어와서 보낸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봤다.
글. 편집실 사진. 김수홍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정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하사관이었던 곽진성

매니저는 참수리정 M60 사수를 맡았다가 교전 끝에 오른팔에

관통상을 입었고 부상 때문에 의병제대하면서 직업군인의 꿈을
접어야 했다.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전사한 전우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어 2004년 LIG넥스원에 입사했습니다.

구미생산본부에서 신궁 탐색기를 생산했고 개발품질팀으로
옮긴 지는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곽진성 매니저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직업군인으로 군생활을 계속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제대
후 결혼식을 올렸고 2004년 입사한 이듬해 첫째 아들이,

그리고 2008년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세월이 훌쩍 흘러

첫째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이 됐고 둘째
태현이는 아빠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 궁금해하는
중학생이 됐다.

“아들 둘이 취향이 완전히 달라요. 첫째는 엄마하고 코드가 더
잘 맞는 것 같고 둘째는 저랑 잘 맞아서 따로 캠핑도 다니는데

평소에도 무기나 군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도
싶어해서 오늘 초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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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회사에 한 번 와보고

해군 출신 답게 구축함에 탑재된 무기체계들부터
직접 하나씩 설명해주는 곽진성 매니저.
이 자리에는 해군 출신 유영식 PR실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태현이는 영상까지 찾아봤던
탱크 잡는 미사일 ‘현궁’ 목업에 제일 관심을 보였다.

아빠 자리에
꼭 와보고 싶었던 이유
판교하우스 LED 전광판에 환영메시지가 뜨고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요청하자 어색한지 주뼛거렸던 태현이는
장래희망이 경찰이라고 했다.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아빠가 구미에서 근무할 때 가족초청행사로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내부로 들어오지 못해서
오늘은 꼭 아빠가 실제로 근무하는 자리를 보고 싶다는
부탁을 했다.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는 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만드는 무기들도
봤고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볼 수 있어서 좋아요.”

첫번째 일정으로는 아빠의 안내를 받아 쇼룸을 둘러봤다.
해군 출신 답게 구축함에 탑재된 무기체계들부터 직접

살아남은 이들이
짊어진 사명

하나씩 설명해주는 곽진성 매니저. 이 자리에는 같은

세월이 흘러 내년이면 벌써 제2연평해전 20주년을

영상까지 찾아봤던 탱크 잡는 미사일 ‘현궁’ 목업에 제일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 매니저, 함교 소총수였던

해군 출신 유영식 PR실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태현이는
관심을 보였다.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식당과 카페테리아,

신설된 ‘멍때리기 Zone’도 구경하고 인생사진도 하나 찍은
다음 드디어 아빠가 근무하는 5층 개발품질팀에 도착했다.
개발품질팀 팀원들은 외근 관계로 자리를 많이 비웠지만
옆자리에 있는 고한권 수석매니저가 곽진성 매니저와

태현이를 반겨줬다. 아빠 자리에 직접 앉아도 보고 아빠

동료들에게 평소에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 지 물어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려서 아빠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서해 수호의 날’이나 ‘연평해전의 날’,
‘군인의 날’ 같은 행사에 나가시는 것을 보고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신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고정우 주임도 근무하고 있어 서로 자주 교류하면서

의지하고 있다. 관통상을 입은 오른팔은 세월이 흐른

KBS 다큐 10년 전 그날 제2연평해전에 출연했던 곽진성 매니저

지금도 통증을 느낀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다양한 행사에 참석요청이 오지만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는 전우들이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2일에는 KT 위즈 구단의 초청을 받아
수원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리 기원 시구도
했다.

“개발품질팀에서 일하면서 협력사들에게 깐깐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M60을

잡았을 때 제대로 발사가 안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산품질은 곧 생명이 직결된다는 교훈이 제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를 지키며 꼼꼼하게 일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KT위즈 구단의 초청으로 시구행사에도 참여했다.
곽진성 매니저 KT위즈전 시구 영상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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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LIG넥스원 같은

맞이한다. LIG넥스원에는 곽진성 매니저 말고도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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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기억하겠습니다

우수작

가작

장려

추모의 마음을 담아 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

이천 호국원에 시아버지 뵈러 갈 때마다 들리는 추모 공간입니다.
아이들과 종종 들려 묵념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설명해준답니다.

강릉통일공원 안보전시관에서

작년에 가족들과 다녀온 현충일 맞이 강원도 여행. 강릉통일공원
안보전시관에서 수많은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작

가작

장려

장려

스무살의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2008년 압구정에서 임진각까지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큰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maximus_k_, LIG넥스원 C4ISTAR 기계융합연구소 김민재 선임연구원

@dltnwlsu_1.

@kallgoll

‘호국보훈의 추억’ 이벤트 당선작

LIG는 66주년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호국보훈 관련 사진을
공모하는 ‘호국보훈의 추억’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당선작을 공개합니다.
정리. 편집실

@ahhokyun, LIG넥스원 대전생산팀 안호균 매니저

@wbrules, LIG넥스원 MRO사업부.3팀 최원범 수석매니저

사진은 2008년 연구개발본부에서 수행한 한마음콘서트 출품작으로
당시 ILS연구센터에서 신입사원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 행사
자료입니다. 그 시절 개그콘서트에서 인기가 있었던 ‘달인’ 컨셉으로
압구정, 국회의사당, 시청, 현충원, 지하철, 임진각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금년 6월 호국보훈의 추억 행사를 맞아
재미있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eunbitfox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
순국선열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갈게요.

@chae.yeong0509, LIG넥스원 PR실 이채영 매니저

현충원 21묘역에는 나의 큰아버지가 잠들어 계신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는 마지막 편지가 있은 얼마 후에 전사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다. 빛나던 젊은 시절 먼 타국 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고 고생했을 큰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린다. 당신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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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기 위해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이야기, 수류탄만 들고
뛰어오는 중공군 이야기, 제주도에서 훈련 조교로 생활하던 이야기,
어린 시절 과자 먹으면서 들었던 할아버지 이야기. 20살 어린
아이가 7년간의 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훈련소로 향했던 이름없는 국군장병들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컬처런2021 #현충일66주년기념비대면마라톤#6월문화마라톤
#현충원 #LIG넥스원 #근두운 #호국보훈의추억

LIG WAVE

악천후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시장을 관찰하면
기술이 보인다
드론은 현재 국방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고 다양한

과제와 사업이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LIG넥스원도 드론봇
체계, 수송 드론 등 드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늘리면서 미래

드론을
만듭니다

성장동력을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모색하고 있다. 심우람

대표는 LIG넥스원과 같은 프로젝트에 입찰자로 참여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다고 얘기했다.

“다양한 사업용 드론 행사 컨퍼런스에서 자연스럽게 만났고 같은

프로젝트에 경쟁자로 입찰하기도 했죠. (웃음) 작년에는 LIG넥스원

㈜보라스카이 심우람 부대표

쪽에서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검토 의향을 받은 적도

하드웨어와
로보틱스 기술의 결합

드론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국방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개발과 도입이 진척되고
있는 분야이다. 정찰, 감시는 물론 수송과
폭탄투하, 화생방 등 고난이도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악천후를 견디고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산업용 드론을 만들던 ㈜보라스카이는 이미
준비된 기업이었던 셈이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보라스카이는 초고성능 맞춤형 산업용 드론을 제조하는

무인항공기 전문 스타트업이다. 1세대 로봇마스터인 창업자

이동환 CTO를 중심으로 로보틱스 기술진들이 2016년에 설립했다.
자체 연구소와 생산공장, 조립라인을 가지고 100% 독자 기술로

R&D, 설계, 생산, 조립, 비행테스트,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산업용 드론을 만들고 있다. 벤처캐피탈리스트 출신 심우람

부대표는 투자자로 참여하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에
합류해 경영관리와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설립 초기에 초고도에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상관측 드론을 개발했고 이후로 미세먼지 관측 드론, 수색 드론,

긴급 수송 드론 등 주로 산업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서 2019년부터 가장 혹독한 기상환경에서도 매일
특정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방용 드론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라스카이의 주력 제품은 근거리 정찰 드론(X-Maze), IPx7

등급의 완전방수 해양이착륙 드론(X-Flow), 폭탄 투하 드론(X-

Blast), 30kg 하중 수송 드론(X-Carrier). 화생방 드론(X-Decon)

있는데 여러모로 시기가 맞지 않아 아쉽게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주로 민수사업을 하다 보니 국방 조달을 위한 등록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서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드론 하드웨어 설계
및 제조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용 드론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미션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드론은 미래 국방기술의 핵심

분야로 향후 다양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LIG넥스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라스카이는 메카트로닉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터

개발부서 등에 전문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 별도의 조립라인과

더불어 제품의 품질 및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술지원실 산하에
품질보증팀(QAT)과 필드어시스턴트팀(FAT)을 두고 납품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하고 있다.

“모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시장에서 나오고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시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성능 산업용
드론을 만들다 보니 국방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장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고객과 소통하고 사후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이 있다. 산업용 드론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고성능 드론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하드웨어 기술력이 중요하다. 드론에 아무리
비싼 미션장치, 센서, 카메라, 인공지능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자동경로비행기술을 탑재해도 강풍이나 폭우, 고온이나 극저온

같은 악천후를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저희 회사 드론은 하드웨어 기술과 로보틱스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공기를 순환시켜

내부 부식을 방지하고 침수를 막는 공조기술을 적용했고, 방수형

모터를 자체 제작해서 해안에서 상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완전 방수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돌풍이 불어도 최소한의 에너지로 바람을

미션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보틱스 기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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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이동했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LIG MOMENT

MADEX 2021에서
선보인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무인체계, 미래기술, MRO에 이르는 LIG넥스원의 사업영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무기체계의 주요 특징과 적용된 첨단 기술을 알아보는 LIG Moment. 다섯번째 시간에는 2021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선보인 근접방어무기쳬게 CIWS-II(Close-In Weapon System)과 유도무기 배꼽케이블 무선화 기술을 소개합니다.

LIG넥스원
첨단 솔루션

정리. 편집실

CIWS-II와 유도무기 배꼽케이블 무선화 기술

미래발사체계 신기술

유도무기 배꼽케이블 무선화
30mm 골키퍼 창정비를 넘어

유도무기 배꼽케이블은 발사체계와 유도탄 간의 전력 및 통신을 전송하는 유선케이블로 한국형

CIWS-II 개발

수직 발사대에 적용되어 있다. 기존 배꼽 케이블은 사용자가 직접 발사관에 케이블을 조립하고
분리하는 방식이라 작업이 불편하고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무선배꼽장치는 발사대

바다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미사일 위협은 근접방어무기체계(Close-In Weapon System,
이하 CIWS)로 방어한다. 그동안 우리 군은 레이시온社의 팰렁스, 탈레스社의 골키퍼 등
2가지 CIWS를 운용해왔다. LIG넥스원은 30mm ‘골키퍼’ 창정비 경험을 통해 체계통합,

사격시험/분석, 후속군수지원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유일 능동위상배열레이더

전력화(대포병탐지레이더-II), 전투기탑재 다중모드 레이더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 완료로
검증된 핵심기술과 유도무기 기술력(해궁, 해성, 천궁-II 등)을 융합해 한국 해군의 차세대
근접방어무기체계 CIWS-II 사업에 도전한다.
주요 특징 Main Feature
Complex
Weapon
Specialized
Fire Control

유사 무기체계 개발 경험을 통해

복합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능력 보유
30mm 함포를 위해 특화된 사격통제

Algorithm

알고리즘 적용

AESA Radar

국내 유일하게 전력화되어 검증된 AESA

1. 체계통합기술

2. 체계 효과도 분석기술
3. 교전 알고리즘

4. 시험평가/분석기술
5. 후속군수지원

6. 검증된 AESA레이더

다양한 함포/유도무기
사격통제체계 개발

CIWS 국내개발 목표로
골키퍼 창정비 수행

풍부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후속군수지원 보장

간섭 및 수중폭파충격 시험에서 미 군사규격을 모두 만족해 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유도무기 배꼽케이블 무선화 기술이 도입되면 한국형 수직 발사대의 운용 개선을 위한 호환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특징 Main Feature

무선전력

가시광통신

구동/상태신호
환경조건

전자기파 간섭조건
수중폭파 충격

정격 1,000W, 최대 1,380W

가시광 통신 3채널: 10Mbps(양방향)

*가시광 통신 연동: 이더넷/RS422 선택적 사용
-이더넷 2채널: 10Mbps
-RS422 2채널: 8Mbps

MSL SQB PWR: 3채널,

DISC DRV: 4채널, Discrete I/O: 28채널, SQB: 10채널
MIL-STD 810G 충족

MIL-STD-461G 충족
MIL-S-901D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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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ar

핵심기술

국내 유일
능동위상배열레이다 전력화

무선배꼽장치와 발사관 무선배꼽장치로 구성되어 양방향 무선통신을 수행한다. 환경전자기파

LIG 인사이트

현직자가
말하는

동동 님은 한국 서울에서 태어난 남성이에요. 평범한 인문계

연락이 왔어요. “어, 너, 미국에 오는 거 관심 있었어? 나 너

소위 말하는 명문대 졸업생은 아니었어요. 사회생활은 1998년에

그랬어. 내가 한 번 알아볼게. 이력서를 줘 봐.” 그런데 이 간부가

기억해. 잘 지내니? 우리 미팅할 때 미국 오고 싶다고 말을 하지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에 있는 30위권 대학교 학부를 졸업했죠.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살기

제 이력서를 내부에다 뿌려 준 덕분에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시작했는데 IMF 사태를 겪으면서 취업한 회사가 사라질 뻔한 위험도
겪었죠. 하지만 미국으로 와서 ‘모토로라’, ‘브로드컴’, ‘애플’을 거쳐
지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최고 혁신기업으로 손꼽히는 T사
개발팀장(Engineering Manager)으로 일하고 있어요.

인터뷰가 엄청 떨렸겠네요.
▼

때문에 그림도 그리고 몸짓 발짓 다 섞었어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자기소개를 해 봅시다
▼

어쩌다가 미국에서 일할 생각을 하셨어요?
▼

인터뷰를 한 지 한 달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미국으로 오라고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T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나이는 비밀이에요.

제가 그렇게 일류 대학을 나오진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미국에 와서 일하는 문화가 어땠는지 들어볼까요?
차별 대우 이런 거 받으신 적 없나요?
▼

대한 평가에 있어서 최고의 가중치는 아닙니다. 학벌보다 지금

있었어요. 연봉협상을 하는데 제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기

회사에서 뭐 하고 있고, 지난 3년간 어떤 일을 얼마나 잘 했으며,

때문에 연봉을 맞춰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식이 해당 팀에 잘 맞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더 중요해요.

생각했어요. ‘미국이라면 학교 따위는 따지지 않겠지.’ 그래서
그래도 미국에 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원래 기술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미국

여기는 출신학교 이런 것을 굉장히 덜 보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교
나오면 “뭐 이 사람 공부 잘 했네?” 정도지만 그게 이 사람에

초반 한국은 ‘학벌사회’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그때부터 미국에 넘어올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준비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그럼 다녔던 회사에서는

엔지니어의 능력을 뭘로 평가했나요?
▼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는가, 얼마나 빨리 풀어서 제품을 정시에
내놓는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연구만 하고 끝나는 게

회사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온 간부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아니라 모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들입니다. 언제까지

있었어요. 명함을 받아 뒀는데 그걸 꺼내서 무작정 연락을 했죠.

뭘 끝내야 해요. 정해진 마감시한 내에 제품을 만들어 내려면

“내가 미국에 가고 싶은 고민이 있는데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내야 하는데요. 계획한 시간 내에 문제를

있으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훌륭하게 풀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능력의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워라밸을 지향하고 편하게

사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제가 보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근이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도 서슴지

않고 일을 하는 편이죠. 오버타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정말 열심히 일하죠.

영어 때문에 고생하신 일은 없으셨나요?

글. 신현규(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출근 첫날 미팅을 들어갔어요. 미국 사람들 10명하고 큰

미팅룸에서 만났는데 정말 10%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늘이 노랗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여기 왜 왔지?” 생각이

들었죠. 당혹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영어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3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귀와 입이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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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IT 기업들이 꽉 차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이 동네에서
일하는 현지 엔지니어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은 실리콘밸리
현지 최근 뜨고 있는 IT 기업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동동’(사정상
이름은 비공개)님께 듣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문화, 면접, 그리고
채용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

그걸 보고 깨달은 교훈이 있었나요?
▼

내가 일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당연히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야죠. 하지만 미국 IT 산업에서 일하려면 회사 그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능력과 아무런
관련없이 회사 실적이 악화되면 해고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면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잘 올라탄다면

There are lots of differences between the

것과 비슷해요. 지금 큰 회사라고 미래 전망이 반드시 좋지는 않아요.

South Korea. This article is about a person

기회를 잡는 경우도 생기지요. 다닐 회사를 택하는 게 주식 투자하는

반면 지금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회사라 하더라도 미래에는 커질

지금 큰 회사라고 미래 전망이 반드시 좋지는
않아요. 반면 지금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회사라 하더라도 미래에는 커질 수 있죠.
특히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의 경우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아요.

수 있죠. 특히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의 경우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아요.
구글의 에릭 슈미트 전 CEO가 셰릴 샌드버그 (현 페이스북 2인자)를
채용할 때 일화가 생각나네요. 샌드버그가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요구하자 에릭 슈미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바보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로켓에 올라타세요. 회사가 빠르게

결국 영어가 매우 중요하군요.
▼

성장할 때에는 많은 충격이 있고 커리어는 알아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회사의 미션이 별로

아니요. 저도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영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얘기가 안될 때에는 정체와 사내정치가 시작됩니다. 로켓에 자리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회사가 저에게 원하는 것은 영어가

아니니까요. 결국 지식과 스킬셋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첫해 인사고과 ABCDE 중에서 E를 받았어요.

바닥을 받은 거죠. 실리콘밸리에서는 2년 연속 E를 받으면 잘려요.
영어도 안 되고 고과도 엉망이니 멘붕이 왔죠. 그 와중에 여기서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밤을 정말 많이 샜어요. 새벽 1시,

2시에 집에 들어가는 건 일쑤였고,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윗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바닥까지 갔던
사람이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고 성장을 하니까. 미국 회사가 절대
편한 곳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잘나가는 미국 회사에 입사했으니
조금 여유롭게 일할 수 있지 않나요?
▼

장난하세요? 산 넘어 산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강당으로 소집했어요. 저도 메일을
받고 강당으로 갔죠. 그런데 회사 임원이 연단에 올라가더니

이러는 거에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히 남아 있으실 수 있지만 강당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옆자리 동료가 회사를 떠나게 되어서

아쉽겠지만, 남아 있는 우리는 회사의 미션을 수행해야 해요.
회사는 이제 더 건강해지고 잘 될 거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미국에 괜히 왔나 싶기도 했어요. 회사 분기
실적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사람이 날아갈 수도
느낌이 들었죠.

‘실리콘밸리에 평생직장 따위는 없다’는 이야기 같네요.
미국에서의 고용은 회사와 나를 평등한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나도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회사도 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죠. 회사가 처음에는 나를 잘 데려왔는데 2년 뒤에 나를 잘 돌봐 주지
않는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회사에 이렇게 말할 거에요.

“제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이런 새로운 노력을 해볼게요. 받아
주시겠어요?”

만일 이런 제안을 받아주면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미련없이 회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거에요. 해고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회사와 내가 궁합이 맞지 않으면
저를 떠나보내는 거죠. 이곳에서 개인들은 회사에 얽매이지 않아요.

회사만 바라보지도 않고요. 그런 게 한국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네요.

office cultur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who immigrated from South Korea to the
Unites States in 2000 whose case could
be the story of that comparison. Mr. DongDong (not a real name) decided to leave his
job in South Korea back in 2000 because
he thought there was discriminatory forces
in the industry that he worked in especially
based on the universities that one graduates.
As a graduate of a middle ranked university
himself, he thought he will be better
provided with the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was the main reason why he
filed the immigration. After the big move, the
job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was very
different. The first scene he encountered
was the mass extermination of positions in
his company, which he never saw in South
Korea. He then thought that the decision
to choose which company he would work
fo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s
the upturn and downturn of the company
is something that a single employer cannot
make changes with. He also found out that
the transfer from company A to company B
is very easier than one in South Korea, as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is more
equal in the Unites States.
편집자 주)해외 고객들을 위해 기사 주요 내용의 요약본을
영문으로 제공합니다.

미라클레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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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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등줄기에서 암반수가 솟아나는

나면 그 자리가 어디 위치했는지 따지지 마세요. 우선 올라타세요.”
▼

How about working
in Silicon Valley?

CULTURE & WAR

도그파이트부터
전략 시뮬레이션까지

공중전의 꽃,
도그파이트 게임
전투기 하면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초창기 공중전을 대표하는
‘도그파이트(Dogfight)’다. 지금처럼 다양한 레이더 장비와

미사일이 개발되기 전이었던 20세기 초반에는 대단한 무장이

없는 전투기들이 기총사격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싸웠다. 입체적인
기동으로 적기의 꼬리를 잡아 기총으로 공격하는 공중전 과정을

도그파이트라고 불렀고, 직접 조종석에 탑승한 시점으로 전투기를
조종하는 비행 시뮬레이션 액션 게임에 자주 등장하게 됐다.

전자장비에 의존해 적기를 추적하고 버튼 한 발로 유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현대와 달리, 20세기 초의 공중전은 입체적인 액션을
드러내기 좋은 전장이었기 때문이다.

전투기 조종석에 탑승한 1인칭 시점, 혹은 자신의 기체를

후방에서 3인칭으로 비추며 펼쳐지는 공중전 게임은 기총부터
유도미사일까지 다양한 무장을 동원하지만 공중전 특유의
제한사항과 맞물리며 다른 액션게임과는 또 다른 묘미를

초창기 전투기 시뮬레이션 게임 중 수작으로 꼽혔던 <척 예거의 공중전>에서는 20세기
중반의 다양한 기체들이 등장하며, 유명했던 파일럿 척 예거가 튜토리얼에서 여러
가이드를 해주는 등 잔재미도 쏠쏠했다. (출처: 공식사이트)

자아냈다. 서로 꼬리를 물기 위해 복잡한 3차원 입체기동으로

움직이면서 기회를 노리기도 하고, 함께 이륙한 편대와 대형을
유지하며 팀 임무를 소화해 내는 모습까지 다채롭게 묘사됐다.
전투기 도그파이트를 다룬 게임은 역사가 꽤나 깊다. 요즘

같은 첨단 3D 그래픽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간단한 선으로
된 그래픽으로 전투기를 다룬 게임들이 등장했다. 1980년

아케이드 게임으로 첫선을 보인 아타리社의 ‘레드 바론’은

1차대전 복엽기들의 도그파이팅을 그려낸 선구적인 게임으로
꼽힌다. 당시의 빈약한 컴퓨터로 이 정도 게임을 뽑아냈다는

국내에서 본격적인 히트를 기록한 도그파이트 게임으로는

않아서 실제로 플레이해 본 경험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생소한

꼽을 수 있다. 세가社가 제작한 비행 슈팅 게임 ‘애프터버너’는

점은 놀랍기도 한 부분이다. 다만 국내에는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게임이었다.

오락실과 PC, 콘솔 등 여러 버전으로 출시된 ‘애프터버너’를

유압장치를 포함한 체감형 버전으로 출시되어 조종간을 당기는
대로 기기 자체가 움직이면서 게이머에게 실제 전투기 탑승과

유사한 중력체험의 손맛을 제공했다. 기계가 기계이다 보니 가격
자체가 매우 비싸서 사실상 동네 오락실에는 비치하기 어려운
물건이었다. 대도시 번화가의 오락실이나 테마파크 오락실

등에서나 체험할 수 있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놀라운 풀컬러

그래픽으로 ‘F-14 톰캣’에 실제로 탑승한 듯한 느낌을 제공하며
당대 최강의 전투기 게임으로 군림했다.

‘애프터버너’는 체감형 시뮬레이터 버전이 아닌 일반 PC나

콘솔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실존하는 전투기를 모델로

공중전
게임의 세계

글. 이경혁(게임평론가)

단순히 상하좌우로 적의 기총을 피하는 것을 넘어 유도미사일이
날아올 때 특수버튼을 눌러 360도 회전기동을 하거나

애프터버너를 사용해 순간적인 가속으로 적이 밀집한 지역을
1980년대에 미국 아케이드에 선보였던 ‘레드 바론’. 간단한 선만으로 그려낸

그래픽이었지만 1차대전 전투기 간의 도그파이팅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게임으로
꼽힌다.(출처: ARCADE HISTORY DATABASE)

벗어나는 등 다이내믹한 액션이 가능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공중 급유를 하는 등 중간 휴식 단계도 상당한 공을 들여
게이머들에게 고전 공중전 게임의 명작으로 각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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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대가 열렸다. 전투기는 현대 무기체계 중에서도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눈길을 끄는 무기였고 게임 세계에서도 언제나 인기있는 소재였다. 에이스 파일럿이 되어 도그파이트를 펼치기도
하고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술과 전략을 고민하는 전투기 게임의 세계로 떠나보자.

박진감 넘치는 공중전을 훌륭하게 뽑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사 시뮬레이션인 ‘시드마이어의 문명’ 시리즈는 후반 현대문명
파트에서 제공권 개념을 다루고 있다. ‘문명’에서는 전투기 한

대를 몰고 영웅적인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전투기 생산과 배치,
운영을 통한 제공권 확보를 중요하게 다룬다. 공항과 기지,

항공모함 등을 중심으로 발진하는 전투기는 활동범위 안에서
적의 전투기를 요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한다. 제공권을

확보하면 아군 폭격기가 출격해서 적의 주요 군사자산이나 후방의
자원생산기지를 타격한다. 제공권을 빼앗기면 아군 폭격기가

상대에게 쉽게 격추되기 때문에 이기려면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전투기 생산과 확보가 중요하다. 전투로 피해를 입은 전투기를
수리하고 재출격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포함하면 게임 후반부
현대전에서 상당한 자원을 들여야 하는 요소가 된다. 부족한

전투기 생산은 제공권 상실로 이어지고, 뚫린 하늘로 들어오는
적의 폭격기에 아군의 주요 자원들이 모두 박살 나는 상황을

‘하츠 오브 아이언 4’의 항공전 장면. 공군기지를 베이스로 여러 전투기들이 전략 단위로
출격해 제공권을 확보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맞게 된다. 항공전이 메인이벤트가 아니고 전투기가 등장하는

시점도 게임 후반부에 가깝지만, 의외로 ’문명’ 시리즈는 전투기를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최신 전투기 액션 게임들은 실사에 가까운 기체들과 지형으로 화면을 가득 채워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진은 ‘에이스 컴뱃 7’

활용하는 항공전의 전략적 의미를 꽤나 디테일하게 담아낸

전투기를 생산할 지 결정하고, 완성된 전투기를 공군기지에

본격적인 공군 편제 하에서 제공권 싸움이 벌어졌던 제2차

손실을 얼마만큼의 생산을 통해 메꿔 내느냐가 공중전에서 장기적

게임으로 손꼽힌다.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삼은 대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최신작인
컴퓨터 성능이 발전하면서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장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들은 실제 기체의

물리 성능을 따라가면서 직접 조종하는 느낌을 내려고 애썼다.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뮬레이션

1990년을 전후해 마이크로프로즈社가 주로 출시한 게임들은

전투기가 등장하는 게임이 반드시 파일럿 시점만 있는 것은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게임들은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게임들은 새로운 감각으로 전투기라는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F-15 스트라이크 이글’, ‘A-10 탱크킬러’처럼 아예 특정 전투기
첨단 기술 항공기의 세밀한 지점들에 초점을 맞춰 냉전 시기의
공중전을 묘사했다.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은 ‘FALCON 3.0’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
게임은 실제 같은 계기판을 통해 ‘F-16 팰콘’의 세세한 조작을

표현했고 전투기 기동의 사실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연출로

비행 시뮬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공중에서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실전 같은 느낌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항공 조종
기술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에 가까워질수록

아니다. 전술적, 전략적 시점으로 전투기 운용의 묘를 파고드는
한다. ‘에이스 패트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배경이지만 파일럿

‘하츠 오브 아이언 4’의 시작은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제공권 장악이다. 지상 공군기지나 항모를 베이스로 삼아 특정

공역에 출격 명령을 내리고 공중 우세를 유지하거나 적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대규모의 전투기를 운용한다.

개별 파일럿의 기량이 아니라 전략적 국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게임은 전투기의 생산과 배치, 유지보수와 운영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각 국가가 보유한 군수공장에서 얼마만큼의

배치해 전투를 벌이다 보면 필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이
우위를 점하는 데 큰 역할을 차지한다.

여러 공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중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게이머는 적절한 전투기 자원의 배분과 집중을 고민하게 된다. 적

지역의 제공권을 확보해 전략 폭격의 길을 열어 볼 것인지, 진격해
오는 적의 지상 병력을 막고 아군 육군에 근접 항공지원을 펼치는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 같은 선택들이 전황을 좌우한다. 이 게임은
첨단기술과 산업의 집약체로 전투기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조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시점이 아니라 탑뷰(Top View) 방식 지도 위에서 전투기들의

공중전을 묘사한다. 바둑, 장기와 같은 턴 방식을 통해 전투기들은
각자 가진 속도와 공격력, 회전반경 및 특수기술을 활용해

전장에서 적기의 꼬리를 잡기 위해 기동한다. 이 과정은 아군기와
전술적인 협조를 통해 진행되는데 편대 비행 전술을 운용하는
지휘관의 시점으로 공중전을 즐기게 된다.

게이머들의 반응이 갈리기 시작했다. 마니아들은 보다 현실적인

기동을 구현한 게임을 좋아했지만,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은 당장

이륙과 착륙(특히 착륙의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다)마저 쉽지 않은
일반 게이머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편하게 즐기기 어려운
장르였다.

가볍게 도그파이트를 즐겨볼 수 있는 게임이라면 ‘에이스 컴뱃’

시리즈가 첫 손에 꼽힌다. 고증보다 재미에 집중한 이 시리즈는

기본적인 현대 전투기를 제공하면서도 이·착륙을 단순화하고 무장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1차 세계대전 공중전을 다루는 ‘에이스

패트롤’은 실시간이 아닌 턴 방식을 채택해
전술지휘관 시점에서 공중전을 그려냈다.
(출처: 스팀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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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량을 무한대에 가깝게 만드는 등 게임성을 강화해 공중전의

마니아들은 보다 현실적인 기동을 구현한 게임을
좋아했지만,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은 당장 이륙과
착륙(특히 착륙의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다)마저
쉽지 않은 일반 게이머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편하게 즐기기 어려운 장르였다.

공존을 위한 고민

싸고 편리한
석탄발전의
		

끊어낼 수 없는
석탄발전의 고리

무서운 대가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앞서
시작한 것, 바로 탈석탄이다. 탈석탄은
탄소중립과 탈화석연료의 전주곡이었던
셈이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대열에
동참했지만 석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출력 제한 등 각종 조치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40%는
여전히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글. 박상욱(JTBC 기자)

우리나라에는 마땅한 에너지원이 없었기에 석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과거 캄캄한

탄광에서 선배 세대가 열심히 석탄을 캐냈던 이유다. 이들이
매일 어둠 속에서 온몸이 까만 재로 뒤덮여가면서 위험을

무릅썼던 까닭은 무엇일까? 가족을 배불리 먹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전기 걱정 없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제품을
만들고, 수출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발전(發電)에도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화석연료로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가 종료되는 2054년까지 연간 사망자 수 추정치 (자료: CREA)

분류된다 할지라도 석탄이 아닌 LNG를 통해 전기를 만들거나
아예 전혀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식으로 말이다. 오늘만
사는 게 아니기에 에너지원을 고르는 데에 있어 선택 폭이

늘어날수록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은 탈석탄에서 만큼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더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했지만 석탄화력발전 7기 건설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앞으로 더는 해외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선언을 하는 날까지도 ‘이것이 마지막’이라며 해외 석탄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투자를 결정했다. 탈석탄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돈이

문제는 40년 가까운 지난 세월의 피해보다 앞으로의

알지만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1만 6,000명, 최대 2만 2,000명이

걸린 일’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탈석탄이 맞는 방향인 것은

조용한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발 대기오염
그렇다면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은 과연

경제적인 판단일까?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를 따져봤다.

500MW급 이상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가
수명을 다하는 2054년까지 지역별로, 연도별로 얼마나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발생할 지 연구한 것이다.

결과는 충격적인데 피해금액이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석탄발전을 시작한

이후 지난 연말까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우리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다. 비용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로도 이어졌다. 9,500명에서 많게는 1만 3,000명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조기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2019년 한 해만 따져보더라도, 경제적 피해액은

10억 3,370만 달러에서 최대 14억 4,270만 달러에 이르며,
대기오염으로 조기에 숨졌다.

조기 사망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0년 동안 9,500명에서

최대 1만 3,000명이라는 결과와 비교하기도 어려울 만큼 피해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경제적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2021년부터 2054년까지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는 210억

달러에 이른다. 과거 40년(160억 달러)의 피해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수도권이나 영·호남 등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대도시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센터의 설명이다. ‘설마
피해규모가 이렇게 클까?’ 싶을 만큼 엄청난 숫자들이지만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이 수치가 ‘매우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신규 석탄은 없다’는 수준의 탈석탄에 만족할 수

있을까? 지금의 수준으로 우리의 건강과 미래가 안전할 수
있을까? 연구에 참여한 라우리 뮐비르타 선임 분석가는

‘한국이 석탄 투자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대가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까? 탄소중립 선언을 목전에 두고

부랴부랴 통과된 석탄 프로젝트들. 이 프로젝트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올해가 어쩌면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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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명에서 최대 987.3명이 석탄화력발전소 발(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앞으로 30년간

NEWS ROOM

LIG BOARD:)
자율주행용 센서 고도화 및 개발 추진

육군3사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주행용 카메라 센서 고도화와 레이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 국방기술 분야 협업 및

LIG넥스원은 지난 5월 11일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과
신규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이동체에 탑재돼 사물과 환경을 인지하는 카메라,
레이더 개발 및 고도화 ▲복수의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는 센서 퓨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LIG넥스원은 지난 5월 12일 육군3사관학교 본청에서 주요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IG넥스원과 육군3사관학교는 인공지능, 사이버전, 전자전,

무인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미래 국방기술 R&D 발전을 위한

독자와 함께 만드는 근두운

Quiz, Quiz!

Event

근두운을 읽어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LIG 이벤트
‘해외여행 언제 가봤니?’

퀴즈 정답을 맞추고 기프티콘 받아 가세요.

#6월호 문제
1. MZ세대 구성원들이 멘토, 경영진이 멘티가 되는 역멘토링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공동연구 및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2021 JUNE

2.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날은 언제일까요?

년

월

일

3. 입체적인 기동으로 적기의 꼬리를 잡아 기총으로 공격하는 공중전 과정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해상감시레이더-II’ 양산계약 체결

LIG넥스원은 지난 5월 14일 방위사업청과 ‘해상감시레이더-

한컴그룹과 미래유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중거리 해상에서 이동하는 선박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및 IoT, 위성, 드론사업

II’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해상감시레이더-II는 주요 해안과
항공기 등을 탐지하는 레이더이다. 현재 운용 중인 기존
해상감시레이더를 대체하는 해상감시레이더-II는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LIG넥스원에서 업체 주관 하에 연구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방위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사업 분야 전반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월호 정답
1. CIWS 2. 보라매 3. 원앙훠궈
#지난호 당첨자
치킨+콜라 세트(3명)
신*호(chun~)님, 안*현(jeon~)님, 김*헌(juhu~)님

스타벅스 커피(5명)
정*혜(grac~)님, 정*우(sang~)님, 김*욱(jioo~)님, 이*혜(inhy~)님, 유*노(enyo~)님

휴세코 FS사업팀 유니폼 교체

국가연구개발사업「자동비행과 원격조정 비행이 가능한

LIG넥스원 판교, 용인, 대전, 구미하우스 단체 급식을 맡고

LIG넥스원은 지난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 드론 기술 개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고중량 화물 운송용 드론을 개발하는 최초의 사례로 지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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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해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ISO 국제표준화 연계를
추진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이다.

휴세코 식음사업본부 FS사업팀이 유니폼을 교체했다.

있는 FS사업팀은 우수한 품질의 신선한 식재료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품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장기적인 메뉴 개발에
힘쓰고 있다. 현장에서 조리와 급식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유니폼을 산뜻하고 밝은 컬러로 교체하고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2. L
 IG넥스원 인스타그램(@lignex1er)을 팔로우한다.
(1번과 2번 모두 해야 응모자격이 인정됩니다)
4. 당첨 소식은 개별 DM으로 알려드립니다.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5명)
김*원(jong~)님, 안*관(ckah~)님, 이*호(chul~)님, 정*헌(jihu~)님, 최*(min.~)님

200kg급 수송드론 개발 수행기관 선정

#참여 방법
1. 해쉬태그 #LIG넥스원 #근두운
#해외여행언제가봤니 세 가지를 모두 입력하고
해외에서 찍은 사진을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다.

3. 이벤트 응모 기간은 7월 1일까지입니다.

LIG넥스원은 지난 5월 20일 한컴그룹 본사에서 양사 주요

등 SW 개발분야 전반에 걸쳐 포괄적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올해 여름에도 해외여행은
어려울 듯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먼 나라로 떠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여름특집으로 ‘해외여행
언제 가봤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해외에서 보냈던
즐거운 추억의 순간을 담은 사진이면 다 좋습니다.

# 참여 방법
1. 사보와 웹진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낸다.
2. 근두운 웹진(http://geunduun.com) 또는 QR코드를 클릭해 접속한다.
3. 이벤트 메뉴 버튼을 이용해 정답을 7월 5일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7월 20일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7+8월호에 게재됩니다.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5. 선
 물은 7월 20일 발송되고 당선작은 7+8월호
근두운 웹진과 사보에 소개됩니다.
*본 이벤트는 LIG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물
우수작(1명)
가작(3명)
장려상(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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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