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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안정' 집중

앞으로 3년은
'도전’에 무게
즐거운 회사, 즐겁게 일하는 일터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지난 3월 29일 열린 제19기 LIG넥스원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지찬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의결됐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김지찬 대표이사의 각오와 경영방침을 들어본다.

존경하는 LIG넥스원 임직원 여러분께,

사랑하는 LIG넥스원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들과 신년인사를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을

지난해 우리 회사는 오랜 정체기에서 벗어나는 Turn around에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을 비롯해 잦은 출장과 고된 업무 등으로

봄기운을 완연히 느낄 수 있는 시기이지만,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많은 분들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찾아 건강관리
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9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여러분들께
전년도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 회계관리 운영실태 등을 보고
드렸으며, 재무제표 및 일부 사내 · 외 이사의 선임(안) 등도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성장, 수익, 기술, 안정 이라는

더불어, 따사롭고 활력 있는 봄기운이 여러분의 가슴 가슴마다 흠뻑

올해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환경은 결코 녹록지

4월에도 우리 모두,

경영방침을 통해 경영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매년 그러하듯

않습니다. 그럼에도 잠정 집계된 1/4분기 경영실적은 우리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예측되기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승인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영일선에서 회자되는 단어가 ESG 입니다.

금년도 3월, 대표이사직 임기 3년을 마친 저는 다시 중책을 맡게

말로써,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와 함께 하며, 투명하고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 많은 제가 지난

3년간 용기를 갖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모자람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채워주며 응원해주신 결과라 생각하기에 이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공정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SG 경영이 강조되는

것은, 과거에는 재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비재무적 요소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ESG 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난 3년을 회사의 ‘안정(安定)’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의

우리 회사도 기업공개 이후 ESG 경영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중심에서 시장의 영역과 사업의 모델을 다양화 해나가는 데 역량을

2020년에는 7단계의 평가등급(S, A+, A, B+, B, C, D) 중 중상위 수준인

3년은 ‘도전(挑戰)’에 더 무게를 두고, 방위산업과 국내사업

모을 것입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가며 임직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힘든 나날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전해지길 바라며,

▪주어진 책무에 충실합시다
▪조직과 고객에 우선합시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합시다

▪즐겁게 일하는 일터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마음으로 소통합시다

2021. 4. 1.

대표이사 김지찬 드림

각 분야별 평가요소 하나하나를 점검 및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A 등급 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 미흡함도 많았기에,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이를 보완, 발전시켜 조기에 ESG 경영이

활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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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NOW

KF-X를 지키는 전자방패,
통합전자전체계
KF-X에 탑재되는 통합전자전체계(EW Suite)는 적 레이더, 미사일
탐색기 신호를 탐지·분석하고 방해·교란 전자파를 내보내거나

채프(Chaff), 플레어(Flare) 등 전자전 탄을 살포해 적의 위협을 교란,

기만함으로써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는 최첨단 장비이다.
통합전자전체계는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전 장비들을

하나로 통합한 복합 무기체계로 구성장비 통합운용과 위협신호 탐지

및 식별을 담당하는 ‘EWC(Electric Warfare Computer)-RWR(Radar
Warning Receiver) 제어기’, 적 레이더와 미사일, 대공포 고주파

위협에 대응해 고출력 전자방해 전파를 방사하는 ‘RF Jammer’,

채프와 플레어탄을 살포하는 ‘CMDS(Counter Measure Dispenser
System)’로 구성된다.

첨단 기술 집약체인 전투기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항공전자전 장비는
선진국에서도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비닉성 무기체계라서
국내 기술 기반으로 개발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였다. 최신형

LIG넥스원은 전투기 외장형 전자전 장비(ALQ-200)를 비롯해

육·해·공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전자전 장비 개발·양산·성능개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산·학·연·군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설계·제작안을

구현했다. 통합전자전체계 두뇌에 해당하는 비행 운용 프로그램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으며 주요 기능 결함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백업 기능을 활성화해서 임무를 수행할

EW Suite

KF-X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통합전자전체계

KF-X에는 통합전자전체계 외에도 비행에 필수적인 전방표시장치
HUD(Head Up Display), 탑재형 훈련장비 ETU(Embedded

Training Unit), 비행기록장치 FDR(Flight Data Recorder) 등

LIG넥스원이 개발한 항공전자장비도 탑재된다. FDR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비행기록장치로 KF-X에는 사고조사 데이터

외에도 수명관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추가됐으며,
개발 과정에서 한층 강화된 규격을 만족시키며 생존성 시험과
극한환경 시험을 통과했다.

장착 준비 차질 없이
진행 중

마무리했다. 다가온 시제기 공개를 앞두고 체계업체인

협력 아래 체계종합과 연동 성능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KF-X

개발 일정에 맞추어 시험평가 및 규격화를 거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전자전체계는 최신 전자전 장비에 적용하는 통합형 구조,

확장형 설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디지털

재밍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최신 장비들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성능을 갖췄다. 개발이 완료되면 미래 전장에서
KF-X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정예전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전자전 분야 국방R&D 역량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인 만큼 향후

수출 가능성 타진과 더불어 전자전·항공전자 분야 기술 파급효과로

방산업계를 비롯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vionics

KF-X의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전자장비
RALT

HUD

FLCC

U/VHF Radio

SMC

FDR

ETU

K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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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초점을 맞추어 설계, 제작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위사업청, 공군,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긴밀한

고성능, 유기적인 연동,
소형·경량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 연구개발사업으로 불려온 한국형 전투기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가 4월 시제기 출고(Roll-Out)를 앞두고
있다. LIG넥스원은 KF-X 임무 수행 시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핵심장비인 통합전자전체계 개발을 담당했다. 항공전자전 분야에서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모두 담아낸 KF-X 통합전자전체계를 소개한다.

제작해 전투기의 제한된 공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경량화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에는 AESA 레이더를 비롯해 첨단

간섭 없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연동설계가 가장 중요했다.

KF-X 통합전자전체계 개발 연구원 인터뷰

유기적으로 연동해 성능을 발휘한다. 핵심 부품은 카드 형태로 설계,

LIG넥스원은 지난해 통합전자전체계 시제품 개발과 납품을

항공전자장비들이 탑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장비들 간에 상호

KF-X,
LIG 기술력을
탑재하다

CMDS를 하나로 통합했지만 전투기의 다른 체계들과 간섭없이

항공기들은 기동성과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들을

내장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추세이다. 빠르게 기동하면서 다양한

KF-X에는 LIG넥스원에서 개발한 통합전자전체계(파란등)와 항공전자장비(녹색등)가 탑재된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EWC-RWR, RF Jammer,

MINI INTERVIEW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LIG넥스원 전자전연구소. 1팀 김성훈 선임연구원

DT와 OT도
한 발 앞서 준비합니다

방산을 넘어
민수 진출도 기대합니다

이성의 수석연구원은 KFX-EWS PM팀에서

김준형 수석연구원은 KF-X 전투기에 장착되는

통합전자전체계 구성품들을 하나로 모아 체계통합시험을

시스템과 하드웨어 설계를 담당했다. LIG넥스원

LIG넥스원 전자전연구소 KFX-EWS PM팀 이성의 수석연구원

체계성능개선과 수락시험을 담당하고 있다.

진행하고 최종 납품에 이르는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각 구성품들이 요구사항대로 제작되었는지 검증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동·통합하고 시험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입사 이후 전자전 분야를 계속해왔는데 그동안

주로 전자전을 지원하는 ES(Electronic Warfare
Support)를 했습니다. 통합전자전체계는

EA(Electronic Attack)와 ES가 종합된 고성능 장비로

수신부터 재밍까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전자전
분야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체계개발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완성된 구성품들을 모아서 체계를
종합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군수지원요소까지 꼼꼼하게 검사하고
시험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야 했다. 이성의 수석연구원은 야밤에

전화를 해도 선뜻 받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 개의 장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장비를 하나로

LIG넥스원 항공드론연구소. 2팀 김준형 수석연구원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의

항공드론연구소는 항공기 탑재장비 기술 표준품
형식승인(KTSO)을 획득한 다기능 디스플레이
MFD(Multi Function Display)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CPMM(Crash Protected Memory
Module) 제조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비행기록장치 개발 규격이 개정되면서 CPMM
장비도 새 규격에 맞춰 생존성 시험과 극한환경
시험을 수행하느라 국내와 미국 시험기관을
오가면서 시험을 진행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조립장에 갔을 때 KF-X 실물을 직접

보니 우리가 큰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LIG넥스원이 개발한 비행기록장치는
수리온과 중고도 무인기 등에도

적용되었으며 이번에 개정된 규격까지

시험을 완료했다. 하드웨어 수정 없이도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해서

방산은 물론 민수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항공드론연구소는 항공전자 장비만을

계속해서 개발해온 연구소입니다. 항공기에

합치는 일이다 보니 정보 공유와 소통이 그 어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흩어져 있어서 모이기 쉽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넓어지고 있는 만큼 장비의 소형화에 집중하면

때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지에
신뢰와 책임감으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준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의 수석연구원은 ‘생각할 수 있는 환경’과 ‘평등한
관계’가 SMART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점심을 먹고 나면 혼자 속보로 산책을 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향후 예정된
개발시험평가(DT)와 운용시험평가(OT)에서 발생할
준비하는데 차분하게 집중할 계획이다.

민수 시장 진출과 수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준형 수석연구원은 개발 과정에서 만났던

조직들의 일하는 스타일이 모두 달랐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했다. 정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겠지만 SMART한 생각과 SMART한
결과는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개발을 담당했다. RF Jammer는 적 레이더, 대공포,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면 재밍 신호를 내보내서

적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아군의 각도, 속도, 거리를
기만해서 적 레이더 및 미사일을 가상의 목표물로
유인한다.

“사실 전자전 분야는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이
어렵다 보니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있어도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이제는 KF-X에 제가 개발에 참여한
장비가 실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랜만에 처음 입사 면접 봤을 때 설렘을 다시
느꼈어요. (웃음)”

RF Jammer는 다양한 하부 구성품들이 연동되기
때문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담당자들과
소통을 통해 오류를 잡아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내 업무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최종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통합전자전체계도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부
구성품들도 서로 연동돼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과정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연결되는 다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접점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김성훈 선임연구원은 SMART하게
일하려면 일과 분리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점심

먹고 친한 동료와 산책을 하는

동안에는 서로 일 얘기를 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사는 얘기, 관심있는 주제들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된다.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도 있지만 피곤하더라도 4살 된 딸과 놀아주는
시간도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07

06

수 있는 문제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미리 해결책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영역이 점점

김성훈 선임연구원은 RF Jammer의 디지털 수신기

OPEN TALK

무한경쟁의
해외사업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간다

자체 역량으로
승부한다
LIG넥스원 해외사업부문 이현수 부문장

LIG넥스원은 일찍부터 해외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사업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방산 수출액은 연평균 2억 불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2002년

해외사업팀이 만들어진 이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에
힘입어 2010년에는 사업부로 승격했으며 2012년에는 본부

규모로 성장했다. 한동안 침체기간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발전한
끝에 올해 1월에는 해외사업부문으로 조직이 확대됐다.

해외사업부문장을 맡고 있는 이현수 부문장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거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국방중기계획 총괄, 국제방산협력 등

UMEX 2020 전시회에서 UAE왕세제(CP)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전역 후에는 방위사업학과 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다가 2017년 LIG넥스원과 함께하게 되었다.

“해외사업 조직이 본부에서 다시 부문으로 확대되고
격상된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문이 됐다고 해서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경영을 하는
만큼 사업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수주 · 매출 ·
이익이 더욱 증대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해외사업부문은 3개의 사업부와 연구소, 기획관리실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주요 거점국가에 해외사무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사업부는 전 세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연구소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기술

부분에 대한 개발업무를 담당한다. 기획관리실은 해외사업부문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종 기획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사업 경험과
자체 R&D 역량이 경쟁력
해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외교·안보상황,
국방예산, 군 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매국에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데
나라마다 획득제도가 다르고 정책도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 변수와 리스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국내사업의 경우 방산기업과 소요군 사이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기술품질원 등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사업은 우리 회사와

고객이 다이렉트로 거래하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사업적·기술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주는 물론 사업진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세계 방산시장은 기존 선진국 외에도 터키나 중국
등 신흥국들이 부상하면서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출 패러다임도 완제품 수출에서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현지 생산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자체 사업과
R&D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산업계가 자주국방을 위한
기술개발에 매달리던 시절부터
해외로 눈을 돌린 LIG넥스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역량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산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사업과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축이 되고 있는 해외사업부문
이현수 부문장을 만나봤다.

LIG넥스원 해외사업부문에는 사업부서와 해외사업 R&D를

전담하는 연구소가 함께 있어서 해외사업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초창기부터 진출해 고생하면서
쌓아 올린 다양한 해외사업 경험과 노하우, 현지 문화에 대한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이해와 폭넓은 네트워크도 커다란 자산이다. 이현수 부문장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자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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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DEFEXPO 전시회에서 비즈니스 미팅하는 모습

직무교육 및 외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Q&A

육군과 방위사업청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다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LIG넥스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부문장님, 질문 있습니다!

_

해외사업부문 직원들이 직접 보낸 질문

방산기업들을 많이 지켜봤지만 LIG넥스원은 경직되어
있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한 분위기의 기업문화가

제 스타일이랑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에 32년 있다가
전역하면서 국내사업보다는 해외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 차원의 기대감도 컸고 수주할 사업이 많은 것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해외사업을 위해 출장을 많이 다니실 텐데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나라나 음식도 궁금합니다.
_

세면도구, 목배게 등으로 구성된 일명 ‘출장팩’이

있습니다. 출장이 결정되면 ‘출장팩’을 통째로 넣고

항상 새롭고
싫증이 나지 않는 사업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모든 분야가 힘들었지만 특히

음식이나 잠자리를 가리는 편이 아니어서 현지식도
잘 먹고 어디서든 잘 잡니다. 음식은 터키 쪽이
맛있더라고요.

해외사업부문은 여파가 컸다. 기존 진출국가에서 진행 중인

체력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 비결이 있다면

가능했지만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공을 들이던 국가들은

_

사업관리나 교육은 화상과 전화회의로 대체해 어느 정도 진행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해석과 대응이
달라져요. 대응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겠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해석과 대응,
결과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옷가지만 추가로 좀 더 넣어서 짐을 꾸립니다. 특별히

출입국이 막히면서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해외 전시회도 모두 취소되었으며 긴급한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더라도 격리와 검사 때문에 업무 진행에 애로가 많았다.

“팬데믹 상황을 맞아 세계 각국이 국방비를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홍보와 미팅을 진행하기도 어렵죠.
부득이하게 출장을 한 번 갔다 오면 코로나 검사를
다섯 번 정도 받고 격리도 해야 해서 연말연시를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해외사업은 정해진 루틴이나 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싫증이 나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현수 부문장은 회사 차원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준 덕분에 해외사업부문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 세계 정세 변화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특별히 운동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육사 생도시절에
축구 선수로 뛰면서 다져 놓은 체력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가리는 것 없이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다
보면 풀리는 편입니다.

편인가요?
_

한 번 출장을 가면 동남아는 3~4일, 중남미는 2주 정도
걸리는데 격리 기간도 있다 보니 작년 연말연시와

제 생일, 그리고 가족들의 생일에도 격리하면서 혼자

보냈어요. 가족들은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이번에는
아내가 격리기간도 있으니 긴 출장은 안 가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_

제가 대위, 소령 시절에 육군본부에 근무했었는데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출근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때 속으로 ‘내가 조직의 장이 되면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또

하나 일을 잘하는 것보다 화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은 가르치고 배우면 되지만 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구성원들의 화합이 중요하더라고요.

함께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_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해석과 대응이 달라져요. 대응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겠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해석과 대응, 결과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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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회를 찾고 해외사업의 규모와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

LIG STORY 1

코로나 시대에 집과 회사만 오가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다른 이들은 앞서 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FOMO(Fear Of Missing Out)’라는 신조어를 낳은
시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회사생활을 하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나봤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순간에
충실하면

조금씩
성장합니다

첫 직장 만족도,
90점 줍니다

코로나 시대,
뉴 노멀의 일상과 생각들

이노와이어리스 이주형 연구원은 2018년에 입사해 3년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분의 1이 지났다. 이주형

2년차를 보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높은 차량 사물통신 V2X를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차에 접어들었고 정다은 연구원은 2019년에 입사해

이노와이어리스가 첫 직장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던 신입사원 시절은 지났고 이제는 알 거 알고
할 거 하는 직장생활 경험치가 제법 쌓였다.

이주형(이하 이) “학부에서는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DM SE팀에서 다수의 Mobile을 연결하는 멀티 장비

연동 기능을 설계, 검증하면서 국내 및 해외고객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다은(이하 정) “저도 학부에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했어요. 분석 SE팀은 이동통신망 최적화와 품질 분석에
필요한 Analyzer 제품 설계 및 검증을 담당하는데 저는

Analyzer에서 산출하는 데이터를 검증해 버전을 안정화하고

LTE/5G 분석을 위한 신규 기능 설계, 검증을 맡고 있습니다.”

이주형 연구원이 올해 서른이고 정다은 연구원은 스물일곱이
됐다. 비슷한 연령대의 동년배들이 많은데다 회사 분위기도
밝고 유연한 편이라서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했다. 직급과 경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인 문화 덕분에 회사생활
만족도도 높다.
이

“첫 직장인데 만족도를 점수로 주자면 90점은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로 기능을 만들었는데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고객이 유용하게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팀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내는 과정도
즐겁습니다.”
정

“따라 하는 것 같지만 저도 90점. (웃음) Analyzer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응대 업무도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신규 기능을 지원하거나 데이터 산출 방식 등을 설명했을 때
고객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자부심을 느껴요. 업무를

하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은 팀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연구원은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향후 전망이 좋고 활용도가
정다은 연구원은 기지국과 단말이 주고받는 프로토콜 분석

능력을 키우고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욕적으로 세웠던 계획과 목표들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

“새해를 맞아 자신감 있게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규칙적인

운동은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2번
정도 했는데 장비를 연동하면서 하는 업무다 보니 메신저나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서 나와서 일하는 편이 낫더라고요.”
정

“저는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같이 사는 동료분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먹기도 하면서 가급적 외식을 피하고 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이주형 연구원은 당분간 해외를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요새 캠핑에 관심이 가서 장비들을

찾아보고 한적하게 차박할 수 있는 장소들을 보고 있다.

이노와이어리스 DM SE팀 이주형 연구원

정다은 연구원은 야외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이나 콘서트를
좋아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최근에는 재테크에

관심이 생겨서 주식과 펀드 등을 조금씩 공부해보려고 한다.
이

“회사의 업무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첫 직장에서 3년을 보내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는
생각을 해요.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성격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보내다 보면
더 나은 곳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요.”
정

“처음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뭔가를 해내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회사생활을 통해서 좀 성장했구나

싶어요. 저도 깊게 생각하기보다 일단 부딪혀보는 타입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면서 능력을 키우다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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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와이어리스 분석 SE팀 정다은 연구원

처음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뭔가를 해내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회사생활을
통해서 좀 성장했구나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면서 능력을 키우다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LIG STORY 2

겨울 패딩은 식목일에 옷장에 넣었다가 한글날에 꺼내는 거라고 합니다.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서
도대체 봄은 언제 오나 싶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미 봄을 만나고 있습니다. 3월호에 공지했던 ‘봄이
오나 봄’ 이벤트 당첨자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살 우빈이의 봄날

LIG시스템 국방사업팀 정경구 매니저

정리. 편집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른둥이로 세상에 일찍 태어나 작은
몸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자라준
우빈이! 3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봄! 처음 마주한 따사로운
햇볕도, 향긋한 꽃향기도 아직은

봄이 오나
봄

어색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레 다가와 준
봄이 반갑기만 한 우빈이네요~♡

봄은 꽃을 타고 우리 곁에 오네
근두운 독자 라혜심 님

안녕하세요. 아직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네요. 따스한 봄 햇살에 꽃망울이

터지며 아름다운 색을 뽐내고 있는 걸 보고 평소에 사진
찍기를 좋아하던 저는 따스한 봄의 온기를 사진으로

담아 봤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지만 봄꽃을
보며 잠시나마 따스한 마음을 가지길 희망해봅니다.

밭에서 맞이하는 봄의 기운

내 작은 비밀의 화원

LIG넥스원 전자전연구소 윤현철 선임연구원

LIG넥스원 C4ISTAR생산실. 대전생산팀 안호균 사원

코로나는 여전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옵니다. 세상은 점점 푸릇푸릇

가족들과 함께 봄을 맞이하기 위해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상추와 감자를

분위기도 살려볼 겸 작은 화원처럼 꾸며보았습니다. 제가 1등 당첨이 된다면

보람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을 거침없이 치워버리고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으로 고기를 사서 제 방의
봄맞이 화원에서 맛있게 먹는 장면을 촬영해서 사내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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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었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정성스럽게 농작물을 심고 나면 한 해를

변하는데 제 자그마한 아지트인 작은방은 일 년 내내 그 상태 그대로라서

LIG WAVE

LIG넥스원은 개방형 혁신을 위한 ‘Open Innovation’을 추진하면서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라이’의 정지원
대표를 만나 디지털 트윈 구축 기술과 국방 분야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디지털
트윈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겠습니다
모라이 정지원 대표

MORAI Basic Logo Type

가상 환경을 모의해
인공지능 학습

국방 분야에서도 활용가능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

모라이는 2018년 카이스트에서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기술을

디지털 트윈 기술은 M&S(Modeling & Simulation) 기반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기존의 자율주행차 성능 테스트가

감시정찰, 무인기 분야에서 가상 환경을 모의하는 시뮬레이션을

Positive

Negative

연구하던 대학원생들이 함께 창업했다. 창업 초기에는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 자율주행차 검증으로

주력 사업분야를 바꿨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단계 이상의
Symbol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주행하려면 수없이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한다. 차량의 신뢰성을 증명하려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리를
운행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쉽지 않다.
“처음에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스타트업에서

하기에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가상
환경을 만들고 자율주행 인공지능에게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황을 학습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실제 상황과 비슷한 가상 환경을 모의하는
시뮬레이터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모라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도로
환경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만
가지 상황을 재현한다. 특히 지도 구축에 특화된 네이버랩스,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제공받은 정밀지도(HD Map)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을 자동으로 빠르게 생성해서,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달리게 될 도로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대규모
시뮬레이션 환경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실도로 테스트로는 다양한 돌발상황과 기상조건 등을 테스트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가상 환경에서는 인공지능이 실제 주행

시 마주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사전에 학습하도록 할 수 있고,

실도로 테스트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들까지 안전하게 구현하여
반복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모라이는 실제 교통상황을

바탕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랜덤화하여, 사실적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자율주행차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모라이와는 무인이동체 관련

전시회에서 만나서 국방 기술 모의 실증 관련 과제를 함께 준비한
적도 있다.

“자율주행차량뿐만 아니라, 로봇, 드론, 선박 등 무인 이동체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플랫폼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라이의 디지털 트윈 구축 기술 및 합성 데이터셋 생성

기술 등을 적용해서 국방 분야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거나
검증하는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라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어 엔진을 포함한 Full-stack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제공한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실측한 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호등, 표지판, 교차로 등부터 도로표면, 지형, 날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상 환경을 구축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테스트했다.

지자체와 자동차 제조사 도움을 받아 국내 12개 도시 교통망을
가상 환경으로 구현했으며, 여러 시나리오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서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요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현재 60개 이상의 국내 기업 및 연구소, 교육기관 등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엔비디아(NVIDIA), 벨로다인(Velodyne),

앤시스(Ansys) 등 글로벌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맺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사도 설립했어요. 실제 자율주행차 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테스트 기능을 갖춘 시뮬레이터로 고도화해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분야 선도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정지원 대표는 창업 3년 만에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

초기화 궤도에 오를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했다. 인력과
자원이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위기를
넘겨가며 연구개발에 매진한 끝에 지금은 45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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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무수하게 생성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복잡하고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LIG넥스원에게도 익숙하다. 유도무기,

LIG MOMENT

첨단을
달리는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무인체계, 미래기술, MRO에 이르는 LIG넥스원의 사업영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무기체계의 주요 특징과 적용된 첨단 기술을 알아보는 LIG Moment. 세번째 시간에는 유도무기와 수중무기를 결합한
홍상어, 고성능 선유도어뢰 범상어를 소개합니다.

수중유도무기

정리. 편집실

홍상어와 범상어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된 대잠 로켓(ASROC) 미사일로,

중어뢰-II 체계(범상어)는 장보고-II/III급 잠수함에 탑재하여

위해 수상함에서 수직발사되며, 추력 방향 조종 기술을

잠수함의 전투체계와 연동하여 운용된다. 범상어는 KSS-

경어뢰 사정거리 밖 원거리에서 대잠수함전 수행을

적용해 전방위 공격이 가능하다. 유도무기와 수중무기가

결합된 복합무기체계로 경어뢰를 유도탄에 탑재해 잠수함
위치까지 해상으로 이동 후 입수 및 잠수함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다.

적 수상함 및 잠수함을 공격하는 수중 유도무기체계이다.
II 잠수함의 모든 발사관에서 자영식(Self-propelled)으로
발사되고, KSS-III 잠수함의 모든 발사관에서 강제

사출식으로 발사되어 운용된다. 어뢰의 정보는 유도선을
통해 송수신하고 전투체계에서 전시할 수 있다.

As the anti-submarine rocket missile which was

Heavy torpedo Block-II is an underwater guided

developed secondly in the world, it is vertically launched

weapon system mounted on KSS-II/III-class submarine

from a surface ship from a long distance (19km) outside

to attack enemy surface ship and submarine, which is

the light-weight torpedo range during anti-submarine

interoperated with the combat management system of

warfare and is capable of omni-directional attack with

submarine. heavy torpedo Block-II is self-propelled from

the trust direction control technology. Long-range anti-

every launch tube of KSS-II submarine, and is forcibly

submarine torpedo is a combined weapon system of

ejected from every launch tube of KSS-III submarine;

guided weapon and underwater weapon, of which

and the information of torpedo is transmitted and

capability for anti-submarine operation is enhanced by

received via guide wires and can be displayed in the

striking enemy submarine after light-weight torpedo

combat management system.

mounted on guided missile is moved to the location of
submarine by sea, and submerged.

범상어

주요 특징 Main Feature

주요 특징 Main Feature

Wire-Guided Heavyweight Torpedo
(Tiger Shark)

수중무기와 유도무기가 결합된 복합무기체계

능동/수동/복합 음향 탐지 기능

guided weapon

기포항적 탐지 기능

Combined weapon system of underwater weapon and

수직발사, 추력 방향 조종 기술을 적용하여 전방위 공격
가능

Omni-directional attack with vertical launch and thrust

대잠유도무기

홍상어
Korean Anti-Submarine Missile
(Red Shark)

선유도어뢰

direction control technology

중기 유도, 기체분리, 낙하 기술

Combined (active/passive) SONAR capability

Ship wake detecting capability

기만회피 및 정밀탐지 추적을 위한 유선(광섬유) 유도 방식
Wire(optical fiber) guidance system for deception
evasion and precision detection and tracking

Midcourse guidance, airframe separation, and drop
technology

관성, 능동/수동/복합 소나 유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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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rtial, combined(active/passive) SONAR guidance

LIG 인사이트

물가 상승이
시장에 주는 신호
2021년은 정말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왔던 전 세계의

경제흐름이 변화하는 해가 될 것 같거든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오랫동안 낮은 이자율을 유지해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2008~2009년에 약 4,980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을 사용해서 은행들을 구제했죠. 4,980억

달러는 55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

이후 유럽,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많은 돈을 풀었어요.
약 10년 이상 이어진 중앙은행의 낮은 금리정책과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규정하는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금리를 너무 많이 낮춰서 야금야금 금리를

올리고 있던 미국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를 확 낮췄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뿐만 아니라 1.9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하늘에서 돈을 가져다

뿌리는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니 사람들의
주머니에는 점차 돈이 넘치게 되고 뭔가를 새로

사 보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지게 됐어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음식재료, 유가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점점 이런

생각이 커지게 됐어요.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말이야.’ 이런 기대가
반영되면서 미국의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맞설 무기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

글. 신현규(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지난 40년 간의 연방기금 금리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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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왔던 저금리 기조는 세상을 빠르게 바꾸는 혁신의 원동력이기도 했다. 세계 경제 연착륙을 위해
조금씩 올라가던 금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시 동결됐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다시 혁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할 때이다.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여러분은 금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는 시간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고금리(금리 10%)일 때와 저금리(금리 1%)일 때를

비교해 볼까요?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고 할 경우

In this short newsletter, I wanted to

있고, 저금리일 때는 1년에 100만 원만 얻을 수 있어요.

most important ingredient of economy

고금리일 때는 1년에 1,000만 원의 이자를 얻을 수

argue that if I could count one single

결국 같은 1억 원을 은행에 넣어 뒀다고 하더라도

in the world, that would be the

고금리(10%) 시대 1년의 가치는 1,000만 원이고

innovation. Especially so if you take it

저금리(1%) 시대 1년의 가치는 100만 원인 거죠.

into account that the increasing worries

예금의 사례 말고 거꾸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on the inflation is out there in the bond

경우도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저금리일 때는 1억 원을

market recently. The growing concern

빌리더라도 100만 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고금리일

on the inflation was caused by the

때는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결국 저금리 시대에는

sudden increase of aggregate demand

세상이 더욱 빨리 변화하고, 고금리 시대가 되면 세상이

in the economy which was suppressed

천천히 변화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during the COVID-19 lockdown period.

2010~2020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이어진 전 세계적인

Paul Krugman, the columnist of NYT

저금리 기조는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켜 왔어요.

and Nobel economics laureate, by the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연결 혁명이 일어났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수많은 기술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way, disagrees that the stimulus plan of

빠져나와 현실에 나타났죠. 하지만 2020년 이후 세상의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끝나게 된다면 그건 더 큰 문제를

계기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예상들이 고개를 들고

예측을 잘하기로 유명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렇게

변화를 빠르게 가속했던 저금리 기조가 물가상승을
있습니다.

낳을 수도 있어요.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고 거시경제
말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신경 쓴다고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위험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에요. 경제성장은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업가 정신,

활력을 잃은 상태로, 1980년대 오일쇼크 당시 미국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오늘날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일어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것 말입니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혁신이 저해되어서 기업들이 물자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을 천천히 하려는 상태. 어쩌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본질인지도 몰라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사람들의 수요는 충만해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prices. Rather, he argues that the price
increase would last for a short period of
time, but we have to be careful on the
stagflation more if market innovation is

즉 ‘혁신’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물가상승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가들에 대한 투자가 줄고 기업가 정신의 긴장도가
낮아지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수는 ‘혁신’이라는
것이죠.

All in all,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would be more focused at the end of
the day, as whether there would be
inflation or stagflation, the key to make
a breakthrough would be up to it.
편집자 주)해외 고객들을 위해 기사 주요 내용의
요약본을 영문으로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기업의 CEO나 임원이시라면 미래를 위해

혁신에 투자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농업, 교육사업 등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학생이거나 직장

미라클레터를 받아보세요!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보답을 가져오는

‘미라클레터’, 이제는 근두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초년생이라면, 자신의 혁신역량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매경미디어그룹 미라클랩에서 글로벌 경제, 테크 트렌드,

실리콘밸리 현장 소식을 인사이트있게 담아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구독신청: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3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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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늘날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도전은 인플레이션,

introduce the sustained hypes of

stifled by the increase of interest rates.

침체되는데 물가는 서서히 오르는 현상이죠. 시장에
수요는 늘어나는데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경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출처: en.wikipedia.org)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물가상승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가들에 대한 투자가 줄고 기업가 정신의 긴장도가
낮아지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수는 ‘혁신’이라는 것이죠.

Biden administration would necessarily

CULTURE & WAR

빵으로 흥하고
빵으로 망한

‘죽 먹는 것들’에서
‘빵 먹는 분들’로

로마제국의
역사

고대 로마는 별 볼일 없는 나라였다. 전설로는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양치기 소년이 세운 나라, 즉 목동들이 모여 만든 부족국가였다.

초기 로마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기에 당시 시민들은 양젖과

보리나 귀리로 만든 죽을 먹고 살았다. 기원전 3세기까지만 해도
당시 문명국이었던 그리스에서는 그런 로마인을 보고 ‘죽 먹는
것들(Porridge-eaters)’이라고 부르며 비웃었다.

이렇게 놀림을 당하던 로마인들이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PANIS QUADRATUS

로마제국이 위대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로마는 어떻게 그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을까?
로마인이 먹었던 음식, 빵을 통해서 흥망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정치, 경제, 군사를 놔두고 왜 하필 빵으로
로마사를 알아야 하나 싶겠지만 나름 이유가 있다. 음식
속에 로마인의 생활이 녹아 있고 그래서 로마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솔하게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대인이 되새겨 볼 부분 또한 적지 않다.
글. 윤덕노(음식평론가)

카르타고인을 보고 ‘죽 먹는 것들’이라고 비아냥거렸다. 100년

사이에 로마인의 주식이 죽에서 빵으로 바뀌면서 여전히 죽을 먹는
카르타고 사람들을 야만스러운 족속이라고 조롱한 것이다.
그까짓 빵이 뭐라고 그 야단일까 싶지만 기원전 2세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죽은 귀리나 보리로 끓이고 빵은 밀가루로
만든다.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조선시대 흰 쌀밥과 꽁보리밥

정도의 차이다. 게다가 1세기 무렵에는 로마의 평민들도 빵을

로마제국의 빵 Panis Quadratus

먹었는데 비슷한 시기 한나라였던 중국에서는 황제도 아직 밀가루
음식을 먹지 못하던 때다. 서양의 빵과 비슷한 동양의 만두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3세기 무렵이다. 제갈공명이 만두를 발명했다고

만두로 대표되는 동·서양 밀가루 음식이 퍼진 시기에 차이가 났던

음식이었고 만두 같은 밀가루 음식은 부자와 상류층 아니면 감히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중국에는 서역의 사막을 건너 뒤늦게

하는 바로 그 시기다. 이때의 만두는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는
먹지 못했다.

그러니 기원전 2세기부터 빵을 먹었던 로마인, 그리고 1세기에는
평민들까지도 빵을 먹었던 로마인의 식사 수준, 경제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빵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빵과

이유는 밀의 원산지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기에 지중해와는

전해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1세기 무렵 로마인들은 옛날 ‘죽 먹던

것들’이라고 놀림받던 입장에서 ‘빵 먹는 분들’로 대접받을 정도로
식사 수준, 바꿔 말해 경제 수준이 높아졌으니 ‘위대한 나라’라는
소리를 들을 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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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제국은
아프리카와 이집트가 먹여 살렸다

로마제국 흥망을 부른
빵과 무상복지

로마인은 어떻게 귀족과 평민, 부자와 서민 가리지 않고 밀가루

로마제국이 위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2,000년 전에 벌써 서민층을

세계의 지배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벌인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에서

가난한 시민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 준 무상복지제도다.

빵을 먹을 수 있었을까?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 당시 서양인 지중해

절대 빈곤에서 구제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승리한 덕분이다. 기원전 264년에서 241년까지 제1차 포에니 전쟁

‘큐라 아노나(Cura Annona)’, 줄여서 ‘아노나’라고 한다. 라틴어로

승리로 로마는 시칠리아 섬을 얻었다. 비옥한 농토로 지중해의

‘큐라’는 관심, 배려(Care), ‘아노나’는 농산물, 식량이라는 뜻이지만

곡식창고로 불렸던 섬이다. 풍요로운 밀밭의 확보로 로마인은 죽

원래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곡물의 여신이다. 곡물의 여신이

대신 빵을 먹게 됐다. 이어 기원전 219년에서 201년까지 한니발

베푸는 배려, 관심이라는 의미다.

전쟁으로 알려진 2차 포에니 전쟁 승리로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로마제국은 시민들에게 왜 공짜로 빵을 나누어 주었을까? 단순히

등 지중해 서부를 차지했다. 당시 북아프리카는 광활한 밀밭이

표를 얻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전부는 아니었다. 당시에 상당한

펼쳐진 곳이었다. 그리고 기원전 146년 제3차 포에니 전쟁으로

이유가 있었는데 로마제국에서는 식량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했기

카르타고를 최종 멸망시키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덕분에

때문이다. 식량창고인 시칠리아에 흉년이 들거나 이집트에서 오는

지중해 구석구석의 곡물을 자유롭게 로마로 실어왔다. 로마가

곡식 수송선단이 폭풍우로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소식이 돌면

제국이 된 계기, 로마인이 빵을 주식으로 먹게 된 일차적 배경이다.

시민들은 공황에 빠졌다. 곡물 사재기가 시작됐고 빵값은 하늘

이어 로마제국은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 여왕과의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 최대 밀밭인 이집트를 합병한다.
이후의 상황을 서기 70년 로마에서 활동한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The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때문에 물가 안정, 사회 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이 빈곤층에 빵을
공짜로 주는 무상복지, ‘아노나’였다. 해외의 풍부한 식량자원과

헤르쿨라네움 유적에 있는 고대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제빵산업이 발달했기에 가능한 제도였는데 이 제도가 정치와

Jewish War)>에서 유명한 말로 남겼다.

“로마는 아프리카가 8개월을 먹여 살리고, 나머지 4개월은
이집트가 먹여 살린다”

맞물리며 공짜 퍼주기로 변질됐다. 그 결과 한때 로마시민 절반이

빵이 만들어 낸
로마 제조업의 부흥
로마가 강대국이 된 배경은 전쟁 승리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론 로마는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을 비롯해 갈리아

전쟁, 브리타니아 정복, 마케도니아 전쟁, 이집트와의 악티움 해전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전쟁을 겪었다. 도전과 대결을 회피하지
않았고 적국에 맞서 당당히 승리한 덕분이었지만 그렇다고

제국주의적 확장과 자원 확보가 강대국이 된 비결라고 할 수
있을까?

빵을 통해 로마 역사를 보면 그건 절대 아니다. 전쟁 승리로 자원을

쉽게 구했지만 로마는 그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켰다. 로마인이 먹었던 빵을 봐도 알 수 있다. 로마의
빵은 현대와 비교해도 별 손색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케이크를

비롯해 크루아상과 베이글, 건빵까지도 그 뿌리를 로마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로마인은 다양한 빵을 먹었는데 최고의 빵으로는 ‘파니스
실리기우스’를 꼽는다. 밀가루 빵이라는 뜻이다. 로마
로마시대 제빵사의 무덤 유적 ‘Tomb of Eurysaces the Baker’

군의관이었던 디오스코리데스가 당시 사람들이 먹던 빵 중에서
으뜸이라고 했다는 빵으로 부드럽고 가벼우면서 탄력 있는

빵이라고 묘사했다. 로마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의
강제로 제한했던 것은 아니고 경제력에 따라 먹는 빵이 달라졌다.

빵이라는 뜻의 ‘파니스 플레베이우스(Plebeius)’,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지저분한 빵이라는 ‘파니스 소르디두스(Sordidus)’, 시골
농민들이 먹는 시골 빵인 ‘파니스 루스티쿠스(Rusticus)’ 등이

있었다. 또 군인의 식량인 ‘파니스 밀리타리스(Militaris)’, 선원들이
먹는 ‘파니스 나우티쿠스(Nauticus)’ 등이 있었다.

빵은 가정에서 주부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밀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오븐에서 구워야 했다.

때문에 로마에서는 대형 제분소에서 밀을 빻아 빵 공장에서

소금까지 공짜로 제공했다.

그러나 무상 복지, ‘아노나’로 인한 재정파탄 때문에 로마제국이
쇠퇴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다. 재정에 부담은 됐지만

더 심각했던 것은 무상복지를 빌미로 한 부정과 부패였다.

‘아노나’를 핑계로 권력자들이 이탈리아 속주에서 농민을 내쫓고
토지를 사유화했으며 재물을 착복했다. 포퓰리즘적 무상복지가
부정부패를 낳았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로마제국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피스토르(Pistor)라는 전문 제빵사가 빵을 구웠다. 1세기 당시 인구
25만 명이 살았던 폼페이에만 1만 명 분의 빵을 만드는 제빵소가
최소 30곳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되니 인구 100만의 로마에서는
최소 120개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구운 빵은 전문
빵집에서 팔았는데 판매는 주로 여성의 몫이었다.

정리하면 로마인들이 빵을 먹으면서 대형 방앗간이 발달했고, 제빵
공장이 들어섰으며 거리에는 제과점이 즐비하게 늘었다. 동시에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거리음식이 발달했다. 빵 만드는 공정이

대형화하고 산업화되면서 자금이 필요했기에 금융업이 발달했고
주부가 직접 빵을 구울 필요가 없으니 여성이 가사노동에서 상당
부분 해방됐다. 빵이 만들어 낸 로마제국의 변화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민들에게 공짜로 빵을 제공한 것으로 유명한 로마제국의
무료 사회복지제도도 빵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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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먹었다. 물론 봉건시대처럼 계층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빵을

이를테면 부자가 먹는 ‘파니스 실리기네스’를 비롯해 평민이 먹는

공짜 빵을 먹었고 나중에는 와인과 올리브기름, 돼지고기와

공존을 위한 고민

전기차,
연료 전환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

최근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며 미국의 테슬라를 견제조차 하지 않던 기존
업계의 모습은 순식간에 ‘옛날 일’이 되어버렸다. 이젠 도리어
전기차를 출시하지 않는 제조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예상을 뛰어넘는 발 빠른 움직임에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었구나.’
글. 박상욱(JTBC 기자)

이는 ‘벌금 몇 푼’ 수준이 아니다. 2019년 국내 자동차 기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전환의 속도

EU에 수출한 자동차의 종류와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벌금을

업계뿐 아니라 학계조차 100% 순수 전기차로의 전환은 꽤나
시간이 걸릴 일로 치부했던 것이 사실이다.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과도기적

형식과 함께 서서히 전환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전환의 물결이 거세진 것일까? 2021년의 시작과

함께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갑자기 전기차를 쏟아내는
걸 보면 마치 다 같이 ‘지구를 구하라’는 계시라도 받은 것 같다.
업계를 움직인 것은 바로 ‘강력한 규제 정책’이다. 당장 EU는

힘으로, 증기의 힘에서 연료의 폭발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오던
동력계통이 한순간 전혀 다른 물건으로 대체됐으니 말이다.
사실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전기차로의

전환을 진정한 전환으로 부르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연료는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전기를 만드는

벤츠), E-Tron(아우디) 등 소위 ‘독 3사’는 각 브랜드의

‘첫 전기차’를 이미 내놨다. 사실 이들 차량은 각 브랜드의

보이기도, 기존 내연기관차의 실용성을 가져오는 데엔 성공했지만
넉넉하지 않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들 브랜드 역시 워밍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모양새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습작 ‘EQC’에 이어

올해 ‘EQS’를 출시한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의
S클래스’를 표방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EQS’에 이어

‘EQE’와 ‘EQS’의 SUV 버전도 준비 중이다. BMW는 패스트백

디자인의 세단 ‘i4’와 SUV인 ‘iX’의 출시를 앞두고 있고, 아우디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첫 차량인 ‘E-Tron GT’를 내놨다.
아우디와 한솥밥을 먹는 포르쉐도 첫 전기차 ‘타이칸’에 이어
컴팩트 SUV ‘마칸’의 전기차 버전을 준비 중이다.

기름먹는 하마로 불렸던 미국의 아이콘들도 전기차로 부활을 준비
중이다. 포드는 첫 순수 전기차에 전통의 브랜드 ‘머스탱’을 얹어
‘험머’를 순수 전기차 버전으로 준비했다.

아우디의 첫번째 전기차 e-tron GT
기아차의 전기차 EV6도 공개됐다.

과정에서,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전환은 ‘아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가까운 시일 안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BMW는 자사 전기차 제조과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한편, 철강 생산에서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BMW의 첫번째 전기차 i3

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조 기름먹는 하마 ‘험머’의
전동화를 준비하는 GM 역시 ‘험머EV’를 ‘팩토리 제로’라는
재생에너지 100%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내연기관이 모터로 대체된다는 것은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변화를

의미한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하려고’라는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수십 년 전엔 ‘연료 공급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려고’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에너지 자립,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면 오직 해외로부터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석유보다 더 안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가올 미래, 후배

세대들이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더 높인다면 연료 공급 혹은

충전 없이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전기차 원년’ 2021년을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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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탱 마하-E’를 준비하고 있다. GM은 내년에 출시되는 신형

기업이 전기차의 초기 패권을 쥐고, 진공청소기를 만들던 기업이

‘탈 것’이라는 기본 개념은 동일하지만, 사람의 힘에서 증기의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 5, 6, 7

본격적인 전기차로의 전환에 나섰다. i3(BMW), EQC(메르세데스

아이코닉한 매력을 뽐냈지만 작은 차체에 짧은 주행거리를

전환’이다. 기존 의미의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던

가능했던 이유는 전기차가 가져온 ‘새로운 패러다임’ 덕분이다.

전통의 자동차 시장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독일 업계 역시

규모나 성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 편이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간 내연기관의 효율을 높이려던 수십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콘셉트카를 내놓는 이 모든 것이

내놓는 것이다.

혁신성을 보여주는 실험적 성격이 더 컸다. 완성형이라기엔 생산

전기차 전환의
진정한 의미는?

전기차 개발을 시도하고, TV와 카메라에 주력하던 가전 기업이

5’와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한 ‘EV 6’를 공개했다.
전기차가 아닌, 처음부터 오직 전기차만을 위해 만들어진 차량을

제조사가 대대적인 전환에 나서는 것이다.

년의 고민과 그 결과가 ‘오래된 것’으로 남게 되는 ‘패러다임의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공개했다. 뒤이어 기아차에서도 ‘아이오닉
기존 내연기관차의 뼈대에서 구동계통만 바꾼 ‘스핀오프’ 버전의

대부분을 벌금으로 내는 셈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때문에 모든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기준은 ‘평균 95g/km 이하’, 이를 넘으면, 1g당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아이오닉’을 런칭했고 이 브랜드의 첫
제네시스 역시 이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를 준비 중이다.

당시 해당 제조사의 영업이익이 3조 6,847억 원이었으니 번 돈의

전기차로의 전환은 그저 석유에서 전기로의 ‘연료 전환’만을

95유로씩, 판매한 차량 대수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당장 국내 시장부터 큰 변화가 눈에 들어온다. 현대차의 경우,

23억 1,222만 5,178유로, 우리 돈 3조 1,500억 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들에 대해 강력한
탄소 규제에 나선다. 한 해 동안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을

전통의 제조사들,
전기차에 뛰어들다

계산해 보면 예상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른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트렌드 톡톡

요즘 세대들이 처음 만나면 혈액형보다 먼저 물어본다는
MBTI는 학교, 군대, 기업 등에서 심리유형 및 적성 파악을
위해 활용하던 검사였지만 요즘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MBTI.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인지 궁금하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보시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나의 MBTI를 찾아서

16가지 유형으로 보는
성격의 특성

탐험형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마이어스(Myers)와

브릭스(Briggs)가 스위스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Carl Jung)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성격 유형 검사 도구이다. MBTI는

시행이 쉽고 간편해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크게 4가지 축을 기준으로 총 16가지 성격유형을 구성하는데
검사자는 질문지 응답에 따라 분류된 알파벳 네 개의 조합을 통해
자신만의 MBTI를 확인할 수 있다.
[태도]

에너지의 방향과 주의, 초점을 밖으로 두느냐(외향형 E), 안으로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감에 의존한 실제적 정보에 치중하

[판단]

두느냐(내향형 I)

느냐(감각형 S), 육감에 의존한 가능성에 더 치중하느냐(직관형 N)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고 의사 결정할 때, 사실과 논리를 더
중요시하느냐(사고형 T), 사람과 관계를 더 선호하느냐(감정형 F)

[생활양식] 실생활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미리 계획하는 것을 더 선호하느
냐(판단형 J), 상황에 맞추어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느냐(인식형 P)

내 MBTI는 무엇일까? (소요시간 12분)

관리형

ISTP 만능 재주꾼

ISTJ 세상의 소금

#분석과 관찰 #순간집중력 최고 #빠른 상황파악

#원리원칙 #논리정연 #시간약속과 마감은 칼같이

#이성적인 #편리한 #호기심 많은 #응용력 있는 #융통성 있는
#마무리는 깔끔하게 #꼼수는 부리지 말자 #역지사지의 마음

#사실적인 #철저한 #체계적인 #신뢰할 수 있는 #한결같은
#융통성을 키우자 #숲 전체를 보자 #고마움을 표현하자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

ISFJ 용감한 수호자

#포용력과 이해심 #칭찬의 달인 #뛰어난 적응력

#침착하고 안정적 #섬세하고 꼼꼼한 일처리 #추진력과 책임감

#보살피는 #온화한 #겸손한 #감수성 예민한 #이해심 많은
#시각을 넓히자 #타인을 너무 믿지 말자 #나에게 관대하자

#인내심 있는 #조직적인 #책임감 있는 #성실한 #섬세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자신감 갖기 #자신을 드러내자

ESTP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J 엄격한 관리자

#뛰어난 문제해결능력 #협상과 타협의 달인 #모험을 피하지 않는다

#철저한 계획 #명확한 지시 #빠른 의사결정

#행동지향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력이 넘치는 #민첩한 #개방적인
#독단적 성향 조심 #끈기와 인내 함양 #표현은 신중하게

#조직적인 #논리적인 #결단력 있는 #효율적인 #직접적인
#말을 조심하자 #관계는 주고받는 것 #심사숙고하자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ESFJ 사교적인 외교관

#호기심 대마왕 #열정과 협력 #긍정 에너지

#사교성 갑 #좋은 인간관계 #팀플레이어

#행동지향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다재다능한 #개방적인
#길게 보고 계획을 세우자 #시간을 잘 관리하자 #충동적 결정 자제

#사교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협조적인 #반응을 잘하는 #동정적인
#때로는 사람보다 일 #오지랖 자제 #나부터 챙기자

https://www.16personalities.com/ko
#유형별 키워드
#유형별 장점
#유형별 보완사항

QR코드로 바로 연결

외교형

분석형

INFJ 선의의 옹호자

INTJ 용의주도한 전략가

#강한 직관력 #확고한 신념과 원칙 #이타적인 희생정신

#강한 리더 #목적은 반드시 이룬다 #완벽주의자

#헌신적인 #인정 많은 #열정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이상적인
#주변을 둘러보자 #현재를 살자 #주장하고 표현하자

INFP

열정적인 중재자

#사색적인 #신중한 #세심한 #디테일한 #독립적인
#일의 의미가 중요해 #내적 성장 우선 #덕후기질

#때로는 생각을 줄이자 #유연성을 키우자 #스트레스 관리

#독립적인 #비평적인 #체계적인 사고의 #비전 있는 #기준이 높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남을 인정하자 #구성원을 키우자

INTP 논리적인 사색가

#논리적인 #말수가 적은 #사색적인 #자기 결정적인 #이론적인
#치밀한 분석가 #빠른 두뇌회전 #논리와 분석력 갑

#결국은 사람이다 #모두 나와 같지 않다 #행동으로 옮기자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TJ 대담한 통솔자

#공감과 배려의 달인 #빠른 학습속도 #넓은 시야와 센스

#전형적 리더 #아이디어 뱅크 #계획과 준비의 왕

#따뜻한 #적극적인 #책임감 있는 #참을성 많은 #이타적인
#멘탈을 잘 챙기자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힘들면 말하자

#논리적인 #결단력 있는 #계획적인 #강인한 #전략적인
#빠르게 보다 제대로 #내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사람을 챙기자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ENTP 독창적 혁신가

#핵인싸 #커뮤니케이션 달인 #직관력과 통찰력

#혁신가 #솔선수범 #해결사

#열정적인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활력이 넘치는 #자율적인

#경쟁보다 협업 #현재를 돌아보자 #인정할 건 인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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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 #마무리를 잘하자 #집중력을 키우자

#진취적인 #독립적인 #창의적인 #박학다식한 #팔방미인의

NEWS ROOM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 우주전략보고회 발표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는 지난 3월 25일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개최된 ‘우주전략보고회’에서 국내 뉴스페이스(New Space) 기업을
대표해 국내 우주·위성사업 발전과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독자항법시스템 ‘KPS’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범국가적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표에서 김지찬 대표이사는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이 부재한
한국은 미국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GPS 정보 제공이

중단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사용 중인 휴대폰, 네비게이션,
금융거래 등이 일시에 멈추는 패닉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상의 필요와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KPS사업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대한민국이 K-우주시대를 여는
항공우주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 APRIL

“KPS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위성이 필요하고
지상에는 위성관제센터와 감시국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6만 명의 국내 고용유발 효과와 함께 7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LIG,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기부금 전달

LIG BOARD:)

독자와 함께 만드는 근두운

Quiz,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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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호 문제
1.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되어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는 최첨단 장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int 08Page)

KF-X

2.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서서히 오르는 상태,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Hint 20page)

3.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성격 유형 검사 도구로 4가지 축을 기준으로 16가지
성격유형을 규정하는 테스트는 무엇일까요? (Hint 30page)

LIG는 지난 3월 29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하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의료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최용준 ㈜LIG 대표이사와
서유성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IG의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일환으로 전달된 이번 기부금은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LIG는

의료취약계층 지원 외에도 사회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LIG, 사내벤처 사업 아이디어 공모

LIG는 사업성이 높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사내벤처 설립

#3월호 정답
1. PGM, C4ISTAR 2. TMMR 3. 마지노선
#지난호 당첨자
치킨+콜라 세트(3명)
강*동(heed~)님, 박*빈(pc10~)님, 황*명
(hw41~)님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5명)
정*진(heej~)님, 임*연(kenn~)님, 손*늘
(hane~)님, 오*영(jiyo~)님, 강*영(brow~)님
스타벅스 커피(5명)
정*현(wooh~)님, 송*호(joon~)님, 김*덕
(kjdo~)님, 최*현(lion~)님, 박*혜(1611~)님

# 참여 방법
1. 사보와 웹진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낸다.
2. 근두운 웹진(http://geunduun.com) 또
는 QR코드를 클릭해 접속한다.
3. 이벤트 메뉴 버튼을 이용해 정답을 4월 23일
금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5월 10일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5월호에 게재됩니다.

LIG 임직원 자녀 대상
‘과학 상상’ 그리기 마당

4월 21일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과학의 날’ 입니다. LIG에서는 미래에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을
위한 ‘과학 상상’ 그리기 공모전을 준비했습니다. 항공,
우주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세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LIG 임직원 자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1. 항공, 우주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그림을 제작한다.
(크기, 형식 자유)
2. 작품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는다(크기 100kb 이상,
JPG파일)
3. 참가자 소개, 간단한 사연과 함께 4월 23일 금요일까
지 사보 담당자(leechaeyeong@lignex1.com) 메
일로 전송한다.
4. 선물은 5월 10일 발송되고 당선작은 5월호 사보에
소개됩니다.
#선물
최우수작(1명) – 시마 W1PRO GPS 촬영 고급 드론
우수작(2명) – 레고 아이디어스 21321 국제 우주정거장
우주선
가작(3명) – 문화상품권 5만원권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문화가

장착하도록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주제에 대한

QR코드로 우다움 인스타그램 팔로잉한

제한이 없이 전 분야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된 직원에게는 성공적인 스타트업 설립과
운영을 위한 별도의 투자 및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vent

용산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26 1층
예약문의 02.792.1992

분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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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번길 6
뉴본타워 2층
예약문의 031.726.8292

LIG임직원은 육류 메뉴 한정

주말 20%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