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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LIG는 45년간 축적해온
국방 무기체계 R&D와
생산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위성 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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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혁신’을 키워드로
생존과 성장을 이루고
미래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LIG넥스원은 국방 무기체계 R&D와 생산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위성
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성체계연구소 김종필 소장을 만나
LIG넥스원 위성 사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Tech 분야
계열사들의 미래 성장전략도 함께 소개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돌아온
‘부모님 전상서’ 행사에 참여해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임직원들의 이야기,
4남매 다둥이 가족의 특별한 나들이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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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TOPIC

위성 시스템

미래로 향하는 문은
우주에서 열린다

바탕으로 본격적인 우주 개발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국적

LIG넥스원 위성사업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22번째로 위성 보유국이 됐다. 우리별 1호는

우리나라 위성 운용 현황

우리나라는 1990년대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발사 Segment

위성 Segment

지상 Segment

발사서비스

임무수행

관측자료
수신 및 처리

인공위성은 1992년 8월에 발사된 ‘우리별 1호’다. 이를 통해

궤도진입

국내 연구진들이 영국 서리대학교의 제작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인공위성으로 이때 습득한 기술을 통해 새로운 위성을 만들 수

2021년 1월 기준으로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인공위성의 개수는 3,372개다. (출처: Statista)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성산업과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위성 및 무인기에 탑재되는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해온 LIG넥스원은
위성 탑재체, 위성항법장비 기술을 활용해 위성 사업을
확대하면서 미래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정리. 편집실

지상체
(관제소+수신소)

위성체
(본체+탑재체)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로 현재 세계 6~7위 권의 인공위성 개발

발사체

위성관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인공위성은 기능에 따라 크게 과학기술위성, 기상관측위성,
방송통신위성, 군정찰위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총 17개의 대한민국 국적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에 위치해 있으며

위성정보
활용

발사통제소

KT에서 제작한 무궁화 위성을 제외한 모든 위성들이 국책기관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분류

위성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 2호 3호 5호 3A호/차세대중형위성

과학기술위성

기상·관측위성
방송통신위성
군정찰위성

위성체는 위성 본체와 탑재체로 구분된다. 탑재체는 위성 본체

위성체 국산화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향후에는 산·학·연

때문에 탑재체의 성능이 곧 위성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성의

강소기업들과 밸류체인을 구축해 위성의 국산화 인프라를 확대해

내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기

국내 인공위성 기능별 분류

종류는 탑재체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는데 관측장치(관측위성),

우리별 1호 2호 3호/과학기술위성 1호 2호 3호

통신장비(통신위성), 항법장치(항법위성) 등이 탑재되고, 하나의
장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치가 탑재되기도 한다. (다목적위성)

천리안 1호 2A호 2B호

본체는 탑재체의 임무 수행을 위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무궁화 1호 2호 3호 5호 6호 7호 5A호
ANASIS 2호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위성의 자세 및

궤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위성에서 수집하거나 지상으로부터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신한 데이터를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다시 전송하는 통신 및

자료처리 시스템, 탑재체 시스템에 필요한 전력을 제공하는 전력
맡는 지상국 및 시험시설, 발사체와 관련된 발사대 시스템 및

위성 시스템은 크게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로

시험시설 등이 포함된다.

구분된다. 발사체는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에 필요한 구성품으로
가벼우면서도 열에 잘 버틸 수 있는 소재, 지구 중력을 이겨낼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엔진, 극저온의 산화제와 상온의

LIG넥스원은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의 항공기용 영상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이하

SAR) 개발을 시작했고, 체계사업을 완료하면서 위성 관련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통신탑재체    

영상레이더(SAR) 탑재 위성은 다양한 기상조건에서도 고해상도

분리해 연구개발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New Space’를

선도하기 위해 위성의 국내 독자 설계·제작·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소형 위성을 비롯한 위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LIG넥스원 위성 주요 사업
분야

위성 탑재체

위성 구성품

위성용 경량 SAR 안테나 개발
다채널 영상 레이다 제어장치 개발
고속 고기동 위성의 제어모멘트자이로(CMG)

위성/항공용
위성용 SAR 급전 배열 안테나 핵심 구성품 개발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개발
TRM(Transmit Receive Module)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국방기술을 활용했고, 항법 분야 군사용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미래사업)
우주물체 감시 레이다(미래사업)

첨단 무기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위성통신체계

군 위성통신체계-II
초소형 통신위성 설계
위성통신 무인기 데이터링크

기반이 됐다.

위성통신단말기

다대역 위성통신
OTM(On The Move) 위성단말
수상함용 위성단말

위성항법

위성시스템
지상시스템
위성항법수신기

경험은 고신뢰성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K6) 국산화 제작의
위성 안테나, 제어부, 송수신장치 등 위성 탑재체 분야, 자세
해양탑재체

사업

다목적실용위성 6호 SAR 탑재체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통신 탑재체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SBAS 탑재체

위성 감시

기술은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기상탑재체

위성본체

LIG넥스원은 3년 전부터 위성사업 전담 부서를 독립 조직으로

LIG넥스원의 위성 사업 역량

연료를 저장하는 연료저장탱크 등이 핵심 기술이다.

태양전지판

나갈 것이다.

시스템 등이 있다. 지상장비에는 위성시험, 위성관제 및 운용을

위성 시스템의 구성과 종류

위성의 구조 (천리안 2B호)

연계로 국내 위성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03

02

제어장치를 비롯한 위성 본체의 핵심구성품 국산화, 위성체계종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사업 참여와 자체 투자를 병행하며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Q

위성체계연구소의 조직구성과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System) 사업 선행 연구와 사업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1팀은

스페이스(New Space)’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NASA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 탑재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팀은 항공기, 드론, 초소형 위성급 개발을 담당합니다.
무인정찰기 SAR 사업, 초소형 위성 사업, SAR 기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성 연구 공통 기술인 PA(Product

Assurance, 품질보증), 위성용 능동배열안테나 개발을 담당하는 직할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위성 분야 기술을 지원합니다.

Q

위성체계연구소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 분야는 무엇입니까?

위성체계는 크게 발사체, 위성체, 지상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군 통신위성체계 사업과 지상체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위성체와 지상체 분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성체계연구소에서는 위성체 중에서도 임무와 직결되는 장비인
탑재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의존하던 위성 구성품
분야도 국산화하기 위해 국책 사업 참여와 자체 투자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IG넥스원 위성체계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2000년에

Q

입사해 레이더에 적용되는
고출력 증폭기, RF송수신기를

위성 분야에서 LIG넥스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위성 분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시작으로 능동배열레이더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개발하면서

안테나 등을 개발하고 작년부터

국내 기술로 고신뢰성 플랫폼, 통신 및 광학분야 탑재체를

위성체계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SAR 위성 탑재체 분야는 설계 경험을

LIG넥스원 위성 분야 기술 개발에

보유했지만, 국내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위성은 K5가 유일할 정도로

앞장서고 있는 김종필 소장에게

다른 분야에 비해 하드웨어 국내 개발 경험이 부족합니다.

위성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한

LIG넥스원은 다목적 위성급 최초의 국내 연구개발사업 K6에 참여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함께 SAR 탑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어떻습니까?

정부 예산의 공공 목적 개발사업을 뜻하는 ‘올드 스페이스(Old

정지 궤도와 다목적 위성급 개발을 담당합니다. 현재 통신 탑재체,

LIG넥스원 위성체계연구소
김종필 소장

최근의 위성체계 연구 분야 동향은

위성체계연구소는 산하에 1개 개발단, 2개 팀, 1개 직할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단은 향후 참여 예정인 KPS(Korea Positioning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다

Q

탑재체 제어, SAR 파형 생성 및 디지털 수신 신호기를 포함한

Space)’, 민간 자본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개발사업을 뜻하는 ‘뉴
국제우주정거장 운송 서비스를 종료하고 민간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스페이스X, 오비탈 등 복수 업체를 지원해 성장시켰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개발 능력이 올라오면서 정부 프로그램도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예산 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Q

위성 관련 기술 개발과 확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위성 분야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면서 해외 위성 분야 유수
기업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기술 분야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 연구, 국내 대학교들과

산학 연구를 진행하고 우리 회사 협력사들의 위성 분야 역량 확대,
중소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위성 분야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K6 발사를 기점으로 국내 기술력을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성능

SAR 위성인 K8 사업, 초소형 위성체계(초소형 SAR 군집) 사업 참여를
위해 자체 투자와 산학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주 물체를

식별하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EOSS) 사업 전력화로 해당 분야

개발 기술 능력을 확보했으며 운용, 유지보수, 성능개량 분야에서도

소요군과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LIG넥스원의 강점인

레이더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우주 감시 레이더 분야 기술도 확보하고
있으며, 군 위성통신체계,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기술 개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Q

사보를 보게 될 LIG 임직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어장치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고 해당 위성에 적용해 발사를

과거에 비해 다양한 곳에서 위성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위성급 제어장치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SAR 위성 분야에서

항법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지구 관측 분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위성 선진국만이 가지고 있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영역도 SAR, 통신, 광학,

기술, 항공 기술(드론, UAM, SAR, EO/IR)을 활용해 영상 서비스 관련
사업을 고민하고 있고, 통신 분야와 연계해 단말 영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희망을 만들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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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LIG OPEN

미래로 가는 문을
활짝 열다
LIG Tech 계열사 미래 성장전략
제어패널, 고전압 전원공급장치 중심 확대

LIG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키워드로 기술과 혁신에 주목했다.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LIG Tech 분야 계열사들의 미래
성장전략을 살펴본다.
정리. 편집실

클라우드와 디지털 트윈을 품고 새롭게 도약

스몰셀 사업에서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

LIG시스템은 SI(System Integration)사업을 수행하는 IT 서비스

이노와이어리스는 2000년 이동통신 무선망 시험과 최적화 솔루션

IT 산업의 새로운 흐름이 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안정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 확산과 통신 기술

기업으로 지난 20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으로, 5G 계측 장비와 빅데이터 솔루션, 스몰셀 분야로

진입하고 있다. 사업방식, 평가방식, 전략 차별화는 물론, 국내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쟁 환경에서 이노와이어리스는 혁신과

유수 CSP(Cloud Service Provider)와 사업협력 계약 체결,

도전을 위해 F.I.R.S.T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클라우드 전문가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F(Frontier) 이동통신 시험 장비와 최적화 솔루션, 스몰셀 사업에서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
북미, 유럽, 일본, 동남아 시장 영업 채널 확대, 구독형 서비스 트렌드에 맞는
유통 방식 확대, Re-selling 등 파트너십 확대로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세계의 사물, 시스템, 환경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기술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LIG시스템은

I(Innovator) 제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
통신 네트워크 설계, 분석, 운용, 활용 등 전 라이프사이클을 자동화,
무인화가 가능한 ‘Zero-Touch Solution’으로 진화,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 제품군의 클라우드화와 AI/ML,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솔루션과 개방형 네트워크 제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사업 참여를 통한 기술력 확보, 관련
전문기술(AR, VR, AI, Big Data)을 보유한 업체 지분 투자 및
협업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R(Renovator) 비즈니스 모델 Renovation 통한 사업 확대
스몰셀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고객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통신 사업 범위에서 활용하던 AI,
빅데이터 기술을 일반 DX 분야로 점차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LIG시스템은 SI사업 역량 강화, 신규 사업을 통합 첨단기술 확보
전략을 통해 LIG Tech 분야 선두주자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

S(through one team one Spirit) LIG 핵심가치를 이행하는 사내 문화
발전, 정착
긍정적으로 같이 해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고, 끝까지 끈기 있게
해보기를 장려하며 사내 Ideation 확대 시행 등 혁신 활동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부문에서 LIG시스템 브랜드 창출을 통해 ‘No.1 IT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T(with Technical experts: Top Talent) 인재 채용과 육성 강화
실무형 리더와 전문가를 육성하고 젊은 인재를 발탁해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책임 경영을 통한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따뜻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것이다.

탁월한 전문 인력들과 함께 One Team One Spirit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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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혁신하며, 변화하는 ‘FIRST
이노와이어리스’를 기대해주기 바란다.

LIG정밀기술은 국방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제어패널 및 고전압
전원공급장치(HVPS: High Voltage Power Supplier)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무기체계가 복합화하고
SW 비중이 증가하면서 차량, 함정, 통신장비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제어패널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IG정밀기술은 화면 중심의 원격제어기, 패널 PC, 제어콘솔

시장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스템의 대형화,
복합화에 발맞춰 시스템 성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전원공급장치 분야도 HVPS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 서비스 분야는 원가 경쟁력과 생산 시스템 유연성을 확보해
고객의 다양한 생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LIG정밀기술은 기술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수립하고 연구개발, 생산, 품질, 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있다. 특히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SW, 디지털 설계 인력 영입과 기술교육,
R&D 투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LIG PEOPLE

회사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 이벤트
이연수 연구원 (C4ISTAR기계융합연구소1팀)

저는 이제 입사한 지 4개월된 신입사원으로 백두체계 2차 사업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댁은 김천이고 형제

중에 제가 첫째인데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경상도 청년입니다. 어머니는 회사에서 보내준 입사 축하
기념 꽃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데 이번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받으시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입사지원 3번 만에 합격했을

마음을 담은 손편지
정성을 담은 카네이션

정도로 정말 오고 싶은 회사였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설계 업무는 창의적인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데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매력적입니다.

NB 부모님 전상서 행사
NB(Nex1 Board)에서는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임직원들이

To. 우리 엄마
큰아들이 군대에서도 안 쓰던 편지를 어버이날을 맞이해 회사에서
이벤트를 준비해줘서 편지 한 통 써봅니다. 잘 지내시죠?
졸업 후 고향에서 취업 준비하며 했던 “집에서 엄마 밥이나 먹으면서
출퇴근할까?”라는 말에, “시끄럽고 위로 올라갈 생각이나 해.” 라고
하셨으면서 정작 판교까지 올 줄은 모르셨는지 멀리 간다고 울었다는
소식에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진 않아요. 단지 마음먹기가
힘들 뿐이지, 하하. 학생 때는 한 시간 거리임에도 자주 안 갔지만
지금은 비록 거리는 멀더라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애교도 없고 글재주도 없는 큰아들이라서 편지를 길고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전화 자주 할게요. 이만 줄일게요.
사랑해 엄마!♥
PS. 입사 축하 선물로 온 꽃다발 시들었더라. 이번 카네이션으로 바꾸고
또 자랑하십쇼!
From. 큰아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직접 쓴 손편지와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부모님 전상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출장이나 바쁜 업무 일정으로 어버이날에 시간을 내지
못하거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찾아뵙기
어려웠던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NB들도 손편지와
카네이션을 받고 좋아하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매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다. 올해는 전사에서 824명의 임직원들이
신청했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 중 두 명이 직접 쓴 편지와
마음을 전해왔다.
정리. 편집실 사진. 김재현

비누꽃과 고급 프리져브드 조합의 플라워박스를 준비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철부지 막내딸 나영입니다!!!
평소 살갑게 대하지도 못하고 무뚝뚝한 딸이라 표현은 잘 못하지만
어버이날 회사에서 하는 행사 덕분에 카네이션도 보내고,
그 덕에 편지도 쓰게 되네요~
제가 지금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건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덕분입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손자손녀 4명을 쉴 틈 없이 봐주시고...
늘 곁에서 아껴주시고 힘을 써주셨기 때문에 남편도 저도
육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회사생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내 엄마, 아빠여서 참 행복합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가능한 일들에 감사합니다
최나영 프로(People팀)

저는 올해 입사 13년 차로 People팀에서 경력개발 및 인력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살, 4살 아이들을 둔 워킹맘인데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에 살면서 육아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평소에

감사인사를 전하기가 많이 쑥스러워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나마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든든한 양가 부모님들

덕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부산에 계시는 시아버지께서 칠순을
맞이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자주 만나 뵙지도 못하고 항상 자식과
손주들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번 어버이날은 찾아뵙고 인사드릴

계획입니다. 주로 영상통화로만 만나 뵈었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생각에 아이들도 모두 들떠 있습니다. 매년 임직원들을 위해 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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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보내온 편지를 취합하는 판교NB들

업무시간을 쪼개어 행사를 준비해주는 NB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LIG PLAY

내리 3형제를 낳은 후 어렵게 얻은 귀한 딸 막내 재승이를 꼭 안고 있던

코로나로 여행을 다니기 어려워지면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끼리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요트 투어 체험이 새로운 레저로 떠오르고 있다.

아내 김미라 씨는 자녀가 많아 함께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용인에서 한강까지 나들이를 나온 이연호 수석연구원 가족. 한강을 들썩이게 한 생기발랄 다둥이네 요트 투어

모처럼 만의 나들이에 한껏 들뜬 표정이었다. 신나기는 3형제도

현장을 함께 가보자.

마찬가지. 선착장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드디어 한 명씩 요트에 승선했다. 선실 안은 소파와 푹신한 침대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다. “우와 침대다.” 침대만 보면 반사적으로

다둥이 가족의 신나는 나들이

올라가 방방 뛰는 아이들. 금세 질렸는지 갑판 위와 선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더니 출발도 하기 전에 순식간에 요트 안을 접수해버렸다.

LIG넥스원 IPS 연구소
이연호 수석연구원 가족

신나는 가족 나들이

“가운데에서 게임하고 있는 애가 첫째 재우고요. 나이는
음… 13살입니다. 금방 인사한 애가 둘째 재현인데, 네가
9살인가, 10살인가?”
한강 여의도 요트 선착장에서 만난 LIG넥스원 이연호 수석연구원이

가족을 한 명씩 소개해줬다. 4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네 아빠는 자녀들

나이를 말할 때마다 자신감이 없는 듯 템포가 느려진다. 자녀가 많아서
이제 아이들 나이도 헷갈리기 시작한 것. 한살 한살 늘어가는 아이들

나이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자녀가 많고 적은 걸 떠나 일하느라
바쁜 아빠들에게 늘 어려운 숙제이다. 그래도 오늘은 가족들과

한강에서 요트를 타기로 해서 간만에 아이들에게 점수를 따게 됐다.

“예전에 첫째만 있을 때 같이 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여섯
식구가 다 함께 한강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영상으로만
봤는데 실제 요트를 탄다고 해서 너무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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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비가 많이 드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여섯 식구의 입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현실적인 고충이다.

그래도 성격이 제각각인 개성 만점 4남매를 키우는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자전거 선수, 공룡 발굴자, 요리사 등 꿈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둘째 재현이는 무엇이든 직접 만져보아야 직성이 풀린다. 요트

안에서도 이것저것 만져보다 기어이 조종석의 키에도 손을 대는 바람에
주의를 듣고 말았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추울까봐 갑판 위로 무릎

담요를 가져다주는 따뜻한 아이다. 예기치 못한 동생의 출현으로 막내

자리를 뺏긴 셋째 재천이는 막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귀여운 딸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막내딸 재승이는 이 집안의 보물이다.
부부에게 자녀들 이야기를 듣는 사이 여의도를 출발했던 요트가

반환점인 한강대교를 돌아 다시 여의도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어느덧 해도 뉘엿뉘엿 기울어 63빌딩에 저녁노을이 비친다. 이제야
김미라 씨가 아이들을 선실로 내려보내고 호젓하게 낭만을 즐겼다.
좀 더 늦은 시간에 요트를 타면 서울의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는데

아쉽게도 야경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다음에는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요트를 태워 주기로 약속했다.

요트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훌쩍 뛰어 하선해버리는 아이들. 그때
셋째 재천이가 말했다. “엄마, 내일 또 타자.” 이연호 수석연구원

강바람 맞으며 감상하는 시티 뷰

가족앨범에 즐거운 추억 한 페이지가 멋지게 장식된 순간이었다.

드디어 물살을 가르며 요트가 출발했다. 갑판 위에 자리를 잡고 강바람을

아빠 이연호 수석연구원

LIG넥스원 PGM IPS연구소 1팀

배 위에서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잘 놀아주네요.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김미라 님

요트가 반환점을 돈 후에는 바람이

잠잠해져 경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인생샷도 찍어주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저도 좋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첫째 이재우 (초등학교 6학년)

요트 안에 푹신푹신한 침대가 가장
있어 좋았거든요. 만약 하루 종일

저거 뭐예요?”, “와! 새다!” 처음 보는 국회의사당도, 바다에서 한강까지

있었다면 침대에서 잠을 자봤을 것

올라온 갈매기도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의 질문 공세가 끊이지 않았다.

같아요.

아이들은 속도를 내는 요트가 무섭지도 않은지 어느새 갑판 위를 앞마당
다니듯 돌아다니더니 뱃머리 난간까지 나가 슈퍼맨처럼 포즈도 취한다.

둘째 이재현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다가 갑판 아래 선실과 연결돼 있는 해치(사람이나 화물 따위의

처음으로 한강에서 요트를 타봤는데

출입을 위해 설치한 갑판의 개구부)를 통해 한 명씩 오르락내리락하기를

재미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트

반복했다. 어느새 요트 안은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됐다. 김미라 씨는

난간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슈퍼맨

여전히 막내 재승이를 꼭 안은 채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느라 바빴다. 그에

놀이를 하는 것이 살짝 무섭긴 했지만

비해 여유롭게 항해를 즐기는 이연호 수석연구원.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는 애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저 식량만 제공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크는 거죠.”

셋째 이재천 (초등학교 1학년)

63빌딩도 보고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랑 놀러 와서 더

다둥이 아빠의 남다른 교육 철학. 자녀가 많다 보니 애당초 다른 집처럼

좋았습니다. 내일 또 타고 싶어요.

아이에게 온 에너지를 쏟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아이들이
알아서 클 수 있도록 방향만 잘 잡아 주기로 했다. 다둥이를 키우며

자연스럽게 터득한 육아 철학이다. 실제로 첫째 재우는 누가 시키지

넷째 이재승 (4살)

않아도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는데 아직 어리광을 부릴 나이임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웠어요.

불구하고 막내 재승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도맡고 있다.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오빠들이랑

사실 부부가 처음부터 다둥이를 꿈꾸었던 것은 아니다. 아들만 있다

요트를 타서 재미있었어요.

보니 딸도 있으면 좋겠다고 욕심을 부리게 됐는데 네 번째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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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긴 하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도 20㎏짜리 쌀이 2주면 동이 나서

오늘 체험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편하게 있을 수

맞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하다. 하지만 요트의 낭만도 잠시. “아빠,

바라던 딸을 얻는 바람에 4남매를 두게 됐다. 다자녀 지원 정책이 많아

MINI INTERVIEW

LIG CONNEC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모두 보유

Open Innovation

씨유박스는 2010년 5월에 설립됐다. 처음에 주력했던 사업은

LIG넥스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 개방해 서로 교류하고

클라우드 기반 파일 전송 서비스였지만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Open

않아 빠르게 피봇(Pivot)해서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자동 출입국

Innovation을 추진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사대 사업을 시작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권 인증 수단과 자동문 개폐 시스템, 신원 조회를 위한 경찰청 및
법무부 시스템 연계, 생체인증 등의 기술이 필요했다. 씨유박스는

2013년 인천공항 법무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시작으로 정부 4대
종합청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다양한 보안시설에 얼굴인식

출입시스템 등을 구축하면서 얼굴인식 출입 보안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

“생체인증은 지문, 홍채, 정맥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사용자의
특정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얼굴인식보다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자체 기술이 부족해 외산 생체인증 솔루션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얼굴인식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씨유박스는 4월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테스트의 주요 부문에서 전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

정보를 등록하고 인식된 얼굴 정보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얼굴인식 알고리즘 1:N
고도화에 성공했습니다.”

씨유박스의 얼굴인식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수백만 개의 얼굴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인식할 수 있다. 각도나 조명이 좋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가려진 얼굴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오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인식 단말기, 열화상 단말기,

비대면
비접촉 시대
손 안 대고
얼굴로 인증

게이트, 키오스크 등의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무실, 대중교통, 핀테크 분야 등에서 비대면 비접촉 인증 수요가
늘어나면서 씨유박스가 보유한 기술과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얼굴인식 만으로 공항,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부터 빌딩 입장,
사무실 출입까지 비대면 비접촉으로 인증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생체정보 위·변조 감지와 최상위 수준의 암호화로
재택근무나 원격접속, 핀테크 등에 필요한 보안성과 안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씨유박스(CUBOX) 남운성 대표

‘워크스루게이트’ 기술, 미리 준비된 3D 마스크를 착용한 관람객
얼굴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시연했다.

“행사장을 방문한 LIG넥스원 분들이 저희 기술과 제품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원 인증 등

물리적인 보안이 필요한 국방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감시정찰 자산의 영상 판독에 저희가 보유한 인공지능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대량의
데이터와 연산 처리를 위한 병렬 컴퓨팅이 필요하다. 씨유박스는
다양한 사업 경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시장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인공지능 얼굴인식을 넘어 영상인식 분야에서도
리더가 되기 위해 R&D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시리즈 B 투자까지 받았는데 우수한 연구 개발 인력들을 영입하고

인공지능 연구에 필요한 장비 구입,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실을 다지면서 상장도

지문, 홍채, 정맥 등을 이용하는 생체인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솔루션을 직접 제조해서 공급하는

기술은 신기하지만 직접 행동을 취해야 하기

제조기업에서 인공지능 얼굴인증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의 면모를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다. 팬데믹을 거치며

강화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비접촉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씨유박스에게 팬데믹은 위기이자 기회가 됐다. 얼굴인식 기술은

얼굴을 갖다 대면 인증과 보안을 해결할 수

출입 통제와 보안을 넘어 금융기관 인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있는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남운성 대표는 시장과 고객을 세밀하게

있다. 씨유박스는 얼굴인식 분야에서 전

살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다양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과 협업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기업이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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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편집실 사진. 김재현

KOREA 2022)에 참가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이 1초 만에 얼굴

얼굴인식을 적용한 Pre Security/Bording Gate

DEFENSE ZOOM

국방혁신이 지금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북한 위협으로 인한 불확실성, 역내 잠재적 위협 증가,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확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국가 경제 상황에 따른 국방 재원 제한 등 다양한 도전과 제약에

직면해 있다. ‘AICBM(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융합되면서 국가 시스템 및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국방정책 추진 여건의 어려움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촉발될 미래 전장 환경과 전쟁 양상의 변화에
시급히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기술력,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남북한 비대칭 전력 비교
핵

구분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전투임무기

방사포

잠수함정

특수전 병력

사이버전 능력

북한

OO발(플루토늄 약 50kg)

OOO발(발사대 100여 기)

약 2,500~5,000톤

810여 기

5,500여 문

OOO발(발사대 60여 기)

미보유

410여 기

270여 문

70여 척

10여 척

20만여 명

6,800여 명

미보유

남한

4만여 명

600여 명

The Military Balance 2021, 국방백서 2020

제반 환경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국방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역량을 증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변화 요인으로 최초 계획

국방혁신의 목표는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부는 올해 2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2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옮겨지는 시점에 다음 미래를 내다보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비 국방개혁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
R&D 성과를 국방 R&D 발전의 ‘씨앗’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순신 장군에게서 찾는
신개념 무기체계,
탁월한 전술,
창조적 리더십

우주·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국가 안보와 전략적 가치가 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기술융합형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
분야 우수 연구개발 성과물의 국방 실증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보유 기술의 민수사업화 과정 전주기 지원을 제도화해서 민·군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미래 국방혁신과 ‘국방비전
2050’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전략

신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감시정찰자산 고도화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이
국방혁신을 위한 중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개념 무기체계와 전술, 창조적
리더십으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의 국방혁신 사례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한 전략을 살펴봤다.
글. 양병희(LIG넥스원 C4ISTAR부문 전문위원,
KAIST 미래국방AI특화연구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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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의 개인전투체계와 근력증강로봇

것이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방혁신이 기획되고 실행에
남북 군사력 격차에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이 국제 질서를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방혁신의 최우선 중점사항이 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정찰자산 등을 고도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첨단 과학기술군을
육성해 북한의 핵·미사일·화학무기·특수전·사이버공격 등 비대칭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미이며,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에게서 찾는 국방혁신의 모범사례

방위산업의 첨단기술 접목과 과학기술군 육성

미래 전장에서 북한 및 주변국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첨단

중국과 러시아는 군 현대화를 통해 첨단 전력과 사이버·전자전

사례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게서 찾아볼 수

11월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군을 육성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국방혁신

능력을 향상하면서 미군의 우위를 잠식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충무공은 신개념

자율학습체계(Autonomous Learning System), 전투원과 기계의

무기체계, 탁월한 전술, 창조적 리더십으로 한산대첩을 승리로

협업적 의사결정(Human-Machine Collaborative Decision-

이끌었다.

Making), 전투원 작전지원(Assisted Human Operations), 유무인

충무공은 전장 환경을 고려해 좁은 해역에서 급류를 뚫고 돌파하는

작전수행(Advanced Manned-Unmanned Operations), 네트워크

신개념 무기체계 ‘거북선’을 건조했다. 동력을 전달하는 노를

기반 자율무기(Network-enabled Autonomous Weapons)

젓는 수군은 1층에 배치하고, 2층에는 전투하는 수군을 배치해

등 핵심 5개 분야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다루고 있는

불화살부터 대포까지 발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무기 체계들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과 밀접하게 연계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주는 ‘판옥선’을 조선 수군의 주력

기술들이다. 2021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함정으로 건조했다. 돌격형 거북선과 주력 군함 판옥선의 배 밑

37항에는 ‘첨단 파괴적 기술 개발 로드맵(Emerging and Disruptive

바닥은 서양과 일본 선박처럼 물결에 대한 저항이 없도록 설계했다.

Technologies Road map)’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만든 선박은 평저선(바닥이 평평한

명시되어 있다. 이는 NATO 과학기술위원회(STO)에서 4차

구조)으로 빠르고 거친 물결을 잘 견디며 선회력이 높았다. 학익진

산업혁명 시대 국방혁신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선정한 ‘와해적

전술 운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빠른 선회력과 여러 가지 총통을

신기술(I2D2)’을 접목한 미래 게임 체인저 무기체계를 구비한다는

결합한 빠른 포격술에 있었다. 학익진은 일종의 포위 전술로 원래

의미이다.

포위는 상대방보다 전투력이 3배 정도 앞서야 가능한 전술이다.

미국의 3차 상쇄전략 및 NATO의 와해적 신기술(I2D2) 사례 등을

조선 수군 함정 96척 중 왜군을 유인하거나 퇴로를 차단하는

교훈삼아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첨단

함정을 제외하면 포위당한 왜군 함정 73척과 유형 전투력이 1대

국방기술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북한

1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학익진 전술을 구사해 왜선 59척을
침몰시키고, 육지로 도망간 400여 명의 왜군을 처형해 대승을
거두고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했다.

충무공은 신개념 무기체계, 탁월한 전술, 창조적
리더십으로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및 주변국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군을
신속하게 육성할 수 있다.

LIG넥스원의 200Kg급 수송드론과 VR정비교육훈련시스템

충무공은 조정의 지시가 아니라 창조적 사고에 기초한 리더십으로
미래 위협에 대비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임진왜란 이전부터

장병들을 강하게 훈련시켰다. 학익진 전술을 운용할 때 판옥선이
대형을 갖추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휘하는 장수와

지능형

디지털

- 자율성
- 휴머니스틱 인텔리전스
- 지식 분석

- 디지털 트윈
- 합성 현실

Intelligent

전투하는 수군, 노 젓는 군사들이 혼연일치가 돼야 빠른 물살이

흐르는 좁은 해역에서 전투대형을 유지하고 전투력 공백을 막을 수
있다. 평상시 수행했던 강인한 교육훈련이 있었기에 조선 수군은
민첩한 함정 운용과 빠른 포격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판옥선과
거북선은 선회력이 빠르기 때문에 우측 측면에서 총통을 쏘고

Digital

광범위하고 정확한 전략 판단과 해군 전술가로서 특출한 기술,

탁월한 지휘 통솔력과 전쟁의 기본인 그칠 줄 모르는 공격 정신을

상호연결

분산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편입시키라는 어명에 “신에게는 아직 열두

- 신뢰 통신

- 에지 컴퓨팅
- 유비쿼터스 감지
- 분산 생산

가지고 있었다. 모함을 받아 백의종군하다가 조선 수군 궤멸 직전에

Interconnected

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는 임전무퇴 기상으로 마지막 전투에서도

- 시너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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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유효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

지능형
(Intelligent)

기술 분야 전방에 걸친 통합 인공지능, 통합
분석 및 의사결정

휴머니스틱 인텔리전스
(Humanistic
Intelligence)

향상된 인간-기계 협업(Human-machine
teaming)을 지원하는 휴먼 인더루프
AI(Human-in-the loop AI)

자율성
(Autonomy)

지식 분석
(Knowledge Analytics)
상호 연결
(Interconnected)

신뢰 통신
(Trusted
Communication)

시너지 시스템
(Synergistic System)
분산
(Distributed)

에지 컴퓨팅
(Edge Computing)

유비쿼터스 감지
(Ubiquitous Sensing)

디지털
(Digital)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합성 현실
(Synthetic Realities)

일정 수준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시스템(예: 로봇/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대규모의 데이터 셋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신 수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고급 분석
방법

실제 및 가상 도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센서, 조직, 개인, 자율 에이전트
등에 상호 연결

블록체인, 양자키 배포(QKD), 포스트 양자
암호화, AI 사이버 에이전트와 같은 기술로
신뢰하는 정보교환 보장
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생태계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물리 혼합 시스템

분산된 대규모 탐지, 저장, 연산, 의사결정 및
연구 개발에 활용
중앙 집중형이 아닌 정보 소스에 가까운
개별 노드에 저장, 계산, 분석 및 AI 기능
포함

저비용의 다수 센서들을 이용하여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 구축

AI 지원 설계, 신규 혼합재료, 3D/4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적시(Just-in-time) 현지
생산 지원

새로운 와해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정보 및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혼합하는
기술
실제 세계 대상과 디지털 방식으로 실시간/
근실시간 연결되는 디지털 M&S로 예측,
분석, 평가에 활용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합성 현실을 생성

정부가 기존의 ‘개념 기반 소요창출’ 전력화에

바로 선회해서 좌측면 총통을 포격하는 속도가 신속했다. 충무공은

승리했다. 지금 시대에도 충무공이 추진한 국방혁신의 방향은

기술 분류

분산생산
(Decentralized
Production)

와해적 신기술(EDTs) 상관관계

판옥선과 거북선을 건조했다.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예하

와해적 신기술 I2D2 주요 특징

Distributed

‘기술기반(Technology Push) 소요창출’ 전력화 방안을 추가해
‘신속시범획득사업/신속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임진왜란 당시 신개념 무기체계(판옥선·거북선)가 전술(학익진)을
선도했던 국방혁신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해 정부, 소요군, 산·학·연 등이 첨단기술을 접목한

‘게임체인저 조기 전력화’라는 공동 목표의식을 가지고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TECH PLUS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일론 머스크가 설립하거나 투자한 회사들을 시간 순서로 보면 그가

인류의 우주 시대를 준비하는 스페이스X

PayPal 등 인터넷 기업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계 최초 상용 우주선 발사, 세계 최초 궤도 발사체 수직 이착륙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짐작해볼 수 있다. 초기에 설립한 Zip2,
우주, 에너지, 교통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축으로 통신,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테슬라를 포함한 일론 머스크 회사들의 큰 방향성은 ‘Tesla Master
plan’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2006년 8월에 발표한
Tesla Masterplan#1은 계속된 재투자를 통해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고 동시에 Solarcity의 태양열 패널을 통해 무공해 발전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16년 7월에 발표한 Tesla
Masterplan#2는 배터리 저장장치와 통합된 Solar Roof 생산,

전기자동차 제품군 확장, 수동운전보다 1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
능력 개발,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차를 통한 수익창출 등을

선언했다. Tesla Masterplan#3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가속화 방안과 AI, Robot(Teslabot)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X는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으로

및 재활용, 세계 최초 민간 우주 비행사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등

혁신적인 업적을 달성했다. 스페이스X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가
다행성 종족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인류의 화성 이주와
다양한 행성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인류가 다양한 행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종(Multi Planetary Species)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지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점과 비교해본다면 미래에는 범우주적 문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흥미로울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제가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 TED Interview 中에서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전 세계 부자 1위(2022년 3월
기준), 타임즈(Times) 선정 2021년 올해의 인물, 마블의
슈퍼 히어로 ‘아이언맨’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남자. 일론

머스크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적인 사업가로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SpaceX)’
CEO를 역임하고 있다. 그는 왜 이렇게 많은 회사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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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으로 살펴본 일론 머스크 관련 회사들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테슬라

AI와 공존하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 뉴럴링크 & 오픈에이아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기에너지 이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완전한

스타트업이다. 뉴럴링크는 두뇌와 기계가 완전히 통합된 인터페이스

테슬라는 화석연료 고갈, 환경 오염 걱정에서 벗어나 태양에서 얻을

‘뉴럴링크(Neuralink)’는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설립한 뇌 연구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해 좀 더 안전하고 빠른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지능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차주에게 수익을

세상과 연결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고도화에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른 인류의 종말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두뇌에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지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테슬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로
세계적인 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의존성을 멈추고 탄소배출이
없는 무공해(Zero-emission)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다.”

스페이스X는 우주여행을 위해 빠르고 완전하게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기술에 집중했다. 추진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로켓 전체 비용의
0.3% 정도이기 때문에 로켓만 효과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경비를 약 100배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2015년 12월 중형 로켓 ‘Falcon9’으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뒤

추진체 로켓을 그대로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2018년 2월에는 중대형
로켓 ‘Falcon Heavy’로 사이드 부스터 착륙에 성공하면서 로켓

재활용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렸다. 스페이스X는 로켓 재활용을 통해
1980년 대비 발사 비용(cost/kg)을 백분의 1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을 로켓에 탑재해 쏘아 올린다.

스타링크(Starlink) 프로젝트는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위성통신망과 수중 광케이블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12,000개의 소형 통신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이식해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읽어내고 컴퓨터로
전송해 생각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하는 개념이다.

‘오픈에이아이(OpenAI)’는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호처리, 12개의 초음파센서를 통한 충돌방지 및 주차 기능을

안전하고 유익하게 강화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기후변화, 대규모

갖추었다. 다른 경쟁업체들과 다르게 레이더나 LiDAR를 사용하지

Testla.com

그림으로 보는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기술

‘BCI(Brain Computer Interface)’는 두뇌에 동전 크기의 작은 장치를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장치 POWER WALL

분쟁, 소득격차, 빈곤, 부패, 팬데믹 위기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않고 카메라의 영상정보만으로 자율주행기능을 구현했다.

위한 최적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모든 특허와 연구결과를 다른

태양열 지붕(Solar Roof)과 패널(Tiles)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산업계에 보여준 혁신 중 한 가지는

회사와 공유, 협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ower Wall과 Mega Pack은 테슬라 차량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의 우주

테슬라가 보유한 특허를 무료로 공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앞다퉈 특허를 출원하고 저작권을 보호한다.

환경에서도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도체칩과 시스템,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부분

공개하고 자체 제작한 D1칩을 내장해 인공지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환경파괴, 혜성 충돌, 핵전쟁, 적대적 인공지능 진화 같은

컴퓨터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슈퍼컴퓨터 도조(Dojo)를

2014년 일론 머스크는 미국 시장에서 1%도 안 되는 전기차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 공개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기술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화석연료 고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형 로봇(Teslabot)을 개발해 사람이 하기 어려운

앞서 나가는 것은 특허 보유와 상관없으며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저장, 운송수단 개발,

위험한 일,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대신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달렸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태양열 패널, 저장장치,

테슬라는 2016년 태양광 에너지업체 SolarCity를 인수합병해서 태양광

가정/산업용/전기차 전원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구조를

패널과 가정용/상업용 배터리부터 전기차에 이르는 청정에너지 제품을

구축했다. 더불어 전기차와 자율주행시스템, 반도체, 슈퍼컴퓨터,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통합 에너지 회사가 됐다.

발전하는 미래를 제시했다. 화석연료 의존성을 탈피하고 빠르고

채택하고 공기저항을 낮춘 로켓디자인을 응용했다. 에너지 사용은

인류를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메라를 사용한 360도 시야 확보, 250m 내 시각정보에 대한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 회사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인류’를 위한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이동수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육체노동으로부터

낮으면서 가장 진보한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지향한다. 8개의

인류에 유익한 인공지능 개발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 회사들을
연결되어 있으며, 각 사업영역에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강화, 휴머노이드까지 ‘AI+ROBOT’ 생태계로 확장,

테슬라 전기차는 차량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바디에 알루미늄을

다행성종족으로 진화를 위한 우주기술 개발, 인간과 컴퓨터의 연결,

LIG넥스원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우주, 로켓
등 정부 주도 시장과 자동차, 에너지, 통신 등 독과점 시장을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돌파했다는 점이다. 큰

계획에 맞춰 단계적인 기술 발전과 확장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과 기술의
공용화, 연결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특허 공개 및 무료 개방과

띄워서 전세계 어디에나 최대 1Gbps에 달하는 초고속 인터넷

생태계 확장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공익을 위한 명확한 비전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스타링크는 기존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제시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한 점도 참고할 부분이다.

않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해 정보격차 완화와 재난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OTA(Over The Air, 자동차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우주여행
이주수단

업데이트하는 기술)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한 제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로켓/우주선

스페이스X는 수자원 확보, 위험 측정, 발전, 채굴, 생명 유지를 위한

위성인터넷

설비 설치 등을 목적으로 올해 1차로 2대의 무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낼 예정이다. 2029년에는 2대의 화물선과 2대의 유인 우주선을

재앙/환경오염 위협
석탄 연료의 고갈
인공지능의 위협

보내 기지를 건설하고, 이후 지속적인 수송과 건설을 통해 인구

100만 명의 자립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단계적 계획을 세웠다. 화성

행성간 이동수단

인공지능

이주계획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목표지만
저장장치, 터널 형태의 Loop, 전기차, 로봇 등을 지구에서 착실하게

위성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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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있다.

제작/재료기술
통신/인터넷

통신/
인터넷

이동
수단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노동력

지속가능한 인류
(Sustainable Humanity)

인류에게 유익한
인공지능

스페이스X는 화성에서 사용하기 위한 로켓, 태양광 패널, 에너지

친환경 전환 가속화
친환경 에너지원

Cash/Time

휴먼컴퓨터 인터페이스

태양에너지
태양광 패널
저장장치

에너지원

우주로의
확장

인프라/건설

인간의 초지능화

교통체증 해결

BMI/BCI

3D Tunnels
TBM

다행성 종족

TREND REPORT

예술과 치유의 본질을 생각하다

뮤지엄 원은 바닥과 천장, 벽면에 약 8천만 개의 초고화질 LED

발광 다이오드를 설치해 관람객을 압도하는 초현실적인 광경을
선사한다. 지난 2년간 <완전한 세상>, <수퍼 네이처>라는

전시를 통해 약 6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았다.

뮤지엄 원은 기획자나 예술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전시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 미술과 대중의 소통, 교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관람자가 전시 공간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시각예술의 저변 확대’라는 모든 미술인들의 오랜 바램이

성취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전시의 주제를 동시대 미술이
주목하는 특정 테제나 이데올로기에서만 찾지 않고 미술계
바깥의 진짜 세상에서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뮤지엄 원에서 선보이는 세번째 전시 <치유의 기술>은

장기화되는 팬데믹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치유의 기술>에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 21인의 작품 약 100여 점이

<치유의 기술>에 참여한 작가들은 가장 진보된 조형 언어와

노주련, 박자용, 정혜련, 조은필, 조정현, 차민영 작가,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관객은 작가의

출품됐다. 부산 출신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가

영남대학교 신기운 교수, 대구대학교 김진 교수, 울산대학교

하원 교수 등이 작가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김병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상빈 성신여대 교수, 유의정 서울과기대 교수,

고창선 계원예대 교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모두가 힘든 팬데믹 시대
예술로 위로를 전하다

미학적 감성을 동원해 본인이 경험하고 사유한 현실을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을 마주하면서도 극단적인
비현실을 체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일상적 경험을 통해
치유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전시 제목의 일부로 표현된 ‘기술’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작가들이 물리적 행위를 통해 작품을 창조해 내는 예술적

기술(Technique)이면서 동시에 예술과 치유의 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Describe)한 텍스트를 관람객에게 함께

보여준다. 관람객은 예술가가 상상하는 치유의 방식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더불어 완성된 결과물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예술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도 특히

뮤지엄 원 <치유의 기술>

관객의 사유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 참여한 현대 미술가들이 목격한 시대에 관한 메시지와

그것을 집약한 결과물을 찬찬히 따라 걷다 보면 예술과 치유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부산 센텀에서 문을 열었던

미디어 전문 미술관 뮤지엄 ‘다’가 2022년
3월 ‘뮤지엄 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관했다. 약 700여 평 규모의 복층 형태로
이루어진 뮤지엄 원은 예술 전문 기획사
쿤스트원이 설립한 복합문화시설이다.
쿤스트원은 KUNST(예술)와 1(첫번째)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장소 뮤지엄 원(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20)

정리.편집실 자료제공.뮤지엄 원

기간 2022.03.26~2023.05.07
시간 평일 10시~19시, 주말·공휴일 10시~20시
문의 051-73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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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museum1.co.kr
관람요금 성인 18,000원, 청소년 15,000원, 어린이 13,000원

The Last Unflowering Tree

뮤지엄 원 <치유의 기술>
주요 전시작품 소개

이지영, 혼합 매체, 가변 설치

이웃집 나무의 죽음을 목도한 경험과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목격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고민이 반
영된 결과물이 <The Last Unflowering Tree>이다.

이 작업의 나무 오브제들은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해서 제작된 것으로, 수많은 재료를 하나

하나 이어 붙여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 속의 이웃
집 나무를 숲으로 재탄생시켰다. (작가노트 中)

PARADOX

김상우, 혼합 매체, 가변 설치

개와 늑대의 시간

이 마주했을 때, 각자의 관점에 따라 어떻게 내가 창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는 만화경 속으로 관람객이

박자용, 혼합 매체, 가변 설치

‘PARADOX’는 내가 설정한 역설적인 상황을 관람객
조한 공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

직접 들어간다. 거울반사현상을 직접적으로 활용함

지는지 관찰하기 위한 작업이다. 치유를 상징하는

으로써 관람자가 서 있는 현실 공간으로 작품 내부의

Green 계열의 빛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관람객이 걸

공간을 확장하고, 거울 속에 나의 이미지를 반영한다.

어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내가 설정한 사유의 공간에

관람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다. 경계를 통해

들어서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작가노트 中)

화첩기행

창문 앞에서, 문 앞에서, 건물 앞에서, 거울 앞에서, 작
품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김병종 X 김용민, 단채널 영상

(작가노트 中)

“나는 나의 작업이 ‘살아있는 만물의 노래’를 듣고 보는 입장이 아닌 ‘살아있기에 만물과 함께 부르는 노래’로 읽히는 것을
선호한다. 동서양의 위인들을 아우르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거나 잿빛으로 물든 교정을 거닐며 축적한 비판적 사고를 화

폭에 재현했던 초기작에서 지금의 생명의 노래 연작으로 바뀌게 된 연유가 바로 내가 직접 경험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작가노트 中)

숨의 숲

화암

김유정, 라이트박스, 인조식물, 천

하원, 렌티큘러, 스테인레스 스틸 거울

현대 광고판의 형식과 동양적 정원의 느낌을 결합시

켜 음영의 농담으로 보이는 그림자의 톤들이 새벽안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품을 통해 시간과 유동적인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려고 한다.

개 사이로 살아있는 듯한 자연 풍경을 체험하게 한다.

관객 자신이 작품의 일부가 되고 자신의 움직임으로 시간과 공간의 일부인 작품을 완성시키는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이 함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이 공간은 가상의 시스템 안에

께 공존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전체이며 동시에 전체의 유기적 일부이기 때문이다. (작가노트 中)

서의 휴식조차도 때로는 강요당할 수 있다는 역설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작가노트 中)

달콤한 뚱땡이

변경수, 스테인레스스틸, 자동차 도색

안의 밖, 밖의 안

나에게 있어 치유란 불안을 극복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김진, 린넨 위에 아크릴

이다.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고통을 수반한 치료에 가깝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이번 작품에서 관객은 거대한 가상의 숲속에서 알 수

것을 치유한다. 따스하고 포근하며 깨끗한 사랑의 존재

없는 생명들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목격하며 안인지

는 나에게 절대적인 위안이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사

밖인지 모르는 모호한 순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

랑은 아직 매우 작다. 그래서 작은 사랑의 빛을 놓치지

이다. 삶 속에서 불현듯 마주하게 되는 그 모호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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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순간이다. (작가노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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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늘 강요당했던 우리의 삶을 치유하기에 가장 좋

않고 그 빛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작업한다.
(작가노트 中)

LEADER’S PICK

무엇이든지 올려 놓을 수 있는 테이블

과거에 대형 게임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그 회사에서는

주간업무회의를 ‘발코니 모임’이라고 불렀다. 아침에 발코니에서

주간업무회의 이대로 좋습니까?
리더를 위한 회의의 기술

쉽고 편하게, 하지만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자는 뜻이었다. 나는

이 명칭 자체가 회의의 정체성과 방향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한 주에도 몇 차례씩 발코니에 모여 커피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각자의 일상이나 세상 돌아가는 일, 트렌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일 이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간업무회의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도 상사, 동료들과 편하게 공유하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일을 부담 없이 털어놓는 시간이었다. 정형화된

형식의 회의는 아니었지만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은 적도
많았다.

이처럼 자유로운 발코니 모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경영지원실장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때문이었다. 본질과 목적은
어떤 일이 있어도 투명성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보고하기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종종 보고 시점을 놓치곤 한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말을 하지 않는 바람에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는 직원들이 마음 편히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의미 없이 지속되는 업무 루틴은 마치 배를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 무엇을 위해 배를 만드는지 기억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주간업무회의가 아닐까 한다. 물론
주간업무회의는 필요하다. 금주의 업무 진행과 실적에 대해,

차주의 계획과 이슈에 대해 팀장과 논의하고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주간업무회의가 큰 의미 없이 매주 월요일이면 응당 해야만

하는 업무 루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에게 그리고

팀원들에게 질문을 해보자. ‘주간업무회의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무엇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아지고 있는가?’

주간업무회의는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주간업무회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일이라는 것이 주 단위로 정확히 시작되고
맺어지는 시기는 지났다. 요즘처럼 비즈니스 환경이 복잡해지고
업무 단위가 잘게 쪼개져 협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주 단위
업무 보고가 성과와 효율을 높이는 데 유용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팀장이 생각해봐도 주간업무회의가 불필요한
루틴으로 여겨진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 보는 것이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회의 문화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대상자 중 54%가

필요하다. 회의는 팀장과 팀원이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이유로는 회의 진행 방식과 구성이 비효율적이라는 답변이 39.2%로 가장 많았다. 단순 업무 나열과 보고,

때문에 반드시 기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본질을 생각하고

일방적 지시, 업무 포장, 상급 회의에 보고할 것을 정리하는 시간, 팀장 훈화 등 구태의연한 주간업무회의 진행방식과 구성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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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태준열(어취브랩 대표, 조직리더십 개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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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일과 사람에 대해 막힘 없이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의 주간업무회의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도
상사, 동료들과 편하게 공유하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일을
부담 없이 털어놓는 시간이었다.

만날 수 있는 횟수를 늘려가며 어려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둘째, 업무 조망표를 만들자.

문화라고 불렀다. 어떤 일이든 테이블 아래 숨기지 말고 위에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모든 업무를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한눈에

나누도록 유도했다. 이것을 우리는 ‘온더테이블(On the table)’

평소에 팀의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매주 주간업무회의를

올려 놓자는 말이다. 그 결과, 누락되거나 늦게 알게 되는 일이

살필 수 있도록 업무 상황을 정리하고 업데이트해나갈 수 있다면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촘촘한 업무 그물망이 형성됐다. 정해진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평상시에

양식에 맞춰 주별 업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따로 하지

팀원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를 받으면

않아도 중요한 이슈들은 이미 발코니에서 논의를 마쳤기 때문에

굳이 주간업무회의에서 또 다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팀장이 업무 조망표를 만드는 것이다.

발코니 모임은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오히려 철저한 설계를

조망표에 각 팀원의 주요업무, 처리 결과, 논의사항 등을 기록하는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당시 발코니에서 상사와 편하게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됐고

단, 팀원들을 일일이 마이크로 매니징하라는 뜻은 아니다.

회사의 성장,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개인적 성장도

‘조망한다’는 것은 전체를 한눈에 멀리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룰 수 있었다. 이후 리더가 되어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도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이 밀려드는 일과 의사결정 사안을

이러한 발코니모임 형식을 활용했고 팀원들과 함께하는 조직
문화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정리하고 분류해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
조망표를 잘 만들려면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곧바로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일(Energy), 차후에 해도 될 일(Stock),

주간업무회의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

주간업무회의를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Stop),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Stream)로

셋째, 편하게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만들자.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다. 때로는 이 시간이

일과 의사결정을 4분면으로 나누고 판단한다면 팀원들의 일을

어떨까? 매주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던 주간업무회의라면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줘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래 제안들을
참고해서 조금은 색다른 주간업무회의를 시도해 보자.

업무는 평소에 조망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대신 팀원들과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함께 나눈 대화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처음에는

중요 上

첫째, 환경부터 조성하자.

팀 내에 숨겨진 문제들이 많으면 주간업무회의를 아무리 열심히

Energy

Stock

의사결정 에너지 上
바로 검토

의사결정 에너지 中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검토

반드시 해야 할 일

해도 소용없다. 우선 문제가 음지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 초기에 방역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숨어있는
확진자 때문이었다. 만약 검사범위를 축소하거나 개인에게

어색하고 그저 일상을 나누는 수준에 머물지도 모른다. 하지만
리더라면 진정성을 가지고 그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그렇게

+@ (하면 좋은 일)

되면 유대감이 조금씩 쌓일 것이고 일에 대한 다양하고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평소 팀원들과 정서적 교류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자! 이제
우리 대화라는 것을 좀 해봅시다!”라고 말하며 팀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했다면

음지로 숨어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수면 아래의 문제들은 언젠가 더 큰 문제가 되어 곪아 터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미래

Stop

Stream

팀장의 Cut

의사결정 에너지 下
하지만 잘 될 수 있는 변수도 있는 일
팀원(담당)의 판단에 맡김
가급적이면 다른 방향으로 유도

하지 말아야 할 일

일상적인 업무 관리도 다르지 않다. 일이 잘못됐을 때나

실수가 발생했을 때 팀장은 팀원을 질책하기보다 문제 해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책은 문제를 해결한 후

다른 방식으로 해도 늦지 않다. 일상에서 두려움 없이 숨기지 않고
모든 업무가 팀장에게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지
못하면 주간업무회의를 아무리 체계적으로 해도 의미가 없다.

중요 下

(출처: 태준열copyright, 인터비즈 재가공)

뭔가를 끄집어 내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팀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이야기할까? 이를 두고 “우리 팀원들은

뭘 물어보면 말들을 안해. 조직관리하기 어렵네”라고 말한다면
조직관리를 하기 전에 자신부터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위에 소개한 방법들이 특별히 어렵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다.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누구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배를 만드는 이유를 생각하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간업무회의를 꼭 해야만 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 팀원들로 하여금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 그 자체를 위해 회사에 나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배를 만들고 또 만든다. 그러나
정작 그 배를 왜 만드는지 물어보면 선뜻 답이 나오질 않는다.
주간업무회의는 팀장 앞에서 업무를 단순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어야 한다. 일의 의미를 찾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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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의 가치를 모색하며,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진정한 소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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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보조로봇 LEXO 사업화 협력 협약 체결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 참여

권병현 C4ISTAR사업부문장과 한컴인스페이스 최명진

참여한다. 백두체계 능력 보강 사업은 미사일 위협 등을

LIG넥스원은 지난 5월 2일 판교하우스에서 LIG넥스원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LEXO 기술
실시 계약 및 공동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LEXO는 LIG넥스원이 2010년부터 연구개발을 진행해온

웨어러블 로봇 브랜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LIG넥스원과
한컴인스페이스는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LEXO’의

사업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양사는 △LEXO 관련 특허 및 기술자료의 공유 △민간 및
공공분야 수주마케팅 및 사업확대 △생산·유지보수 역량
강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Q U

LIG넥스원이 우리 군의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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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사보를 읽어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감시정찰 자산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퀴즈 정답을 맞추고 기프티콘 받아 가세요.

주관으로 기존 도입 무기인 백두체계를 국내 기술로

#5월호 문제
#2월호
1. 위성
LIG넥스원이
본체에 실려서
UAE와위성에
체결한부여된
‘천궁-II’임무를
수출 금액은
수행하는
얼마일까요?
장비는 무엇일까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

개발하는 1차 사업을 완료했으며, 여기서 확보한 기술력을
토대로 업체 주관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LIG넥스원은 2026년까지 신형

LIG넥스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3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ADAS 2022’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경어뢰 ‘청상어’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궁’ △130mm 유도로켓
‘비룡’ 등 수상함용 유도·수중무기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 II’ 등 현지 방위산업 환경과 군 정책에 부합하는
수출 전략제품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 ‘TMMR’, 국지방공레이다, 통합 소나체계 등
감시정찰·통신장비에 대한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우주로이달의
향한 희망찬
가볼만한
발걸음
곳

고흥하얀
나로우주센터
겨울을 추억하다
우주과학관
대관령 눈꽃마을과 하늘목장은 각각
황병산(1,407m)과 선자령(1,157m)
자락 고원지대에 자리잡아 설경이

조원

아름다운 여행지다. 겨울을 대표하는 체험
거리도 있어 아이나 어른 모두 신나게

백두정찰기에 탑재될 임무장비, 데이터링크 등 핵심

2. LIG넥스원에서
LIG넥스원은 최대
매년
규모로
어버이날을
실시한맞아
채용을
진행하는
통해 몇행사의
명의 신입사원을
이름은 무엇일까요?
선발했을까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명

3. <치유의
스마트폰에
기술>
달린전시에서
카메라나스테인레스스틸,
노트북 웹캠으로자동차
눈동자도색을
움직임을
사용한                
추적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변경수
작가의
기술의
작품
이름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필리핀 국제방산전시회 ‘ADAS 2022’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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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기 좋다. 대관령 눈꽃마을은 봅슬레이
눈썰매를 타고, 마을 내 체험 공방에서
목공예와 숲 체험까지 곁들일 수 있다.
대관령 눈꽃마을에서 보내는 하룻밤은
전남 고흥 나로도는 우주로 떠나는 발걸음이
‘별멍’과 ‘불멍’을 하며 편안하게 즐기는
시작된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곳이다.
휴식 시간이다. 이웃한 하늘목장에서는
나로우주센터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트랙터마차를 타고 풍력발전기와
우주과학관에서 로켓과 인공위성을 이해하고
어우러진 선자령을 만나고, 소박하고
나로호 실물 크기 모형도 관람할 수 있다. 1층
평화로운 목장의 겨울 풍경을 눈에 담으며
상설전시관은 우주의 기본 상식과 로켓의 원리
산책해보자. 동물과 교감하는 승마, 건초
등을 설명한다. 발사체의 발사 전 과정을 게임
주기 체험이 아이들에게 인기다.
형태로 체험하는 ‘나로호발사통제센터’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좋다. 2층 상설전시관은
위치

우주를강원
깊이
탐구하는 공간이다. 인공위성에서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서녘길(대관령눈꽃마을)

장애인축구협회에 발전기금 1억 2,000만 원 전달
LIG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 참여
1월호방법
정답
1. 사보와
기술혁신,
웹진을
지속성장,
보면서사람중심  2.
정답을 찾아낸다.
테라코타  3. NFT
2. 근두운 웹진(http://geunduun.com) 또는 QR코드를 클릭해 접속한다.
3.
#지난호
이벤트당첨자
메뉴 버튼을 이용해 정답을 5월 18일 수요일까지 제출한다.
4.
치킨+콜라
기프티콘은
세트(3명)
6월 8일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6월호에 게재됩니다.
정*은(daeu~)님, 박*혁(kwan~)님, 정*인(suin~)님
#정답자 선물(추첨)
배스킨라빈스
치킨+콜라
기프티콘
파인트(3명)
아이스크림(5명)
김*연(soye~)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이*호(youn~)님,
기프티콘 (10명)
심*혁(dong~)님, 강*룡(kang~)님, 이*찬(wonc~)님

대한장애인축구협회에 ‘장애인축구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서울 강남구 LIG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대한장애인축구협회 관계자, 구본상 LIG 회장, 최용준 LIG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홍보대사 김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LIG는 김규진 대한장애인축구협회장에게
1억 2,000만 원의 장애인축구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대한장애인축구협회는 기금을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선수단 체력 강화 훈련을 비롯해 국내 장애인축구 관련

스타벅스 커피(5명)
서*원(sung~)님, 이*제(jeon~)님, 조*용(kyou~)님, 조*서(hyun~)님, 이*규(dong~)님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LIG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개최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 참여 방법
1. 사보와 웹진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낸다.
2. 근두운 웹진(http://geunduun.com) 또는 QR코드를 클릭해 접속한다.
3. 이벤트 메뉴 버튼을 이용해 정답을 2월 18일 금요일까지 제출한다.
4. 선물은 3월 11일 발송되고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3월호에 게재됩니다.
#정답자 선물(추첨)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 (3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보내온대관령면
영상이꽃밭양지길(하늘목장)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고,
화성 탐사 로봇도 직접 움직여볼 수 있다. 상설
문의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033)330-2742

전시 관람을 마치면 로켓전시관에서 나로호와
누리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야외에는
나로호와 과학 로켓 모형이 실물 크기로
전시된다.
위치
전남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
문의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 061)830-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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