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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 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Wally 'Famous' 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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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극저온
시험동 개소식 및
사봉공장
준공식가져..

 지난 7월 9일(목) 우주발사체 극저온 시험동 개소식 및 사봉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사봉공장은 지난해 11월 착공해 8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권순기 경상대 총장, 김남경 
경남과기대 총장, 공병규 진주세무서장, 박정준 경상남도 서부권
개발국장 등  단체장 및 항공 우주분야 업계 관계자, 회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봉공장은 부지면적 6,369㎡에 건축면적 4,593㎡ 규모로 우주
발사체 극저온 시험동, 사무동, 공장동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극저온 시험 장비, Sled Test 장비, AFP 장비, 고온 
진공 오븐, 열가소성 튜브 성형장비, 복합재 성형용 포밍 장비 등
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안현수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사봉공장에 설치된 시험시설
과 생산시설은 모두 국내 최초로 의미가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항공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위기를 기
회로 바꿔 나갈 계획이며, ANH가 한걸음 한걸음 성장해 진주와 
경남을 대표하는 앵커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
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9일(수) (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본사에서 한
국인정기구(KOLAS)의 현장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회사는 2019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역학분야 플라스틱 및 관
련제품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한 바 있
습니다.

 금번 KOLAS 현장평가는 KS Q ISO/IEC 17025:2017로 규
격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7월 29일(수) 부터 7월 30일(
목)까지 전환, 인정범위 확대, 인정사항 변경에 대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전환 : KS Q ISO 17025 규격 개정(2006→2017)
인정사항 변경 : 기존 규격중 ASTM D 5379 개정(2012→2017)
                        ＊기존 규격 : ASTM D638, ASTM D790, ASTM D5379

인정범위 확대 : 4종 규격 추가    
                       - ASTM D3039(인장 강도)
                       - ASTM D3518(전단 강도)
                       - ASTM D6641(압축 강도)
                       - ASTM D3410(압축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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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ANH ISSUE & NEWS

KOLAS
현장평가 실시

자세한 내용은 18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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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ANH ISSUE & NEWS

국내최초
유럽항공안전청
(EASA)
설계조직인증
획득(DOA)

ANH ISSUE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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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일(금)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중대형 민수용 항공기 기
체구조 및 기내 인테리어 분야 등에 대한 유럽 항공안전청의 설계조직 인
증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번 EASA DOA를 통해 우리 회사는 민수항공기 좌석을 통해 본격적인 제조에 
나서게 됩니다. 세계 항공기 인테리어 시장은 전 세계 주요 3~4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불모지와 다름없습니다.

 이번 유럽 인증(EASA DOA) 획득으로 전량 해외에 의존하였던 중대형 민수용 
항공기급 기체 구조물, 기내 인테리어 부품에 대한 국내 자체적인 수리·정비·인증
이 가능해졌습니다.

복합재 추진제 
탱크 핵심기술
개발과제 1st
TRR 회의 성료

ANH ISSUE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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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9일 당사에서는 경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문위원에서 '복
합재 추진제 탱크 실물형 시제품의 상온 수압 및 극저온 시험에 착수하기 전 사
전 점검회의(TRR)'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TRR(시험준비검토:Test Readiness Review)은 사봉공장 극저온시험시
설 개소식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복합재 추진제 탱크 시제품 1, 2호
기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TRR 진행 후 제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상온에서의 기밀 성능 사전 점검, 요구 파열압 하에서의 구조 강
도 평가, 상온/극저온 열충격 반복에 따른 기밀 성능 평가, 극저온 환경에서의 내
압 반복에 따른 기밀 성능 평가, 극저온 시험을 거친 시험체의 비행하중 부가에 
대한 구조 건전성 평가 등의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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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윙렛
복합재 수리공정기술 개발
과제 수행 점검회의

ANH ISSUE & NEWS ANH ISSUE & NEWS

ANH ISSUE & NEWS

 지난 7월 3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항공기 윙렛 수리공정기술 및 인증 체계 개발 과
제 현황 점검'을 위하여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수행 중인 과
제 진행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과 더불어 당사의 MRO 
사업 계획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지원 현황을 상호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AMTC 
및 사봉공장 투어를 통해 국내 최고 항공 우주엔지니
어링 기업의 포부와 사업 전략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사 방문을 통하여 R&D 과
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확인하였으며, (주)에이엔
에이치스트럭쳐의 유럽항공안전청(EASA) 설계조직
(DOA)인증획득 소식에 축하인사를 전하며 국내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ANH Struture의 정비 사업 진입을 기
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ANH ISSUE & NEWS

대한항공 정비본부
DOA 사업화 협의

 지난 7월 21일, 대한항공 정비본부에서 사업 협의를 
위하여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7월 3일 
ANH Structure가 획득한 DOA의 업무 가능 범위를 
파악하고 협업 가능 분야를 함께 모색하여 초석을 다
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금번 협의를 기점으로 
함께 사업 협의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을 기대하였습니다.

 당사는 아시아나항공과 DOA 획득 이전부터 유관 사
업 협의를 진행해온데 이어, DOA 획득 이후 대한항공
과 유관 사업 협의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운
항사와 진행되는 사업 협의가 앞으로 ANH Structure 
미래 먹거리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스티칭 장비 착수
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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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강소특구 1호 연구소기업인 에이엔에이치시스템
즈는 지난 7월 21일 강소연구특구 I-Fiber 스티칭 장비 
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에이에인에이치스트럭쳐 본사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차년도 장비 개발 일정 및 개선 사항 검토를 주로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1. 장비 기술검토 및 구조 설계 
개선 2. 스티칭 공법 적용 복합재 시험 시편 제작 3. 
자동화 모듈 및 S/W 개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핸드타입 건타입 변경

DPSM
성과점검회의
실시

 올해 8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재난치안용 멀티
콥터 무인기 특화임무장 비 기술개발 사업(DPSM)' 최
종 진도점검회의가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 되었
습니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진용 선임연
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준호 단장 등 과제에 참
여하는 총 8개 기관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
습니다.

 각 기관별 성과목표와 연구결과, 증빙서류, 임무장비 
공여시제 준비 현황 등에 대하여 발표와 협의가 진행
되었으며, 개발 완료된 특화임무장비의 양산과 '조달 
혁신시제품' 등록에 대하여 다각적인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재난치안용 멀티콥터 무인기 특화임무장비 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과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8월 중순에 경
찰, 소방, 해경 수요처와 개발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모
여 최종 운용성 평가를 실시 하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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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에피소드를 꼭 집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생
활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 혹은 기량을 이용해서 자료 작성 
및 업무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사나 팀원들에게서 좋은 평가가 가끔 귀
에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점이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한 지 벌써 6년 차를 넘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러 
간거 같습니다. 해당 시간을 큰 트러블 없이 지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지나간 시간에 비해서 
저나 회사를 위해서 이루어 낸 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능력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습관과 마인드 형성에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변덕스러운 성격 탓에 거의 일주일 단위로 취미가 바뀝니다. 만화, 영화, 드라마, 게임, 운동 등등의 
다양한 활동을 바꿔가면서 어느 게 제일 좋을지 알아보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거 같습니다. 
(다만 시간에 50%는 늘 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ANH인을 만나보아요!
ANH PEOPLE

권용현 과장

항공우주사업본부
설계3팀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사업 본부 설계 3팀 권용현 과장입니다.

현재 KFX 중앙 동체 정적 안전성을 위한 구조 해석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상세하게는 구조물 정적 해석 보고서 작성, 다양한 하중 조건
에서의 영향성 평가, 적절한 구조물 해석 Method 정립을 위한 TOS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하시는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입사 이후 가장 뿌듯했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Q. 2019년 장기근속사원으로 선정 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Q. 근무 이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몸이나 정신이 지치기 쉬운 저희 해석 업무를 진행하면서 늘 여유 있는 자세로 웃으면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임
전 부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팀원 분들 역시 서로 모난 거 없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참 팀복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은 영원하
지 않으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란 말이 있습니다. 일정 및 실적에 치우실 수밖에 없는 회사 생활에서 와닿
는 말인데 실패를 무작정 피하고 성공만을 바라다가 실패를 통한 배움 및 성장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임직원분들 모두 업무하시면서 잘 풀리지 않는 부정적인 일들을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면 
교사 삼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팀원 또는 임직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으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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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H인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기업문화
ANH PLUS

분리수거 배출방법 핵심 4가지

ECO 
Friendly 
With 
ANH

용기 안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물질은 닦거나
헹구어 배출

다른 재질(라벨 등)은
제거하여 배출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1. 페이스북 내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검색
2. 친구추가&좋아요 꾸욱 눌러주세요!

1. 링크드인을 가입해주세요!
2. 검색창에 ANH Structure 입력
3.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분리수거를 통해 ANH Structure가 보다 
나은 쾌적한 사무공간으로 만들어지

고 '내가먼저'라는 마음으로 분리수
거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종
류별로 모아 거둘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오늘부터 재활용 습관화 시작해
볼까요?

안내사항

ANH Structure 유튜브 채널 / Linkedin / Facebook 개설

!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유튜브 홈에서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채널의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놓치지않을거예요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정보를한눈에 #구독과 좋아요꾹꾹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채널 개설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구독자 284명

구독중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친구추가 해주세요!

0:00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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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사업본부 설계3팀

"소리 없이 강하다"

항공우주사업본부 설계3팀을 소개합니다!
WITH ANH

설계3팀이 여러분들의 꿈/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되길 바라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으로 마음 나누고자 합니다.

항공우주사업본 내 설계 3팀은 젊고 유능한 구조해석 엔지니어들이 꿈틀대는 공간입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전방/중앙/후방 동체 및 경남소방헬기의 구조해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네요.
중점 업무인 KF-X 구조해석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보다 동료들을 생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해 주신, 부족한 팀장을 믿고 따라 주신 모든 팀원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각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팀 소개 및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계 3팀만의 남다른 매력이 있다면 ?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기도- 정호승

그동안 내가 앉아 있었던 의자들은 모두 나무가 되기를
더 이상 봄이 오지 않아도 의자마다 싱싱한 뿌리가 돋아
땅 속 깊이깊이 실뿌리를 내리기를

실뿌리에 매달린 눈물들은 모두 작은 미소가 되어
복사꽃처럼 환하게 땅속을 밝히기를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 앉아 있었던 의자들은 모두
플라타너스 잎새처럼 고요히 바람에 흔들리기를

더 이상 새들이 날아오지 않아도 높게 높게 가지를 뻗어
별들이 쉬어가는 숲이 되기를
쉬어가는 별마다 새가 되기를

나는 왜 당신의 가난한 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당신의 의자에만 앉으려고 허둥지둥 달려왔는지
나는 왜 당신의 의자 한 번 고쳐주지 못하고
부서진 의자를 다시 부수고 말았는지

산다는 것은 결국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일이었을 뿐
작고 낡은 의자에 한 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

W
IT

H
 A

N
H

설계3팀

팀장 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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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사업본부 설계3팀을 만나다.

-
팀 원들은 나의 회사생활의
원 동력

김보은 대리

국 현 과장

김용승 대리

김덕룡 과장

-
행복하세요!

김세영 사원

-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정 대리

김재민 과장 나정기 차장

채종수 사원

-
다가오는 휴가 기간 다치지
말고, 즐겁게 보내세요~ 
빠염;)

-
몸 튼튼, 마음 튼튼, 
슬기로운 직장생활 
하세요!!!

김재정 사원

오동성 사원 이재훈 과장

임성언 부장

-
KFX 업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0년도 

절반을 훌쩍 넘어가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동안 다사다난
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계속 회사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

는 저희 팀원끼리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팀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저희 KFX 남은

일정 다들 건승 하시기 바랍니다.

-
좋은 팀장님 및 팀원분들을 만나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KFX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다들 
파이팅입니다~!!

-
회사와 함께한 지 어느덧 7년…

언제나 그랬듯 기업 발전과 직원들의 사
기 증진 및 복지 향상에 힘써 준 모든 분
들께 감사드리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항공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H 파이팅!

김정민 대리

행복하세요! KFX 업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절반을 훌쩍 넘어가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동안 다사다난
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계속 회사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

는 저희 팀원끼리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팀장님 및 팀원분들을 만나 즐겁게 

KFX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다들 

김재민

다가오는 휴가 기간 다치지
말고, 즐겁게 보내세요~ 

설계3팀항공우주사업본부

조영민 사원 임성욱 사원

신의도 과장

권용현 과장

-
무더운 여름 건강 조
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이병수 사원

윤영록 차장

-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행복
을 살 만한 충분한 돈도 없지만 
부디 기쁨 정도는 빈번히 누리

시길 바랍니다.
-항우사 팥팅-

-
무더운 여름 모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남은 2020년도 다들 

건강하게 보내시고 이루고자 
한 것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
무더운 올 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파이팅!

-
항상 배려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무더위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에 유의하시고, 
남은 2020년 하반기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파이팅!

-
첫 직장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_^
KFX 남은 일정도 힘내서 마무리 
잘 해봐요!! 파이팅!!

-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즐거운 생활합시다.

-
항공우주사업본부 설계 3팀 
분들 모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
겠습니다. 화이팅!

-
설계 3팀 미남미녀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 O^

-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
설계 3팀 포함, 항공우주사업본
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

17



주요 장비

AFP장비

AFP장비 특징 AFP 헤드 장비 특징
- 7축 자동 작동
- 작업범위 : 최대 7.5m 
- 8 x ½" 또는 ¼" 사이의 교환식 헤드 유형
- 2분 이내에 자동 교환 가능

- Tow 수 : 8개
- 표준 Tow 폭: ¼" / ½"(선택 사항)
- 최대 속도에서의 최소 Tow 길이: 132mm
- 추가/삭제 기능 : 최대 60m/분
- 적절한 압축을 보장하기 위해 폐렴구동작

대형오븐

- 최대 운용 온도 : 400̊C

- 최대 운용 진공 : 1bar

- 작업 공간: 3m(L) X 3m(W) X 7m(H)

- 온도 자동 제어 기능 (PID 제어)

- 20년 07월 입고 예정

Tape Winding 장비

- 제조사 : EMAI

- 예비가열시스템 : 최대 450̊C

- 히팅 장치 : 최대 600̊C

- 추가 가열 장치 탈부착 시스템

- 적층 각도 등 자동 제어 시스템
    (PID 제어)

복합재 성형용 포밍 장비

- 제조사 : Langzauner 

- 모델명 : LZT-OK-400-SO

- 프레스 압력 : 400ton

- 부가 장비 : 예비가열시스템,  히팅 장치

- 예비가열시스템 : 최대 400˚C

- 히팅 장치 : 최대 391̊C

AFP장비

AFP장비 특징
- 7축 자동 작동
- 작업범위 : 최대 7.5m 
- 
- 2분 이내에 자동 교환 가능

ANH Structure
우주발사체극저온시험동 및 사봉공장

사봉공장

 공장동

경량화가 용이한 탄소섬유 복합소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로 주요 장비는 AFP장비, 대형오븐, 열가소성와인딩 장비가 있습니다.

건축 면적  4,593㎡
대지 위치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806-1번지
부지 면적  6,369㎡

우주발사체 극저온 시험동과
사봉공장에 대한 모든 것

 사봉공장은 단순하게 부품을 생
산하는 하나의 공장이 아닙니다. 

도입되는 모든 설비는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장비들이며, 생
산되는 모든 제품 역시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되는 제품이 될 것입
니다. 

- 안현수 대표이사

사봉공장 준공식 행사 환영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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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사의
장소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기술이 발사체 기술이며, 발사체의 중요 부품 중 하
나가 연료탱크 및 산화제 탱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연료탱크는  영하 200℃ 이하
의 극저온 액체를 연료로 하는데, 사봉에 위치한 우
주발사체 극저온 시험동은 폭 약 3m, 길이 약 4m 사
이즈의 추진제 탱크 극저온 시험을 Full Scale로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시험설비입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지난 2018년부터 발사체 경량화를 
위해, 탄소섬유 복합소재 추진제 탱크를 개발해 왔으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3일 EASA로부터 설계조직인
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항공기 인테리어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불
모지인 상태입니다. 전 세계 주요 3~4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극저온 시험동과
사봉공장에 대한 모든 것

알루미늄

복합재

 우주발사체 극저온 시험동

영하 200℃ 이하의 극저온 액체를 연료로 하는 우주발사체 
연료탱크를 시험하는 시설입니다.

극저온 시험 설비

Sled Test 장비

 액화질소 고압저장 탱크
    - 용량 : 25 Ton

  기화기 2기
  가스혼합기
  소음기
  전열식 기화기 2기
  헬륨 집합대 (8본)
  기타

- 공압 운영 체제
- 최대 힘 : 500kN+
- 최대 Stroke : 1,200mm+
- 최대 속도 : 80Km/h+-

며, 만 2년 만에 시제기까지 완성되어 앞으로 1년간 
시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최대 가속 : 100G+
- 최대 중량 : 2,000kg+
- 최대 Jerk : 10G/ms+ 

사봉공장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민항기 시트를 시험할 수 있는
Sled Test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시설입니다.

 사무동

 금번 설계조직인증을 통해 항공기의 구조물과 객실 
인테리어의 형식설계 변경을 자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DOA를 기반으로 TSO(기술표준규칙 : 
Technical Standard Orders Authorization _미연
방항공국: FAA), STC(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_ 미연방항공국: FAA) 인증을 
2025년까지 획득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
습니다. 

주요 장비

주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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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사의 큰 발걸음

국내최초 
DOA인증 획득

Q. DOA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DOA(Design Organisation Approval, 설계조직 인
증)은 유럽항공안전청(EASA ,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에서 인증 신청 조직의 설계 능력 보
유 여부 심사 및 신청 범위에 해당하는 독자적 인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3년 전부터 DOA 인증을 위해 준
비 해왔으며, 지난 2020년 7월 3일 인증을 획득하
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량 해외에 의존하던 소형/대형 고정
익, 회전익 항공기의 구조물과 객실 인테리어에 대
한 형식설계변경(Changes to Type Certificate)·수
리(Repair)가 가능한 국제 자격을 국내 최초로 획득
한 것입니다. 

Q. DOA 인증 T/F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DOA 인증을 위한 총괄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기
술문서의 승인, 절차 유지 보수 및 프로젝트 계획 승
인 및 내부감사 내부감사 보고서 승인 등입니다. 

Q. DOA 인증 획득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28일 ~ 1월 31일 본사에서 진행한 EASA 
현장 심사 때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네요. DOA 관리 
능력 및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 및 수리에 대한 감사, 
샘플 프로젝트 기술문서 검수 등을 진행하였는데요. 
DOA 심사원은 심사를 진행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태
도로 임해 주셨습니다. 

Q. DOA T/F팀원 또는 임직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DOA 인증 획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준 DOA T/F 
Team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
니다. 인증 획득 이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계속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DOA인증 T/F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DOA T/F팀에서 HISM(Head of Independent 
System Monitoring)으로써, DOA T/F 조직이 ANH 
DOH(Design Organisation Handbook)에 명시된 
업무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와 ANH DOH가 EASA 
Regulation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 및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H DO와 ANH DOH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 
업무는 2년을 주기로 갱신하게 되어있으며, EASA와 
ANH DO간의 상호 합의된 내부 심사 일정에 따라서 
감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DOA 인증 획득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내부 심사라는 업
무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EASA 현장 평가 전에 완료되어야만 했던 첫 내부 심
사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행히 HOA를 담당하고 있는 필의 도움
으로 첫 내부 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내부 심사보다 더 힘들었던 점은 
T/F 구성원들이 DOA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를 곁에
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T/F 구성원들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많이 부
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증 획득 업무가 추
가된 상황이라 구성원들 모두가 많이 힘들었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많은 노력 끝에 심사 일정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지만, T/F 구성원들 모두가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심사 준비 기간 동안에 업무에 지
쳐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심사 자료 준비와 서류 작
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혼자서 도맡아 
처리해 준 품질팀 문설주 사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국내최초 유럽항공안전청(EASA)
설계조직인증(DOA) 획득

 지난 7월 3일 우리 회사는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량 해외에 의존하던 중대형 민수용 항공기급 기
체 구조물, 기내 인테리어 부품의 설계변경 및 정비가 우리 회
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DOA인증획득은 대한민국 최초이며, 아시아에서
는 10개국 중 19개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입니다. 

 이번 인증을 획득하는데 큰 역할을 한 DOA T/F 팀을 인터뷰
로 만나봅니다.

■ DOA란? (Design Organisation Approval)
    유럽항공안전청(EASA)가 
    • 인증 신청 조직의 설계 능력 보유 여부 심사 
    • 신청 범위에 해당하는 독자적 인증
     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DOA T/F 팀 ▲ 07.03
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혼자서 도맡아 

07.03
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혼자서 도맡아 
처리해 준 품질팀 문설주 사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07.03처리해 준 품질팀 문설주 사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07.03

기술연구소장 김주식 상무 관리본부 경영기획실장 박일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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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OA인증 T/F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PDE(Principal Design Engineer)로서 Audit에 
필요한 Sample Project 관련 자료를 생성하고, 각 
DE(Design Engineer)를 대상으로 Minor Design 
Change 및 Repair 절차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었습
니다. 

Q. DOA 인증 획득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DOA Audit에 필요한 Sample Project 관련 자료를 

Q. DOA인증 T/F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DOA 인증 획득 프로젝트는 2017년에 시작
되었습니다. 

 당시 ANH에서 A350 윙립(Wing Rib) 프로젝트에
서 응력 엔지니어(Stress Engineer)로써 일몰 프로
젝트에 속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보
인 저에게  안현수 대표이사는 ANH의 인증 계획인 
DOA를 획득 프로젝트에 투입하길 희망하였고 저는 
2017년부터 DOA 인증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2017년 A350 윙립(Wing Rib) 프로젝트 종료 이후 
저는 DOA 인증 획득 프로젝트를 위하여 사전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Design Organisation ApprovalDesign Organisation Approval

DOA
DOA Audit에 필요한 Sample Project 관련 자료를 

DOA
DOA Audit에 필요한 Sample Project 관련 자료를 

Q. DOA 인증 획득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EASA에서의 중요한 미팅 후, 저는 Olivier Tribout
부터 EASA와 한국 정부 사이에 '작업 협정(Working 
Arrangement)'이 없었기 때문에 DOA를 받을 수 없
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담한 타격이었
습니다.

 그 모든 준비와 초기 의기양양함.. 우리가 할 수 있
는 건 기다린 것뿐이었고, DOA 절차 복귀 협상을 위
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2월 8일 우리가 기다리던 희소식
이 있었습니다. EASA와 한국 정부 간의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DOA 신청이 다시 시작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다음 6개월은 힘든 일이었다. 김주식 상무(Head 
of Design Organisation), 박일주 이사(Head of 

Independent System Monitoring), 최수영 부장
(Principal Design Engineer), 김성준 차장(Design 
Engineer), 홍승철 대리(Design Engineer), 문설주 
사원(Administrator) 등 임직원들이 지칠 줄 모르고 
근무했습니다.

 EASA로부터 많은 의견과 제안이 있었고, 우리는 거
의 모든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
고, 몇 가지 새로운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했습
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는 규정 준수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2019년 1월 본사에서 EASA 심사는 매우 흥미로운 일
이었습니다. DOA 심사원 Emmanuelle Pierrugues
와 Olivier Tribout는 우리 팀과 시스템과 문서에 깊
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완료하기 전 다음 달에는 문서
를 마무리하고 EASA 내부 프로세스를 기다리는 데 
소요되었습니다. 마침내 2020년 7월에 우리는 DOA 
인증을 획득했고,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Q. DOA T/F팀원 또는 임직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DOA팀에게 고맙습니다. DOA팀의 노력과 근면함
이 없었다면 DOA획득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DOA
인증 획득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DOA
팀에게 주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ANH의 DOA팀은 한국에서 EASA와 일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팀입니
다. 이제 막 시작한 일이니 계속 좋은 일만 하고, 우
리 여행의 다음 단계를 함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DOA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이해하고 이행할 ANH 
본사 팀과 설계 시스템, 문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전조사가 끝난 후 최수영 부장과 그의 팀원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DAS, Design Assurance System)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많은 샘플 프로젝트를 수
행하였습니다.

 사전 조사 및 업무 시스템 구축 준비를 통해 DOA 인
증 신청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DOA 인증 획득 신청서를 2018년 3월 1일 제출하였
고, EASA로부터 2018년 3월 31일 신청 승인과 고유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후 인증 획득 착수회의를 위해 저와 이충연 차
장은 EASA DOA 담당자(심사원)인 Olivier Tribout
과의 첫 회의를 EASA 본사(독일,  쾰른)에서 가졌
습니다.
 착수회의에서, EASA 담당자인 Olivier Tribout는 
ANH Structure가 준비해온 문서의 수준에 깊은 감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EASA 현장 심사까지 고지가 얼마 남지 않
아 보였지만, 인증 획득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관리본부 영국사무소 Philip.curzon 차장

ADC 개발1팀 최수영 부장

국내최초 유럽항공안전청(EASA)
설계조직인증(DOA) 획득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인증 획득 과정에서 필과 함께 
제일 큰 공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DOA T/F팀원 또는 임직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년 반이라는 어려운 준비 기간을 거쳐 대한민국 최
초로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대
한민국은 아시아에서 11번째로 EASA DOA를 보유
한 국가가 되었고, EASA DOA 보유 리스트에 ㈜에
이엔에이치스트럭쳐라는 회사 이름과 대한민국을 등
록시켰습니다.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는 국내 최고의 항공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COVID-19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같이 힘을 합쳐 이겨내 주시기를 부탁드
리며,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준비함에 있어 담당 Design Engineer가 지속적으
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 준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당 인원의 교육 상태를 관리하기가 다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Q. DOA T/F팀원 또는 임직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사옥으로 옮기기 이전 2018년부터 DOA 획
득 준비를 진행해 왔었는데, 그동안의 시간만큼 과
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간혹 들기
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가 되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DOA 획득
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T/F 팀원 분들께 깊
이 감사드리며 이 영광을 전 임직원분들과 함께 나
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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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애하는 ANH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난 7월 3일에는 국내 최초로‘유럽항공안전청(EASA)
설계조직인증(DOA)’을 획득하였고,

이어 7월 9일에는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을 모시고‘우주발사체
극저온시험동 개소식 및 사봉공장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회사는 지난 2018년부터 발사체 경량화를 위해 탄소섬유 복합소재
추진제 탱크를 개발해 왔으며, 만 2년 만에 시제기까지 완성하였고,
금번 개소한 우주발사체 극저온 시험시설을 통해
‘21년까지 시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봉공장은‘EASA 설계조직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항공기 구조물과 객실 인테리어에 대한“형식설계변경”과“수리”를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민수 항공기 좌석 개발 및 시험 등
국내 최초로 항공기 인테리어 시장을개척하는 공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내 인테리어 산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향후 기내 인테리어 부품생산을 위한 생산조직인증(POA)을 포함한
TSO, STC 등 다양한 국내·외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Cabin Interior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 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세계적인 항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갑시다.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는 발자취가 새로운 역사가 되길 바라며,
우리 회사가 진주시, 경남도를 대표하는 ‘앵커기업’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항공 우주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위와 장마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여러분과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DOA

Q. DOA인증 T/F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DO(Design Organisation)의 DE(Design Engineer)
로서 PDE(Principal Design Engineer)의 지침 및 
DOH(Design Organisation Handbook)의 절차에 
따라 수리 관련 샘플 프로젝트 준비를 수행하였습니다.

Q. DOA T/F팀원 또는 임직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좋은 경험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DOA 인
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를 책
임감을 갖고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Q. DOA인증 T/F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DOA T/F 팀의 Design Engineer로서 
Handbook 및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해당 내용
을 토대로 설계 및 해석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Q. DOA 인증 획득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인증이다 보니 Audit에 대한 준비와 대
비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Phil 
차장님을 필두로 DOA T/F팀 구성원의 어느 누구 하
나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기에 지금과 같이 좋은 

Q. DOA인증 T/F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T/F에서 DI(Document Intergrater)로서 심사 수검
에 필요한 관련 기술 문서 점검 및 최신본 유지, 심사 
수검 지원을 담당하였습니다. 

Q. DOA 인증 획득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심사 수검 일정이 1회 변경된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초 2019년 9월에 심사 수검이 예정되었었지만, 유
럽항공안전청의 사정으로 일정이 2020년 1월로 변
경되었습니다. 일정 변경 당시에는 허탈한 느낌을 받
았습니다. 하지만 심사 수검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보
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였고 다시금 DOA T/F팀
원들과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1월 심사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Q. DOA T/F팀원 또는 임직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외 인증 수검이었기에 여러 번 사전 점검을 했음
에도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첫 수검 결과가 좋았습니다. 

 임직원 분들의 우수한 설계/해석 역량이 이미 준비
되어있었고, 심사 준비부터 후속조치까지 T/F 팀원 
모두가 열심히 대응해주셔서 이뤄낸 값긴 결과라 생
각합니다. 

또한 심사 수검의 경험이 부족한 저를 강동일 팀장님
이 지도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Design Organisation ApprovalDesign Organisation Approval

ADC 개발1팀 홍승철 대리

기술연구소 연구1팀 김성준 차장

관리본부 품질경영팀 문설주 사원

국내최초 유럽항공안전청(EASA)
설계조직인증(DOA) 획득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DOA T/F팀원 또는 임직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DOA T/F 팀원으로서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 분들 모두 잘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대단
히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T/F 팀은 아니었지만, 그간 DOA 인증을 위
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많은 임직원 분들께도 감
사의 말씀 전합니다.

(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안현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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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백운산 4대 계곡 '옥룡계곡'
ANH RETREAT

광양 백운산 옥룡계곡

광양시 맛집 필수코스
"닭 숯불구이"

 옥룡계곡은 광양 백운산 4대 계곡 중 하나로, 쾌적
한 환경을 벗 삼아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양지
입니다. 

 광양 백운산에는 다압면 금천리로 흐르는 금천계
곡과 진상면 수어 저수지로 흐르는 어치계곡, 도솔
봉 남쪽 봉강면으로 흐르는 성불계곡, 옥룡면의 젖
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양읍 동천을 거쳐 광양만
으로 흘러드는 옥룡(동곡) 계곡 등의 4대 계곡을 품
고 있습니다. 

 그중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에 위치한 옥룡계곡(동곡
계곡)은 백운산 계곡 중 가장 크고 길며 교통이 편리
하고 폭이 넓어 가족 단위 피서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10km 길이에 이르는 옥룡계곡에는 학사대, 용소, 선
유대, 병암폭포 등의 비경이 있으며, 특히 학사대는 
호남 3걸로 일컫는 조선 중종 때의 유학자 신재 최
산두가 소년 시절 10년 동안 학문을 닦았던 곳이기
도 합니다.

주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71
가격  50,000원/마리
☎ 061-762-3876
11:00~22:00(첫째·셋째 화요일 휴무)

광양의 향토 숯불 요리로 현지에서 가장 대중적인 요
리 “닭 숯불구이“고기를 끊임없이 뒤집어서 익히면 
끝! 맛 보장합니다.  

금천계곡

어치계곡

성불계곡

옥룡골닭숯불구이
추천

광양 백운산
'옥룡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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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OMS 베타버전
테스트 계획

소통 간담회 진행

우리회사의 8월달 계획은요!
NEXT PLAN

NEXT PLAN

NEXT PLAN

NEXT PLAN

NEXT PLAN

EVENT

Q
EVENT

Q
EVENT

* 정답 5가지를 모두 보내주셔야 됩니다.

* 오탈자의 경우 정답에서 제외합니다.

* 웹진을 읽은 후 문제를 푸시면 더욱 쉬워요! 

* 제비뽑기로 3명을 추첨 후 개인문자로 선물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이벤트기간
2020. 8월 3일 ~ 7월 13일 9일간

이벤트추첨일
2020. 8월 14일

응모방법
메일전송(yh.jang@anhstructure.com)

8월 호 정답자 상품
치킨쿠폰

7월 호 정답

Q1.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806-1 

Q2. 10분

Q3. 서각체험

Q4. 자전거

Q5. 글로벌

7월 호 당첨자

8월 호 퀴즈

Q1. EASA DOA 인증 획득을 받은 날짜는?

Q2. 사봉공장에서 복합재추진제탱크시험을 하는 곳은?

Q3. 광양시 필수 코스인 맛집은?

Q4. 항공우주사업본부 임전 팀장이 좋아하는 시 제목은?

Q5. 곰이 물구나무서기 하면?

김태현 사원 정은지 대리공혜빈 사원

'3등이라도 당첨되자!'라는 마음으로
응모했는데 1등이 되서 엄청 기쁘고 놀랬어
요! 자전거 감사합니다 !! 

여행후기 남기고 신세계상품권 받자!

전국어디든 여행을 다녀오시고
추천하는 곳, 간단한 설명글, 사진 등

여행후기를 보내주시면

추첨 후 신세계상품권을 드립니다!
임직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는곳
장영희사원 사내메일(yh.jang@anhstructure.com)

EVENT

nonsense

Quiz 맞추고 선물 받아가요!
QUIZ EVENT

31 2

1등
축하드립니다!

ANH

일정  준비 완료 및 배포 : 7월 31일(금)
         설명회 : 8월 10일(월) 13:00 ~ 17:00 
         정식 V1.0 출시 : 10월 중

RACOMS (복합재료 해석 프로그램) Beta 버전 
자체 검토를 통한, 버그 및 개선 필요사항 도
출을 위한 RACOMS 베타버전 테스트. 

일정 8월 중순 이후

2019년 런치톡톡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진행
된 데 따라 2020년에도 전 임직원 간의 “마음이 
말하는 행복”을 위해 관리본부장 주관으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20년 상반기 
경영현황 및 회사의 비전과 전략가치를 공유
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자유롭게 건의 함으
로써 일할 맛 나는 회사 만들기 위해 마련된 
‘열린 소통의 장’입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8월 중순 이후 유연하게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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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5-793-0100  Fax 055-793-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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