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맵 (Roadmaps)
 

정의

로드맵은 연구와 트렌드, 목표, 실행계획을 조합한 미래예측 기법임. 로드맵을 통해 핵심 

요소들의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흐름이 다른 흐름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귀결되는 잠재적인 적용점들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음. 또

한 이러한 환경에 대한 대응을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비추어 세부적인 핵심목표는 무엇인

지 조망함. 

특히, 로드맵은 장기적인 발전경로를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 발전의 다양한 조합으로 새

로운 적용점이 발생하는 과학기술을 검토할 때 유용함. 그러나, 이 외에도 로드맵은 제

품개발이나 능력 소요 판단, 미래의 변화단계에 대한 지표화 작업과 같이 다양한 주제영

역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음.

 

목적

- 미래 발전의 지표화

- 미래 대응의 개요 서술

- 목표와 함께 실행계획 

 

기술개요

 

요구되는 전문지식 수준

 

예상 소요 기간



변화를 만들어 내는 조합

 

비교적 최근의 연구성과인 DNA 염기서열구조의 발견 (1953)이나 

퀀텀 이론(1925), 트랜지스터(1948) 등은 분자학 및 양자학의 발전

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임. 변화를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조

합의 사례로는 음악산업의 구조를 다운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음원

생산 및 소비구조로 변화시킨 세 가지 주요기술을 들 수   있음. 

이들 기술은 1:1 통신과 대용량 PC 저장장치, 광대역 통신망임.   

두 가지 사례 모두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낸 것은 영역간의 조

합이었음.

 

관련 기법

비전, STEEP, 요약검토

 

추진단계

1.  프로젝트를 자세히 검토

2.  관련연구의 수집

3.  시간표의 설정

4.  타당성 검토

5.  실행계획의 수립

 

예시

<프로젝트를 자세히 검토>

이 과정은 조사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함. 또한 구체적인 조사활동 영역과 계획

의 범위, 요구되는 참여자, 구체적인 요구 수준 등이 포함됨. 이와 같이 로드맵 검토에서

는 ‘왜’라는 질문을 주로 하게 됨.

 

<관련연구의 수집>

앞서의 검토단계에서 정의된 특정한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수집이 필요

함. 이와 같은 연구의 수집은 연구실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혹은 대학강의 공

간, 워크숍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이때의 연구에는 두 가지 이상의 개별적인 영

역들이 새로운 연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상호결합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해당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요소들을 밝혀내야 함. 관련

된 모든 주제영역에 대해 현재의 지식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R&D 방향 등이 고려되어야 

함.

 

<시간표의 설정>



시간표는 로드맵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임. 이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이나 발견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음. 이상적으로는 발견이나 기술이 발생-성숙-쇠퇴의 삶의 주기로 나타나

는 것이 좋음. 가령,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삶의 주기가 각기 다른 연령그룹에 동

시다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시간표에는 주요 행위자와 필요 자원 및 가용성이 고려되어야 함. 시간표 작성은 

워크숍 환경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과정을 통해 시간표와 시간표 상의 로드맵 간 관계가 전문가 견해 및 초기단

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됨. 로드맵의 수정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짐. 

 

<실행계획의 수립>

실행계획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목표를 의미함. 이와 함께,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정의함.

 

유용한 정보

<사전단계>

로드맵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과를 어떻게 나타낼 것

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과정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실행단계>

이 기법을 통해 특정한 결과물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동시에 로드맵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핵심요소들은 참여자들이 미래의 변화역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은 로드맵 작성과정에서 중요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사후단계>

실행계획은 단순명료하고도 양방향적이어야 함. 계획에 따라 실천이 이루어지는지를 검

토하는 단계를 가짐.



 

사례연구

 

미래예측 –전자기 스팩트럼 활용에 관한 프로젝트

 

전자기 스팩트럼 활용에 관한 미래예측 프로젝트에서는 로드맵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분

야에 있어 영국의 혁신증진을 위해 비전 및 실행계획을 도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