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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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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연구개발의 통합(strategy-R&D integration)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전략기술로드맵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전략기술로드맵(STRM)은 
조직내에서 연구개발의 미래연구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략과 연구개발의 정합(align)을 추구하는 
강력한 기술혁신의 인프라(infrastructure for 
innovation)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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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략기술로드맵은 설정된 조직의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조직의 각 부문별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기술들 중 미래의 중장기적 시장상황 및 
조직역량에 비추어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핵심기술(strategic core technology)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요소기술, 세부요소기술들을 미래 시간축에 
따라 전개함으로써 기술개발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연구개발조직은 
전략기술로드맵 추진을 통하여 향후 혁신적 
연구개발 프로젝트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현재의 조직상황에서 
전략기술로드맵은 조직의 미래비전에 근거한 
미래기술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혁신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CT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조직에서 
기술혁신의 인프라로서 전략기술로드맵(STRM)의 
추진에 있어 주요한 성공요인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략기술로드맵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실제 
기술개발조직에서 추진되어지는 프로세스와 실제 
추진 성공요인을 조직역량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전략기술로드맵 추진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명제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연구개발조직에서는 전략기술로드맵 
성공을 위한 상위경영층의 지원, 핵심기술도출 및 
로드맵 추진의 적절성 및 기술정보활용을 위한 
조직내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을 고찰할 수 있었다. 
전략기술로드맵(STRM) 추진시 성공을 위한 제반 
조직적 요인을 고찰한 본 연구는 향후 기술역량의 
지속적 탐색과 활용 및 기술혁신의 인프라로서 
기술로드맵을 추진하려는 연구개발 조직에게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많은 조직에서 전략기술로드맵은 
연구개발부문의 강력한 기술혁신의 도구로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략기술로드맵의 정확한 
본질에 입각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로드맵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술로드맵의 추진이 단순히 엔지니어들의 
기술전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전략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전략기술로드맵의 추진체계 설정만이 향후 연구개발 
프로젝트추진시 전략기술로드맵 활용을 통하여 
로드맵의 혁신의 속성이 조직내로 내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기술로드맵의 체계적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ICT 전략기술로드맵, 기술혁신, 기술정보활용, 
기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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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략기술로드맵의 이론연구에 
기반하여 개념과 본질을 밝히고, 실제 
기술개발조직에서 추진되어지는 전략기술로드맵 
추진 프로세스와 성공요인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전략기술로드맵 추진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조직내에서 체계적 
전략기술로드맵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략기술로드맵과 연구개발혁신 
 
 
2.1. 기술로드맵의 개요 
 
현재 초경쟁 기업경영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은 
전략과 연구개발의 통합(strategy-R&D integration)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전략기술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로드맵은 연구개발의 미래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업전략과 연구개발 프로젝트 활동의 
정합을 추구하는 강력한 기술혁신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Martin Rinne, 2004; Richy, James M., Grinnell, 
Mary 2004; Robert Phaal, Clare Farrukh and David Probert 
2001, 2004).  
 

  
      <그림 1> 기술로드맵 단순모형(2006), 

 Technology Roadmapping, University of Manchester 
 
  연구개발조직에서 전략기술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때는 전략과 연구개발의 실행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미래 기술개발의 방향성이 
부족한 경우 및 조직내 전략 핵심기술(core 
technology)의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존재할 때 
전략기술로드맵을 추진하여 전략과 연구개발의 
통합을 추구하게 된다.  
 
2.2.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한 R&D시스템의 진화 
 
연구개발 시스템의 진화과정은 크게 제1세대부터 
제4세대까지 구분해서 설명될 수 있다. 1세대는 
연구실관리정도의 수준이며, 2세대는 프로젝트관리, 
3세대부터 전략과 연구개발이 통합을 이루며, 
4세대부터 사회의 니즈를 통합하여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혁신이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William L. Miller 1999; Phillip A. Roussel, Kamal N. 
Saad, Tamara J Erickson 1991). 제3세대 
연구개발에서부터 기술로드맵을 통하여 목표지향적 
연구관리를 통해 전략과 연구개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현재 한국의 연구개발수준은 
2.6세대 1 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리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시스템은 전략-연구개발 
포토폴리오조정- 연구개발활동의 전략적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전략과 연구개발의 
통합이후에 비로서 제4세대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화 및 
최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략기술로드맵 앞서 고찰하였듯이 자체가 
R&D조직에서 연구개발의 최적화 및 통합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략기술로드맵은 이를 통해 
연구개발 부문의 의사소통 및 합의의 과정을 거쳐 
조직 의사결정의 통일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림 2> 연구개발 시스템의 진화(KISTEP, 2005) 
 
즉, 연구개발조직은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하여 

제4세대 연구개발조직으로 진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기술혁신의 인프라로서 전략기술로드맵 
 
전략기술로드맵은 시장, 제품, 기술 및 외부환경 
간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며, 기술동향에 대한 
기술환경 인텔리젼스활동 및 설정된 시간축상에서의 
시의 적절한 기술개발을 위한 대처능력을 조직에게 
제공하여 준다(Robert Phaal et al, 2004). 기술로드맵의 
에이젠트 모델(agent model)에 따르면 기술로드맵의 
시간축상의 각 기술노드(technology nodes)의 
연결(links)은 자생적으로 혁신을 일으키며 
기술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역동성을 내재하고 있다. 

                                                           
1 기술경영 수준평가 및 발전방안(2006)에 따르면 국내 
연구조직들의 연구개발시스템 수준은 2.6세대로 나타났다. 
소수의 상위20대 기업들만이 전략과 연구개발이 통합을 
이루는 3세대 연구개발시스템에 근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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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드맵은 기술혁신의 경로탐색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로드맵 기술가상혁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술로드맵은 살아있고 자생적인(self-organizing)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내에서 기술이 
방대해질수록 기술로드맵 자체가 생동력있게 된다.  
즉, 기술로드맵은 자생적으로 자체 기술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혁신의 역동성(innovation dynamics)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Martin Rinne, 2004; Robert R, 
Shaller 2004). 이렇게 강력한 혁신의 속성을 지닌 
기술로드맵이 조직에서 추진되어 지고, 활용되어 질 
때 기술전략과 연구개발은 통합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며, 기술로드맵은 조직내에서 기술혁신의 
촉발자로서의 전략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전략기술로드맵을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로드맵의 기술노드 전개는 단순한 
기술전개가 아닌 강력한 실행력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략기술로드맵은 자체가 기술혁신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 
for innovation)가 될 수 있다(Martin Rinne, 2004). 
그러므로 연구개발부문은 전략기술로드맵의 추진을 
통하여 전략과 연구개발활동이 정합(align)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서 기술로드맵의 
가상혁신(virtual innovation)은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Martin Rinne, 2004). 

 
 

4. ICT 전략기술로드맵(STRM) 추진과정 
 
현재 전략기술로드맵 추진은 크게 핵심기술(core 

technology) 도출과 기술트리로 기술을 세분화한 후 
기술을 전개하는 기술전개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CT 중심 연구조직에서 
전략기술로드맵 추진과정을 고찰한다.  
 

  

<그림 3> ICT전략기술로드맵 추진과정 
 

1단계 조직의 환경, 현황, 역량 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핵심기술 도출과정 및 도출된 
핵심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작업 

2단계 각 핵심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트리 

작성 및 이러한 요소(세부)기술들을 

미래기술 비전에 근거 중·장기 시간 전개 

ICT중심 조직에서 전략기술로드맵을 추진하는 

과정은 여러단계에 걸친 대규모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의 추진시는 상위경영층의 지원과 더불어 
핵심기술분과별로 워크샵을 통한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미래기술전개에 대한 
조직차원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Robert Phaal, 
Clare Farrukh and David Probert 2001, 2004). 이를 통해 
연구개발부문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기술들을 
체계화하고 미래기술방향성을 탐색(exploration)할 수 
있는 기술프레임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략기술로드맵 추진시는 몇몇 TFT참여자만으로 
진행되어서는 전략핵심기술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며, 조직내 핵심기술과 기술진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도출 및 
전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이 확보되어야 한다.  

 
4.1. 전략기술로드맵핑 1단계 : 전략핵심기술도출  
 

1단계 핵심기술도출 과정에서는 ICT 기술 
비전설정에따른 핵심기술을 도출하게 된다. 조직의 
미래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고려된 중요한 ICT 
핵심기술들을 도출하고 산업, 조직적 상황 및 
조직역량등을 고려하여 ICT 핵심기술들간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전략핵심기술들이 다시 
선정된다.  
 
 

 

<그림 4> 전략핵심기술도출 (KISTEP, 2005)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논의된바처럼 조직내 전략핵심기술도출에 대한 
합의(consensus)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조직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은 무엇이며, 조직의 
역량차원에서 이러한 핵심기술들을 모두 지녀야 
하는지 조직내 상위경영층을 포함한 전 
조직구성원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의 모든 부문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 
핵심기술 도출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2. 전략기술로드맵핑 2단계: 세부기술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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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인 세부기술전개단계에서는 도출된 전략 
핵심기술에 근거하여 ICT미래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제품구현을 위한 성능목표(performance target)을 
제시한다. 또한 중장기 시간축(time frame)에 따라 
시장, 제품, 기술 영역상에 세부 요소기술의 
기술노드(technology nodes)를 배치하고 각 
기술노드간 기술전개 및 기술혁신의 방향을 링크로 
연결하여 제시한다. 이후 구체적인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계획과 연계성을 추구하게 된다(Robert 
Phaal, Clare Farrukh and David Probert 2001, 2004). 즉, 
이 단계에서는 기술로드맵의 중장기 시간축에 따라 
기술노드를 전개하고 이에 따라 기술혁신의 흐름 및 
기술개발 이정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핵심기술의 미래비전, 시나리오 설정, 기술개발 
동향분석, 와해성기술(disruptive technology)의 탐색 
등을 실시하고, 각 단계에 기술개발전략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본 단계에서도 연구개발부문의 
합의를 통해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후 
연구개발추진시 유용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조직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4> 전략기술로드맵 전개사례 (NTRM., 2005) 
 
 
5. ICT 전략기술로드맵 성공요인 고찰 
 
 

1. 상위경영층의 지원 
 
ICT 전략기술로드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CTO등 상위경영층의 명확한 경영목표제시 및 
상위경영층의 전략기술로드맵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Robert Phaal, Clare Farrukh and David Probert 
2001, 2004). 상위경영층은 조직내 전략기술로드맵 
도입을 통한 혁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해야하며, 이를 통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야한다(Robert Galvin, 2003). 
이러한 상위경영층의 지원을 통하여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전략과 연구개발부분의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략기술로드맵의 기술전개방향에 따라 기술노드가 
실행계획으로 전환되고 로드맵의 혁신과정이 
조직내로 내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위경영층의 

지원은 조직내에서 전략기술로드맵 추진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적극 제공하는 것과 
전략기술로드맵 활용을 위한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것, 관련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것, 전략기술로드맵의 
활용을 강력하게 강조, 권장하는 것 및 이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2. 핵심기술도출 및 로드맵 전개의 적절성 
 
 전략기술로드맵 추진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1단계 핵심기술도출, 2단계 기술전개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전략기술로드맵 작성시 
핵심기술도출과 도출된 핵심기술을 기술트리(tech. 
tree) 상에서 요소기술, 세부요소기술 등으로 적절히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수준에 적절하게 
도출된 세부기술은 시간축상에서 전개되며, 
기술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적절히 작성된 
전략기술로드맵의 매크로, 마이크로 기술전개는 
바로 R&D프로젝트수행에 활용되어 질 수 있으며, 
연구개발조직은 이를 통해 혁신이 가능하므로,  
전략기술로드맵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로드맵의 적절성은 기술로드맵상의 
요소기술, 세부요소기술의 도출이 적절하였는지, 
도출된 요소기술, 세부요소기술간 대, 중, 소 기술의 
기술분류별 기술수준이 적절하였는지, 기술뱡향을 
반영한 기술노드간의 연결제시는 ICT 
기술진화과정을 통해 고찰할 때 적절하였는지 및 
기술의 실현시기를 반영한 기술노드의 시간축상의 
전개가 적절하였는지이다. 이러한 전략기술로드맵의 
적절성을 위하여 추진초기부터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전략기술로드맵이 
전략과 연구개발이 지속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프레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3. 조직내 기능부서간 관계역량 강화 
 

 전략기술로드맵은 시장, 제품, 기술이 동시에 
연결되는 통합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이 작용하는 가운데 기술의 미래방향성이 
제시된다. 전략기술로드맵 시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제품, 기술로 이어지며, R&D프로젝트수행에 
활용되어 진다. 이러한 이유로 Robert Phaal(2001)은 
기술로드맵 일반적 추진 T-계획에서 시장, 제품, 
기술, 기술전개의 순서로 기술로드맵 추진 워크샵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로드맵은 
시장-제품-기술개발사이의 통합조정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로드맵을 통해서 정보교류, 
업무협조,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전략기술로드맵이 조직내에서 추진과 동시에 조직과 
일치(coupling)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중심으로 
시장-제품-기술 관련 기능부서간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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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어야한다. 즉, CTO, 상품기획, 시장분석 등 
마케팅팀 및 연구개발부문의 관계역량이 강화되어야 
전략기술로드맵을 기술논의의 공통의 언어로 하여 
기술혁신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6. 결론  
 
현재 많은 기업들은 미래연구개발의 방향 설정과 
전략과 연구개발의 통합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기술로드맵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략기술로드맵의 이론연구에 기반하여 
개념과 본질을 밝히고, 실제 기술개발조직에서 
추진되어지는 전략기술로드맵 추진 프로세스와 이의 
주요 성공요인을 고찰하였다.  
조직에서 전략기술로드맵을 추진하지만 
기술로드맵의 본질과 절차상 성공의 주요결정요인을 
간과한채 기술로드맵을 추진하여 기술로드맵과 
조직과 분리(Decoupling)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술로드맵은 조직내에서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조직내 산재되어 있는 
기술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기술최고부문 
결정자들에게 함축적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으나, 기술로드맵은 단순히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혁신의 촉발자가 될 
수 있으며, 조직내의 기술역량의 활용과 
미래기술역량을 탐색하여야 하는 ICT 
중심조직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한 기술혁신의 
인프라가 될 수 있다. 기술로드맵을 지식경영의 
일환으로 통합하여, 기술적 지식의 의사소통의 통합 
메커니즘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면 ICT 기술조직은 
급변하는 ICT환경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혁신을 시장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선도기업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국내외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과거 국가부문,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기술로드맵을 추진한 경험과, 
실제 해외 기술로드맵 추진관련 방문 연구 등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에 추진내용의 정리를 통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시작으로 
기술로드맵 추진 절차상의 논의와 추후 기술로드맵 
활용혁신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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