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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국가과기평가센터가 발표한 <중국국제과기협력현황보고>(2017)에 따르면 중

국은 국제과기협력 중심도(centrality)가 11.5기간에 세계 10위에서 12.5기

간에 7위로 성장함([표 1])

       ※ 국제과학기술협력 중심도 : 한 개 국가의 과학연구 국제협력이 글로벌 과학연구 협력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중국의 국제과학기술 협력 규모는 세계 4위로 상승함

- 11.5기간에 중국의 과기협력 국제규모는 세계 6위였으나, 최근 12.5기간에 

세계 4위로 상승하였음

- 2015년 중국의 해외 수록 논문은 27.8만편으로 11.5초기의 3.5배에 이르

며, 발표량도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3%에 달함

[그림 1] 11.5 기간(왼), 12.5기간(우) 중국의 국제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변화

       ※ 양국간의 국제협력을 통해 발표한 논문량이 2만편이상일 경우 양국간에 선으로 연결하며, 점의 

크기와 연결선의 굵기는 발표량과 정비례 관계를 이룸

        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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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제협력 연구의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음

-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논문의 평균 인용도는 1.5로 전체 학술 논문의 

피인용지수 1.0을 능가함

- 또한, 지속적으로 피인용지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적 영향력이 상승 중임

-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최근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 연구에서는 통신저자

가 40%에 이를 정도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중국 국제협력논문과 학술논문과의 피인용지수 비교

              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본문은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한·중양국의 과기협력 현황 대한 분석
을 통해 양국간 과기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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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규모와 영향력

중국의 국제과학기술 협력의 중심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중국의 국제과기 협력 중심도가 “11.5”기간에 세계 10위로부터 “12.5”기간

에 7위로 올랐음

- 그중 중국의 과기협력 중심도의 절대 증가폭이 약 1.4를 기록하여 국제과

기 협력의 중심도 상위 20위권 국가중 절대 증가폭 제1위 차지

○ 국제과기협력의 글로벌 협력에서 인지도와 중요성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중

국은 국제과기협력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협력파트너 역할 수행

[표 1] 40개 국가의 국제과기협력 중심도(2006~2015년)

국가 중심도 국가 중심도 국가 중심도 국가 중심도

미국 12.0 스위스 2.3 한국 1.2 멕시코 0.7

영국 6.7 스웨덴 2.2 핀란드 1.2
남아프
리카

0.7

독일 6.5 일본 2.1 체코 1.1 루마니아 0.7

프랑스 4.7 벨기에 1.7
노르웨

이
1.1 아일랜드 0.6

이탈리아 3.8 러시아 1.6 그리스 1.1 이란 0.6

스페인 3.5 폴란드 1.5 포르투갈 1.1 뉴질랜드 0.6

중국 2.8 브라질 1.5 터키 0.9 이집트 0.6

캐나다 2.8 오스트리아 1.4 헝가리 0.9
아르헨
티나

0.6

네덜란드 2.8 덴마크 1.4 이스라엘 0.8
말레이
시아

0.5

오스트레
일리아

2.5 인도 1.4 사우디 0.7 싱가포르 0.5

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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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의 국제과기협력 중심도의 변화

국가
2006년-2010년

중심도
2011년-2015년

중심도
절대 증가율 상대 증가율(%)

미국 11.9 12.1 0.2 1.7

영국 6.3 7.0 0.7 11.1

독일 6.1 6.7 0.6 9.8

프랑스 4.3 4.9 0.6 14.0

이탈리아 3.1 4.2 1.1 35.5

스페인 2.7 3.9 1.2 44.4

중국 2.0 3.4 1.4 70.0

네덜란드 2.3 3.0 0.7 30.4

오스트레일
리아

2.0 2.9 0.9 45.0

캐나다 2.6 2.9 0.3 11.5

스위스 1.9 2.7 0.8 42.1

스웨덴 1.9 2.4 0.5 26.3

일본 2.0 2.1 0.1 5.0

벨기에 1.5 1.9 0.4 26.7

폴란드 1.1 1.8 0.7 63.6

브라질 1.0 1.8 0.8 80.0

러시아 1.2 1.7 0.5 41.7

오스트리아 1.0 1.7 0.7 70.0

덴마크 1.1 1.6 0.5 45.5

인도 1.1 1.6 0.5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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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기술협력네트워크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짐

○ 국제협력논문 발표량이 3만편 이상인 국가는 “11.5”기간의 21개에서 “12.5”

기간 27개로 증가됨([그림 1])

○ 중국의 국제과기협력규모는 “11.5” 기간에 세계 제6위에서 “12.5” 기간에 

이르러 세계 제4위로 상승

- 현재 중국과 협력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며, 이밖에도 호주, 영국과 

일본 등 국가와의 밀접한 협력관계 유지

○ 협력규모와 국제과학연구협력 네트워크에서의 인지도를 분석해보았을 때 중

국의 국제과학기술 협력의 수준이 최근 10년간 뚜렷이 향상됨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총체 규모가 확대되었음

○ 중국과 국제과기협력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11.5”기간 161개에서 

“12.5”기간 188개로 증가

○ 2015년 중국의 해외 수록논문이 27.8만편으로 “11.5”초기의 3.5배에 이르

며, 발표량도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3%임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국제과기협력이 갈수록 활발해졌으며 글로벌 과기협력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융합 중

[그림 3] 중국 국제협력논문의 글로벌논문 차지비중과 중국 전체논문의 글로벌 차지비중과의 비교도

                    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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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과학기술 공동연구의 영향력도 강화되었음

○ 중국의 국제과기협력논문의 영향력지수는 평균 1.5로 전체 학술논문의 피인용지수 

1.0보다 뚜렷이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임([그림 2])

- 국제협력은 중국 과학기술의 국제학술 영향력을 높이는데에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음

○ 중국의 상위 10위 협력국가와 협력논문 피인용지수는 “11.5”기간에 글로벌 

평균수준을 넘어섰으며 “12.5”기간에는 한층 더 제고됨

- 그중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과 싱가포르와의 협력논문 영향력지수가 특히 두드

러지게 나타났음

[그림 4] TOP10 협력국가와 수행한 협력논문의 영향력지수 비교

            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 중국과 상위 10위 국가와 협력연구를 통해 공동발표한 논문의 피인용지수는 모두 

글로벌 평균수준(기준치 1.0%)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국제협력의 영향력이 뚜렷함

- 중국과 미국이 공동발표한 학술논문의 수량은 기타 국가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네

덜란드와 공동발표한 논문의 피인용지수가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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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 협력논문의 TOP10 국가의 피인용지수와 고피인용 논문 비례

           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 중국은 호주, 싱가포르, 미국과 공동 수행한 고품질의 국제협력연구에서 비교적 높

은 주도역할을 하였으며 그중 중국 통신저자의 논문비례가 모두 40% 초과함

○ 이는 중국의 연구자들이 주요 국가들과 공동 수행하는 고품질의 국제과학협

력연구에서 나름대로 대등한 대화와 평등한 협력을 실현하였음을 의미함

[그림 6] 중국 협력논문의 TOP10 국가의 피인용지수와 그중 중국 통신저자 비례

         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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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주요지역과 연구기관의 국제협력

중국 주요 지역의 국제과학기술 협력 규모

○ 국제과기협력이 활발한 베이징, 상하이와 장쑤성 지역은 중국의 국제과기협

력에서 선도역할을 하면서 주도적 우위 차지

- 그중 베이징의 국제협력논문 발표량은 10만편 이상으로, 국내 기타 도시보다 

훨씬 앞섰으며, 상하이와 장쑤의 국제협력논문 발표량도 3만편이상에 달함

- 이 3개 지역의 국제협력논문 발표량이 중국 국제협력논문 발표량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며, 이는 해당 지역이 국제과기협력에서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

[표 3] 국제협력논문 발표량 TOP 20위 지역

       

도시
국제협력논문발표

량(편)
전국차지
비중(%)

도시
국제협력논문발표량(

편)
전국차지
비중(%)

베이징 109404 30.24 안후이 12562 3.47

상하이 52637 14.55 후난 12052 3.33

장쑤 38972 10.77 톈진 11770 3.25

광둥 25206 6.97
헤이룽

장
10571 2.92

저장 24072 6.65 지린 9930 2.75

허베이 23649 6.54 푸젠 8445 2.33

샨시 19309 5.34 충칭 7983 2.21

랴오닝 16515 4.57 간쑤 6376 1.76

산둥 16092 4.45 윈난 5857 1.62

쓰촨 14598 4.04 허난 5455 1.51

 

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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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구기관의 국제협력 규모와 영향력

○ 중국과학원의 국제협력논문 발표량은 약 6.5만편으로 가장 많으며, 협력규모 면에

서 기타 중국내 연구기관보다 훨씬 앞섰음

- 대학가운데 베이징대학, 저장대학, 상하이교통대학, 칭화대학과 푸단대학의 

국제협력논문 발표량이 모두 1만편이상으로, 제2단계의 그룹을 형성함

○ 국제협력논문이 해당 기관의 논문발표량 전체 차지비중을 분석해보면

- 베이징대학과 베이징사범대학의 국제협력논문 차지비율이 30.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이 2개 대학이 국제협력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

○ 국제협력논문 규모 TOP20 중국내 기관의 협력논문의 영향력과 공동발표한 고피

인용 논문비례가 모두 글로벌 평균수준보다 높음

- 중국과학원의 고피인용 국제협력논문 발표량은 중국내 기타 기관보다 훨씬 많음

- 하얼빈공업대학, 중국과기대학,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이 공동 발표한 고피인용 

협력논문 비율은 모두 3.0% 이상 도달

[표 4] 국제협력논문 규모 TOP 20위 연구기관

중국내 
연구기관

국제협력논
문수(편)

국제협력논
문비율(%)

협력논문 
영향력지수

공동발표한 
고피인용 
논문수(편)

공동발표한 
고피인용논문 
차지비중(%)

중국과학원 65440 25.8 1.7 1866 2.9

베이징대학 16921 33.5 1.9 564 3.3

저장대학 13961 23.8 1.6 347 2.5

상하이교통대 13608 26.7 1.8 366 2.7

칭화대학 13591 25.1 1.9 444 3.3

푸단대학 10745 28.3 1.8 278 2.6

중국과기대 8635 28.3 2.0 303 3.5

난징대학 8048 24.9 1.9 212 2.6

중산대학 8017 24.2 1.8 2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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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 국제협력논문 규모 TOP10 연구기관들은 미 에너지부 소속 연구기관(7회)과 프랑

스 국립과학연구센터(6회)와의 국제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

- 그중 상하이교통대학, 푸단대학 등 5개 중국의 연구기관들과 하버드대학과의 협

력이 밀접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국의 연구기관들은 미국 연구기관과 협력이 가장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내 
연구기관

국제협력논
문수(편)

국제협력논
문비율(%)

협력논문 
영향력지수

공동발표한 
고피인용 
논문수(편)

공동발표한 
고피인용논문 
차지비중(%)

화중과기대 6878 22.1 1.6 147 2.1

산둥대학 6810 22.0 1.7 139 2.0

시안교통대 6197 24.0 1.5 141 2.3

하얼빈공대 5736 20.6 1.8 224 3.9

지린대학 5425 18.8 1.4 100 1.8

쓰촨대학 5231 16.3 1.5 101 1.9

퉁지대학 5167 25.5 1.5 105 2.0

우한대학 4992 21.9 1.6 97 1.9

베이징사범대 4946 32.6 1.5 99 2.0

중난대학 4793 20.4 1.5 83 1.7

다렌이공대 4472 20.9 1.5 9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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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TOP10 중국내 연구기관들과 협력이 밀접한 해외의 연구기관

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중국내 기관 해외연구기관1 해외연구기관2 해외연구기관3 해외연구기관4

중국과학원 막스플랑크학회
미에너지부 
소속기관

프랑스국립과학
연구소

러시아과학원

베이징대학
미에너지부 
소속기관

프랑스국립과학
연구소

러시아과학원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캠

퍼스 

저장대학 스웨덴왕립공대
싱가포르국립대

학
싱가포르난양이

공대학
미에너지부 
소속기관

칭화대학
미에너지부 
소속기관

매사추세츠공대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분교
프랑스국립과학

연구소

상하이교통대 하버드대학 미시간대학
프랑스국립과학

연구소
시드니대학

푸단대학 하버드대학
싱가포르국립대

학
미에너지부 
소속기관

텍사스앤더슨암
센터

중국과기대
미에너지부 
소속기관

프랑스국립과학
연구소

시카고대학
인디애나대학블

루밍턴분교

중산대학 하버드대학 러이사과학원 펜실베니아대학
인디애나대학블

루밍턴분교

난징대학
프랑스국립과학

연구소
미에너지부 
소속기관

하버드대학 러시아과학원

화중과기대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
하버드대학

싱가포르국립대
학

미국국립보건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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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규모는 정체 또는 감소 중

○ 한국과 중국의 협력 논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높지 않

은 수준에서 정체 또는 감소 중

- 한·중 양국간 국제협력 논문 발표량은 11.5기간에 비해 12.5기간 96% 증

가한 10,665편임

-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8위에서 9위로 순위가 떨어졌

으며, 증가비율도 일본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임

[표 6] “11.5”, “12.5”기간 중국과 주요 국가와의 협력논문 발표량 비교

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국가

2006~2010년 2011~2015년 2개 
5개년기간 
협력논문

증가

협력논문발표량
(편)

순위
협력논문발표량

(편)
순위

미국 48138 1 122775 1 2.6

영국 10069 3 25551 2 2.4

호주 8085 6 22618 3 2.8

일본 14342 2 21640 4 1.5

캐나다 8814 5 19187 5 2.2

독일 9324 4 19185 6 2.1

프랑스 5799 7 11972 7 2.1

싱가포르 5157 9 11111 8 2.2

한국 5449 8 10665 9 2.0

네덜란드 2596 11 659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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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해외 연구기관에 한국 기관 부재

○ 중국과 협력하는 주요 국제협력 기관에 한국기관은 부재함

- [표 3]에서 보다시피 중국 내 TOP10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해외 연구기관

에 한국은 없음

- 중국의 TOP20위에서도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관은 북미 지역에 11개, 일

본 등 주변국, 3개가 유럽기관이나, 한국기관은 부재함

 [표 7] TOP20 해외 연구기관과 중국과의 협력논문 상황

순
서

해외연구기관 국가 논문발표량
논문 피인용 
영향력지수

공동발표한 
고피인용 

논문비례(%)

1
프랑스국립과학

연구소
프랑스 9592 2.3 4.4

2
미에너지부 

소속 기관
미국 9013 2.9 6.3

3 싱가포르국립대학 싱가포르 7384 2.0 3.6

4 난양공과대학 싱가포르 6993 2.0 4.1

5 하버드대학 미국 6631 3.0 5.8

6 막스플랑크학회 독일 5656 2.8 6.3

7 미시간대학 미국 4338 2.6 4.5

8 도쿄대학 일본 4230 2.7 4.9

9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

미국 4201 3.4 7.0

10 러시아과학원 러시아 4120 2.8 5.5

11 Paris-Saclay 대학 프랑스 4073 3.1 6.7

12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캠퍼스
미국 3993 2.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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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과기평가센터, 「중국국제과학연구협력현황보고」(2017)

한·중 양국 공동연구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 중

○ 한국과 중국 양국이 참여한 논문의 총피인용수는 감소 중

- 한국과 중국 양국이 참여한 양국 공동연구 또는 다국적 공동연구의 피인용

수는 2010년 55,370회에서 2016년 27,501회로 감소

- 특히, 한국과 중국 양국만이 참여한 논문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양국만 참여한 논문의 피인용 비중은 22%로 양국이 참여한 다국적 국제 연구 

논문의 피인용 비중 78%보다 크게 적음

[표 8] 2010~2016년 한·중 양국, 다국간 공동 발표한 논문의 영향력

순
서

해외연구기관 국가 논문발표량
논문 피인용 
영향력지수

공동발표한 
고피인용 

논문비례(%)

13 시카고대학 미국 3828 3.4 6.9

14 시드니대학 호주 3559 2.7 4.1

15 토론토대학 캐나다 3473 2.9 5.6

16 오하이오주립대학 미국 3467 3.1 5.7

17 미국국립보건연구원 미국 3419 2.9 5.6

18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미국 3387 3.8 7.8

19 도후쿠대학 일본 3371 1.7 2.5

20 펜실베니아주립대학 미국 3297 2.1 4.2

발표
년도

한중양국 공동발표 논문
한중양국이 공동참여한 다국간 

협력논문 총피인용
횟수
(회)피인용횟수(회)

차지
비중

피인용횟수(회) 차지비중

2010 14709 27% 40661 73% 55370

2011 14040 31% 31982 69% 4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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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과학원문헌정보센터, <한중과기협력수요분석보고>(2018.5)

그러나 여전히 공동연구의 가능성이 존재함

○ Clarivate Analytics의 ESI에 수록된 SCI학술논문과 SSCI학술논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7년~2017년기간 한국과 중국이 발표한 논문중 1%의 고피인용 TOP 논

문은 각각 4392편과 22,824편이며, 22개 학과별로 데이터를 도표로 정리

- 중국은 화학, 공정과학, 재료과학 및 물리학분야의 TOP 논문이 많은 반면에 

한국은 화학, 임상의학, 물리학 및 재료과학분야의 TOP 논문이 많은 비중 차지

○ 분야별로 협력 가능성들이 아래와 같이 존재함

- 한·중 양국은 우위학과 분야에서 기본상 같은 구조이며, 그중 화학, 물리와 

재료학 등 학과에서 강강연합이 가능함

- 그러나 임상의학과 같은 한국의 우위학과에 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양국간

에 우위 상호보완 관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9] 2007~2017년간 한·중 양국의 TOP 학술논문 발표량 비교

발표
년도

한중양국 공동발표 논문
한중양국이 공동참여한 다국간 

협력논문 총피인용
횟수
(회)피인용횟수(회)

차지
비중

피인용횟수(회) 차지비중

2012 13464 19% 55834 81% 69298

2013 10989 24% 35655 76% 46644

2014 12193 22% 43027 78% 55220

2015 9343 21% 34195 79% 43538

2016 6167 22% 21334 78% 27501

학과분야 중국 TOP 학술논문 한국 TOP 학술논문

화학 4801 792

공정과학 3797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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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국과학원문헌정보센터, <한중과기협력수요분석보고>(2018.5)

학과분야 중국 TOP 학술논문 한국 TOP 학술논문

재료과학 3022 551

물리학 2076 577

임상의학 1376 725

컴퓨터과학 1205 130

수학 1143 129

식물/동물학 917 158

지구과학 847 81

농업과학 611 96

생물/생물화학 607 160

환경/생태학 593 78

분자생물/유전학 422 112

일반사회과학 353 96

약리학/독리학 298 103

신경과학/행위 189 49

경제/경영학 156 31

우주과학 125 48

미생물학 114 27

면역학 88 32

정신병학/심리학 59 26

다학과 25 11

합계 22824 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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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중국의 기술 발전에 한국의 기술 영향력 감소 가능성 확대

○ 중국의 빠른 기술발전에 의해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도가 확대되고 있음

- 협력중요도, 규모, 공동연구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북경, 상하이, 장쑤성을 중심으로, 기관별로는 중국과학원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 중

○ 다른 국가와 공동연구 비중 및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중국의 한국과 기술

발전 연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중국은 미국과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변국에서는 일본과 공동연구

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반면, 한국과 공동연구는 상대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요도가 감소하

고 있음

      ※ 한국과 중국 양국의 공동연구는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

이 떨어지고 있으며, 피인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음

중국 시장에 한국 기술의 영향력 감소 가능성 확대

○ 기술발전의 연계성 감소 가능성은 향후 한국 기술의 중국시장 영향력 감소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기술 표준이나 기반 기술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상

호간 개발된 기술의 공동 발전 가능성이 높음

- 공통의 기술 개발 플랫폼이 감소하는 경우, 기술 표준 등이 달라서 중국 시

장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함

현재 한·중 과기협력의 질적 향상 필요

○ 연구자 중심의 한중 과기협력 프로세스 적용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자보다는 정부 중심으로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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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독과기협력센터의 경우 양국의 연구재단이 연구자들의 상호교류 및 이해를 중심으로 과제 도출,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연구개발에서 기술개발 성과의 확대까지의 패키지 프로그램 적용 필요 

-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은 기초나 이론을 제외하고, 모두 상용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국제협력도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를 할 필요가 높음

- 그러나, 현재 한국은 기술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통한 시장 확대 등에서 부

처별로 영역이 다르고 일괄적인 패키지 프로그램이 없음

- 이로 인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추진하는 많은 협력 사업들이 연구개발 협

력에서만 머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짐

○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 수립 필요

-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상시적인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

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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