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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통계 분석 

 

   

배 경

  과학기술통계 보고서는 통계치를 기반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발

전현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각급 과학기술 관리와 정책결

정 자문부문을 위해 상세한 데이터자료와 신뢰성 정책결정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4월 1일부터 과기부의 위챗공식계정인 루이커지(@锐
科技)를 통해 「과학기술통계보고서」(이하 보고서)칼럼을 개설한

다. 보고서는 2018년에 발표한 최신 과학기술 통계치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R&D투자, R&D 활동 및 산출 등 

주요지표를 다루었으며, 기업,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활동 통계분석, 첨단기술제품 수출입 통계분석, 국가첨단기술산업

개발구, 기술시장 등 전문 통계분석 그리고 일부 성/시의 R&D 

활동현황 통계분석 내용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는 총 14개의 시리즈 자료로 구성되었다. 제3호에서

는 <중국의 과기논문 통계 분석> 자료를 게재한다. 



중국의 과기논문 통계 분석  Vol.03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3

중국의 과기논문 통계 분석

2017년 중국이 발표한 중국내 학술논문(자연과학영역, 이하 동일함)이 47.2만편으로 

전년대비 4.5% 감소되었으며, 그중 임상의학논문비중이 4분의 1이상을 차지하였다. 기관 

분포현황을 보면 대학의 논문발표량은 전국 전체의 66.0%를 차지한다. 2017년 중국이 

발표한 SCI수록논문은 36.1만편이며, 연속 9년동안 세계 2위를 유지하였고 세계 전체의 

18.6%를 차지하였으며, 차지비중은 전년대비 1.5%p 상승하였다. 재료공학, 화학, 공정기

술, 컴퓨터공학과 물리학이 세계 점유비중가운데 모두 20% 이상이다. 2017년 중국의 연

구자가 국제협력을 통해 산출한 논문발표량은 9.74만편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되었으

며, 중국 논문발표량 전체의 27.0%를 차지하였다. 그중 중국저자가 제1저자인 국제공저

논문은 도합 6만7,902편으로, 중국이 발표한 국제공저논문 전체의 69.7%를 차지한다.

1 중국내 학술논문

2017년 중국이 발표한 국내 학술논문은 47.2만편으로 전년대비 4.5% 감소되었다.

(1) 임상의학 논문발표량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발표량은 여전히 1위 차지

중국내 학술논문 발표량 TOP10 학과는 각각 임상의학, 컴퓨팅기술, 전자, 통신 및 자

동제어, 중의학, 농학, 환경공학, 예방의학 및 위생학, 지구과학, 기초의학, 야금학 및 금

속학으로 통계되었다. 이 10개 학과의 논문발표량은 도합 29.5만편으로, 2017년 중국내 

학술논문 전체의 62.6%를 차지한다. 순위 1위인 임상의학은 12.9만편이며 전년대비 

5.8% 감소되었으며, 중국내 학술논문 전체의 27.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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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논문 상위 10위 지역의 논문발표량은 모두 전년대비 다소 감소

2017년 중국내 학술논문 상위 10위 지역은 각각 북경, 장쑤(江蘇), 상하이, 샨시(陝西), 

광둥(廣東),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산둥(山東), 랴오닝(遼寧) 및 저장(浙江)이며, 전국 

논문 전체의 62.8%를 차지하였다. 전년대비 샨시가 1위 상승하였고, 광둥이 1위 하락하

였다. 논문발표량에서 보면 상위 10위 지역의 논문발표량은 모두 전년대비 다소 감소되

었다.

(3) 중국내 학술논문은 주로 대학에서 산출

2017년 중국내 학술논문은 주로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31.2만편이 발표되었고 전국 

전체의 66.0%를 차지한다. 전년대비 대학, 의료기관과 기업이 산출한 논문발표량은 다소 

증가되었으며 연구기관의 논문발표량은 다소 감소되었다.

표 3-1❙중국내 학술논문의 기관 유형별 분포 (2017년)

❊비고: 의료기관의 논문수는 대학부속병원의 데이터를 제외함

기관유형 논문수(만편) 차지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대학 31.18 66.0 -2.5

의료기관 6.45 13.7 -14.5

연구기관 5.52 11.7 -2.1

기업 2.28 4.8 0.4

기타 1.80 3.8 -0.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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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I 논문

2017년 SCI에 수록된 전 세계의 학술논문은 도합 193.8만편으로 전년대비 2.2% 증가

되었다.

(1) 중국의 SCI 논문발표량과 전 세계 발표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중국이 발표한 SCI논문은 36.1만편으로 세계 전체의 18.6%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1.5%p 증가되었다. 중국은 연속 9년간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세

계 1위이며, 논문 발표량은 52.4만편으로 세계 전체의 27.0%를 차지한다. 

그림 3-1❙중국의 SCI수록 학술논문 및 세계 발표량 전체 차지비중 (2000-2017년)

2017년 중국의 SCI수록논문 가운데 상위 10위 학과는 각각 화학, 생물학, 임상의학, 

물리학, 재료공학, 기초의학, 전자, 통신 및 자동제어, 지구과학, 컴퓨팅기술 및 환경공

학이다. 그중 환경공학이 약학을 대체하여 상위 10위에 들었다. 이 10개 학과의 논문발

표량은 중국이 발표한 SCI수록논문 전체의 76.70%를 차지하였다. 화학논문 발표량이 여

전히 학과가운데 1위이며, 5.1만편에 달하며, 발표량 전체의 14.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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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중국의 SCI수록 학술논문의 상위 10개 학과 (2017년)

(3) 재료공학 등 5개 학과의 누계 발표량이 전 세계의 20%이상 차지, 수학 등 4개 학

과가 전 세계의 15% 이상 차지

SCI 데이터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2018년 9월기준)간 SCI수록 논문가운데 

화학논문 발표량이 42.7만편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학과보다 훨씬 앞섰다. 기타 4

개 학과 학술논문의 10년간 누계 발표량은 20만편 이상으로, 각각 공정기술(27.5만편), 

재료공학(25.4만편), 임상의학(24.0만편) 및 물리학(23.7만편)이다. 각 학과의 누계 논문

발표량의 전 세계 차지비중을 보면 5개 학과가 20% 이상이며, 각각 재료공학(31.41%), 

화학(25.3%), 공정기술(22.21%), 컴퓨터공학(21.53%)과 물리학(21.47%)로 집계되었다. 

(4) 논문 총피인용횟수가 뚜렷이 증가, 피인용횟수가 지속적 상승

2008~2018년(2018년 10월기준)간 중국의 연구자가 발표한 국제논문은 도합 227.22만

편이며, 발표량은 2017년 통계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10.4% 증가되었고 계속해서 세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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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유지하였다. 논문의 피인용횟수는 2,272.40만회로, 17.4% 증가되었으며, 세계 2위

이다. 중국의 논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10회로, 전년도 통계시기의 논문당 9.40회와 비

교하여 6.4% 높아졌으나, 평균 피인용횟수는 세계 평균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격차가 있

다. 2008~2018년간 발표한 학술논문이 누계 20만편 이상인 국가(지역)는 도합 22개이

며, 논문당 평균 피인용횟수를 비교하였을 때 중국이 16위이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논문당 평균 피인용횟수가 평균치(12.61회)보다 높은 국가가 13개이다. 스위스, 네덜란

드, 영국, 벨기에, 미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의 논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15회 이상이다. 

3 국제협력논문  

(1) 국제협력논문 발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국저자가 제1저자인 국제공저논문 수량

이 뚜렷이 증가

SCI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수록된 중국 학술논문가운데 국제협력을 통해 산출된 

논문수는 9.74만편으로 2016년대비 16.6% 증가되었으며, 중국이 발표한 논문전체의 

27.0%를 차지하였다. 

2017년 중국저자가 제1저자인 국제공저논문은 총 6만7,902편으로, 중국 전체 국제공저

논문의 69.7%를 차지하며, 협력파트너국가는 도합 155개에 달한다. 상위 6위 협력파트

너국가는 각각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및 독일이다. 중국 연구자가 국제공동연

구에 참여하였고 기타 국가저자가 제1저자인 공저논문은 도합 2만9,484편이며, 협력국가

는 총 182개에 달하며, 상위 6위 협력파트너국가는 각각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일본 

및 캐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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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국과 국제공저논문이 가장 많은 협력국가 (2017년)

(2) 학과분포가 상대적으로 집중, 생물학분야의 협력논문수량이 가장 많음

학과분포별로 보면, 중국의 국제공저논문은 주로 화학, 생물학, 물리학, 임상의학, 재

료공학과 컴퓨팅기술 등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 2017년 중국저자가 제1저자인 국제공저

논문중 화학분야가 가장 많은바, 8,193편이며, 해당 학과 논문의 12.07% 비중을 차지하

였다. 중국저자가 참여한 국제공저논문가운데 생물학이 가장 많았고, 4,258편이며, 해당 

학과 논문의 14.44%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생물학분야의 국제공저논문수량이 

가장 많았다. 

표 3-2❙중국 국제협력논문 수량이 많은 상위 6위 학과 (2017년)

중국인이 제1저자인 국제공저논문 중국인이 국제공저논문에 참여

학과 논문수(편)
해당학과 
논문비중

(%)
학과 논문수(편)

해당학과 
논문비중

(%)

화학 8,193 12.07 생물학 4,258 14.44

생물학 8,192 12.06 임상의학 3,93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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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中国科技论文统计分析 (2019.4.4.) 

https://mp.weixin.qq.com/s/QOrb49DSsnJfdw8AYE0b5A

중국인이 제1저자인 국제공저논문 중국인이 국제공저논문에 참여

학과 논문수(편)
해당학과 
논문비중

(%)
학과 논문수(편)

해당학과 
논문비중

(%)

물리학 5,725 8.43 화학 3,572 12.12

임상의학 5,253 7.74 물리학 3,021 10.25

재료공학 4,734 6.97 기초의학 1,659 5.63

전자,통신,자
동제어

4,490 6.61 재료공학 1,618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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