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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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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다자간

협력

다자간 협상

� 다자간 협상이란 3개국 이상의 국가간 협상을 뜻하며, 협상의 주체가 많아짐에 따라 각 주체

의 관심사항, 협상에서 제기되는 항목도 많아짐

� 다자간 협상에서는 국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해당의 문제에 관한 깊은 지

식을 가지고 있어 타협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협상 당사자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함

다자간 조약
�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의 수가 3개 국가 이상인 경우의 조약을 말하며, 조약의 대상은 지금까

지 국제사회에서 실행되어 온 규칙과 일반적, 공통적인 이해관계 상항을 다루는 경우가 많음

다자간 원조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한 방식으로 개발도 상국을 원조할 때 그

나라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등 국제적인 대부기관에의 출자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방식을 말함

양자간

협력

양자간 협상

� 2개 국가가 협상하는 것으로, 각 주체의 관심사항에 따라 협상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됨

� 양자 간 협상에서는 양 국가가 갖는 현실주의적 힘과 특정 이슈에 대해 양 국가가 갖는 전략

적 이해의 비중이 중요

� 양자 간 협상의 방향은 양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 정도, 이슈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이슈에 대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양자간 조약

� 조약의 당사국의 수가 2개국인 경우의 조약을 의미함

� 조약의 대상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실행되어 온 규칙을 고려하되 양국 간에 공통되면서도

특수한 이해관계 사항을 다루는 경우가 많음

� 양자간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힘의 논

리에 의한 일방적인 조약체결을 방지할 수 있음

양자간 원조

� 공적개발원조(ODA)의 한 방식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양허성 자원을 직접 제공하여 원

조하는 방식을 말함

� 양자 간 원조는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와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로 구성

� 양자 간 원조는 원조 제공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원대상국을 지정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한 수단을 취할 수 있으나 수원국과의 역사적 관계와 원조 조건과 방식에 따라 민족주의

적 반감을 사는 경우도 존재함

출처: 국토해양부 (2011).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서울: 국토해양부.

<표 1>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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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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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유형 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국제공동연구라 규정하고

있다(동법제12조).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공동연구 또는 협동연구를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기업·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

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공동

으로 제공하여추진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동법 제2조 제1호)

�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

구개발과제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

부투자기관의우선 지원을 규정하고있다(동법제11조)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 국제공동연구사업을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

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R&D)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

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투입하여수행하는연구사업”이라고정의하고있다.

<표 2>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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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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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연구협력 외국재원 및 해외연구개발 활동 실태 현황

<표 3> 국제연구협력ㅊ 외국재원 및 해외연구개발 활동 실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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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제공동(협동)연구 추진 현황

부처명 사업수
수행과제 협력건수 과제 1개당

협력건수(B/A)건수(A) 비중(%) 건수(B) 비중(%)

교육과학기술부 44 932 71.3 2,344 81.0 2.5

국토해양부 11 22 1.7 55 1.9 2.5

기상청 4 5 0.4 7 0.2 1.4

농림수산식품부 1 1 0.1 1 0.0 1.0

농촌진흥청 11 36 2.8 36 1.2 1.0

문화재청 1 4 0.3 6 0.2 1.5

방송통신위원회 4 19 1.5 27 0.9 1.4

방위사업청 2 19 1.5 19 0.7 1.0

보건복지부 2 2 0.2 2 0.1 1.0

산림청 1 2 0.2 2 0.1 1.0

소방방재청 1 1 0.1 1 0.0 1.0

중소기업청 1 35 2.7 35 1.2 1.0

지식경제부 19 201 15.4 331 11.4 1.6

환경부 3 29 2.2 29 1.0 1.0

합 계 105 1,308 100.0 2,895 100.0 2.2

국제연구협력현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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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제공동(협동)연구 추진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미국 29% 미국 31% 미국 34% 미국 37% 미국 37%

일본 15% 일본 13% 일본 13% 일본 14% 일본 15%

중국 9% 중국 7% 중국 6% 중국 6% 중국 5%

독일 6% 인도 6% 독일 5% 독일 6% 프랑스 5%

러시아 5% 독일 5% 영국 5% 프랑스 4% 영국 4%

프랑스 4% 프랑스 4% 프랑스 5% 영국 4% 독일 4%

영국 4% 영국 4% 러시아 2% 러시아 3% 캐나다 2%

부처명

외국인 참여형태

합 계
국제
협약

기술
연수

해외
파견

외국인
연구자유

치

위탁
연구

정보
교환건수 비중

미국 1,003 34.6 132 22 255 384 119 91

일본 351 12.1 45 15 78 165 20 28

중국 186 6.4 37 3 39 56 18 33

독일 164 5.7 38 2 45 56 10 13

영국 138 4.8 30 1 38 51 6 12

프랑스 129 4.5 28 2 45 33 2 19

캐나다 86 3.0 17 4 18 27 5 15

이탈리아 57 2.0 9 2 26 8 4 8

인도 50 1.7 4 - 3 34 8 1

러시아 49 1.7 17 - 5 13 7 7

소계 2,213 76.4 357 51 552 827 199 227

기타 682 23.6 206 9 108 222 51 86

합계 2,895 100.0 563 60 660 1,049 250 313

국제연구협력현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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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적 분석 질적 분석

건수
10억원당 건

수
건수 Impact Factor

표준화 순위보정

값

국제협력 수행과제 2,137 2.80 2,137 2.65 67.1

정부 총 R&D 14,589 1.55 14,320 2.44 63.9

구분

국제협력 수행과제 정부 총 R&D

건수
10억원당

건 수

Impact 

Factor

표준화

순위보정 값

10억원당

건 수

Impact 

Factor

표준화

순위보정 값

기초

연구
1,264 6.47 3.09 70.3 4.40 2.76 66.1

응용

연구
627 2.71 2.13 64.3 2.26 2.25 62.5

개발

연구
236 0.75 1.59 57.2 0.59 1.77 59.8

기타 9 0.43 4.54 85.7 0.10 1.68 56.3

총 합계 2,137 2.80 2.65 67.1 1.55 2.44 63.9

연구개발단계별 논문 성과(2007년 기준)

국제연구협력현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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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제협력 수행과제 정부 총 R&D

건수

10억

원당

건 수

Impact 

Factor

표준화

순위보정 값

10억

원당

건 수

Impact 

Factor

표준화

순위보정 값

국공립연구소 55 1.53 2.14 60.6 0.84 1.95 55.0

출연연구소 532 1.22 2.27 64.7 0.79 2.25 64.1

대학 1,466 8.06 2.83 68.3 4.91 2.55 64.4

대기업 17 1.31 1.19 57.5 0.53 2.22 66.2

중소기업 13 0.94 2.11 69.0 0.27 2.11 61.7

기타 54 1.29 2.68 68.1 0.21 2.14 59.5

총 합계 2,137 2.80 2.65 67.1 1.55 2.44 63.9

연구개발단계별 논문 성과(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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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는 출연 연구역량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 및 선진 연구기관과의 협력기반 확대를 위하여 국제협력 체
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에서 국제협력으로 진행하는 사업 분야는 첨단 기술정보 해외협
력 사업, 아시아 국제공동연구 사업, 한국과 헝가리 공동연구실 사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목적 및 내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국제협력 사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국제연구협력을 위해 국제심포지엄 및 기술정책연구
세미나 등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과학
기술정책 연구 프로그램, APEC 과학기술연구 프로그램 등 국제연수프로그램을 진
행하며, 38개의 해외협력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의 국제연구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 현황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한국연구재단은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교류 등 연구협력을 위해 국외 기관과
협력을 맺고 있다. 총 51개의 국가에서 79개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협력
분야는 과학기술, 전학문, 인문사회, 사회과학 등이다. 협력형태는 공동연구, 세미나, 
인력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국제협력사업으로 국제화기반조성사업, 동북아 R&D 허브 기
반 구축 사업, 글로벌연구네트워크,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과학기술 ODA, 글로벌
연구협력지원, NRF 특별협력사업, 국제교육협력증진사업, 외국방사학위신고조회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국제연구협력사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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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 사업 현황 및 해외협력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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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협력기

반조성사업

§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 초기에 협력가능분야 발굴 및 공동연구 가능성 탐색 등을 통해 교

류협력기반 조성

§ 교육, 과학기술분야양자간외교강화를통한 우리나라위상 제고

해외대형연구

시설활용연구

지원사업

§ 국내 연구자의 해외 우수 대형연구상지 활용연구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연구 역량제

고 및 국가 R&D 투자의효율화도모

§ 기존 ‘일본양성자가슥기(J-PARC) 협력사업(’10~’15)을 ’16년부터 ‘해외대형연구장치 활

용연구지원사업’으로지원대상확대, 시행

국가간협력기

반조성사업-남

북교류협력

§ 남북한간과학기술교류협력활성화를통해 남북상호신뢰구축및 민족경제의균형적발

전을 도모하고통일기반구축에기여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

§ 해외로부터 연구인력, 기술, 연구비 등이 유입되는 공동연구센터의 국내 설립, 운영을 지원

하여 원천기술확보 및 글로벌 R&D 허브기반구축

§ 세계 우수대학 및 연구소연구자들과의공동연구촉진을통해세계 수준의연구성과창출

§ 국내외연구자원및 연구능력의접목으로글로벌연구 네트워크강화

§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선도대학 육성을 통해 한국형 교육지원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개도국

협력거점및 교육시장진출 교두보확보

§ 대학자원의 총체적 활용 및 현지수요를 반영한 국내-수원국 대학 간 개발협력을 통해 대학

의 ODA역량강화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 개도국의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 및 대

학, 연구기관의역량강화지원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정식 회원국(’10.1)으로서 국격 제고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일원으로서경제력에부합하는기여를통해 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선다변화등

WFK과학기술

지원단(TPC)

파견사업

§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선발하여 개도국내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파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경험과노하우를개도국과공유, 지원

§ 과학기술을활용한과학 한류조성 및 국제협력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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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 사업 현황 및 해외협력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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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류

지원사업

§ 우리나라연구자의글로벌네트워크구축, 강화를지원

§ 소규모 국제협력과제 수행을 통해 R&D 연구과제로 이전할 수 있는 연구자의 요구를 충족

하는 중간단계의미래성과지향형사업 추진

양자

연구교류

지원사업

§ 해외 연구지원기관과 체결한 학술, 연구지원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연구자의 협력네트

워크 구축, 강화지원

§ 다양한형태의국제학술교류및 협력활동에대한 지원으로국제협력활성화도모

개도국

지원사업

§ 외국의젊고 유능한신진과학자들에게일정기간국내연구기관에서의연수기회를제공하

여 신진 연구인력의연구능력향상, 향후장기적이고지속적인협력기반구축, 국내연구

기관의연구인력보강및 연구 분위기쇄신, 상호과학기술이전및 정보교류로과학기술

수준 향상에기여

§ 에너지, 생물자원등이 풍부하고잠재적인고급두뇌진단을보유하고있는개도국과의전

략적인협력을통해 우리과학기술분야의해외진출촉진

신흥경제국

협력사업

§ 신흥경제국 ASEAN국가들과의전략적과학기술협력사업추진을통한 우리나라및 관련

국가의글로벌연구역량증진및 미래 협력기반구축 확충

한중일

교류협력

§ 한일 기관간 합의(’79.4월) 및 한중 양국 기관간 합의(’92.1월) 등을 바탕으로 한중일간 과

학기술정보 교류및 협력활동증진

한독공동기금

§ 국가 핵심분야의 탁월성과 혁신성을 갖춘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독일 연구

그룹과 장기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 핵심 분야 글로벌 거점 육성 및 해외 핵심기술

국내 이전촉진

§ 국제적수준의독일 연구그룹과연구협력을통한차세대신진인력조기육성

한스웨덴

공동기금

§ 한스웨덴의과학기술분야연구그룹간 연구교류를지원하여과학기술협력 활성화및 미래

협력 구심점확보

§ 유럽의기술 강국의스웨덴과의과학기술협력활성화를통한국제협력기반및 노벨상확

보를 위한교두보마련

한-EU

교육협력사업

§ EU와의협력네트워크형성 및 학생교류불균형현상 해소

§ 한국 대학교육의국제적위상제고 및 고등교육역량 강화

글로벌

교육지원사업

§ 우리나라 교육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도국 여건에 적합한 교육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도국교육역량강화 및 발전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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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출연(연)의전략적 R&D 과제수행을위한 폭넓은해외 첨단 기술개발정보 획득 지원

§ 출연(연) 국외 신기술 개발 동향을 적시에반영한 전략적자체연구기획

§ 첨단 원천기술의정보공급을통한 기술 글로벌화지원

내용
§ 선진 우수 연구기관, 국제기구또는 대학 등에 SLP* 파견을통한 첨단 기술정보습득 활동 지원

＊ SLP(Science listening Post) : 해외 최신 연구정보를출연(연)에신속히전달하는연구자

유형

학술

파견형

파견 기관 부설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방문

연구자 등으로 파견되어 관련 분야 기술개발 동향

및 신기술개발 정보를 획득하는활동 수행

해외

위탁

연구형

파견 대상기관에 연구개발 과제를 위탁하고 관련

분야의 학회참석, 전문가 면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등을 통해 첨단 기술정보 · 동향 획득

해외

협동

연구형

파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동으로 과제를 수행

하면서, 관련분야 기술 개발 동향 및 신기술 개발

정보를 획득하는활동 병행 지원

목적
§ 아시아의전략적 협력 파트너와국제 공동연구추진으로도전적문제 해결

§ 실질적 연구 협력을통해 주요 협력 국가와의파트너십을강화하고역내의국가 리더십 제고

내용

§ 협력 대상 지역(중국, 동남아)의 1개 이상 연구기관을파트너로공동연구수행

§ 인력교류 및 소규모 협력 중심의 역내 협력 수준을 높이고 출연(연)이 아시아 지역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가질 수 있도록지원

목적

§ 연구회와 헝가리과학원 산하 연구기관 간 연구교류 및 공동연구실 운영으로 양국의 과학기술 협

력 활성화

§ 한·헝가리과학기술협력창구및 인근 동유럽국가와의과학기술 협력 거점 확보

내용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Joint-lab을 설립하고 헝가리와 협력 연구를 통해 최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의 공동연구지원

목적

§ 출연(연)과 해외 협력기관 소속의 연구팀/연구자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원 및 연구

경험 접목

§ 글로벌 공동연구확대로국내 연구진의연구역량제고

내용
§ 출연(연)의 다양한 연구분야를 대상으로 연구자(팀)의 국제 공동연구 수요에 기초한 Bottom-Up

방식의 연구비지원

<표 6>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국제협력 사업

국제연구협력사례 1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제연구협력 실제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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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현황

국제연구협력사례 19

국제

심포지엄

§ STEPI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한 심포지엄으로, 과학기술정책과 기술혁신에 관한 국내

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과학기술정책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글로벌 협력 네

트워크를구축하는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한중일

과학기술

정책연구

세미나

§ 동북아 지역 과학기슬혁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5개 연구기관 간의 연구과제 및 성과에 대한 발

표와 토론을통해상호 연구역량을강화

§ 지역적이슈에공동으로대처하기위한 방안을모색

국제미래

심포지엄

§ 국제미래심포지엄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세계의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미래예측에관한 경험을공유하는자리

STEPI_IJ

CC

국제컨퍼

런스

§ 과학기술혁신의 통합적 활용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술혁

신협력센터는세계은행과함께국제컨퍼런스를개최

§ 과학기술혁신과 개발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

곤퇴치와경제발전의해법을 ‘과학기술혁신협력＇에서찾는 협력의장을마련

과학기술

정책연수

프로그램

§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정과 정책 경험을 개도국 과학기술정책 관계자에게 전수함으로써 참가국

의 과학기술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 간의 지속적 협력관계 형성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

음

강의모듈

연구내용

가. 모듈

§ 경제발전과과학기술

§ 한국의 NIS 시스템

§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및 R&D 프로그램

§ 과학기술및 산업인력육성

§ 기술 이전, 클러스터정책

§ 분야별과학기술정책 (농업, 바이오, ICT 등)

나. 구성

§ 강의

§ 팀 프로젝트

§ 산업/문화시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연구협력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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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부처 산하기관

국제연구협력사례 20

기타 국제연구협력 사례 개
요



참고자료 21

참고자
료

v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tepi.re.kr)

v 국가과학기술연구회 (http://www.nst.re.kr)

v 국토해양부. 2011.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
맵 연구. 서울: 국토해양부.

v 오동훈, 안예린. 2009.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분석과 전
략적 국제협력 강화 방안. 한국과학기술 평가원 ISSUE
PAPER 05.

v 윤종민. 2008.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귀속 및 활용 법
리. 기술혁신학회지, 11(4), 532-564.

v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
업 특정평가보고서 국제공동연구 사업군.



국제연구협력 보고서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Information Center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209

268, Chungwon-daero, Chungju-si, Chungcheongbuk-do, 27478, Korea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

(22478)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교수연구동(K3) 지식콘텐츠연구소 209호

2020년 No.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