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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작권을 우회하여 유료로 제공될 학술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Sci-Hub에 해 

살펴보고, 2018년 Sci-Hub 측에서 공개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국내 Sci-Hub 이용 황을 분석하여 근제한에 

처한 연구자들의 이용행태를 이해하기 한 기 인 바탕을 확립하기 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Sci-Hub와 

련된 황을 악한 후에,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된 지역별, 학술 논문의 주제, 출 사, OA 여부, 출간된 연도로 

범주를 설정하고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다운로드가 가장 많이 된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었으며,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과 학술지가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었고, 략 20%정도의 논문이 Open Access 상태 다. 2010~2017

년에 발간된 논문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IEEE의 논문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어 이를 종합해보면 

다운로드된 시  기  최근에 발간된 자연과학 계열의 학술논문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Sci-Hub, which provides the original text of academic 

papers to be provided for a fee by bypassing copyright, and to establish a basic basis for 

understanding the usage behavior of researchers with access restric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domestic Sci-Hub usage based on the dataset released by Sci-Hub in 2017. Therefore, after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world related to Sci-Hub, the categories were set and analyzed 

by region where the dataset was downloaded, subject matter of academic papers, publisher, OA 

status, and published yea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st downloaded areas were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nd papers and journals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were downloaded 

the most, and about 20% of papers were in Open Access state. The papers published between 

2010 and 2017 were the most downloaded, and IEEE's papers were the most downloaded, showing 

that recently published academic papers in the natural sciences were the most downloaded by 

the time they were downlo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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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1950년 까지 부분의 학술지는 구독을 기

반으로 하는 학회나 기  같은 비 리 조직에 

의해 운 되다가, 2차 세계 을 거치며 학문 

분야의 세분화와 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폭발

인 증가로 인해 상업 출 사들이 차 독

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21세기에 학술 출

은 연구 결과의 공유라는 기존의 역할 외에

도 매우 수익성 있는 산업이 되었으며,  세계 

연구자들의 문  지 에 큰 향을 끼친다

(Fyfe, 2018). 그 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학술

지의 비용 특성이나 가격에는 심이 없고 학

술지의 평 과 범 에만 심이 있으며 도서

은 학술지를 구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형 상업 출 사들의 독 인 지 를 이용한 

구독료의 인상이 도서 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출 되는 모든 학

술지를 구독할 수 있는 기 은 아무도 없으며 

이것이 Open Access(이하 OA) 운동이 요

해진 이유 의 하나이다(Houle, 2017). 

3B라고 불리는, 2001년 12월 OSI(Open 

Society Initiative)의 결과인 BOAI(Budapest 

OA Initiative) 선언, 2001년 Bethesda 선언, 

2003년 Berlin 선언에 의해서 본격 인 OA 운

동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 OA

는 처음에 기 했던 수 에 미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페이월로 인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근할 수 없는 정보가 존재하고 OA 

운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페이월 문제를 다른 

각도로 돌 하고자 한 움직임이 Black Open 

Access이다(Björk, 2017). Black Open Access

는 작권법을 우회하여 유료로 이용될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2015년 Elsevier와 미국화학 회(American 

Chemical Society: ACS)가 작권 침해와 컴

퓨터 사기  남용법 반에 한 손해배상을 청

구하며 본격 으로 논란의 상이 된 Sci-Hub

는 이러한 Black Open Access 에서 표 인 

사이트이다. 이 베일에 가려진 Sci-Hub를 분석하

기 하여 Science의 Bohannon은 Sci-Hub의 

창립자로 알려진 알 산드라 엘바키안(Alexandra 

Elbakyan)에게 요청하여 6개월(2015년 9월부

터 2016년 2월) 동안 있었던 2,800만 건의 다운

로드 데이터를 공개하 고 Bohannon이 이를 

분석한 기사를 발표한 이후로 Sci-Hub는 그 어

떤 리포지터리보다 더 유명하게 되었다(Baich, 

2017). 

엘바키안은 자신의 트 터 계정과 Sci-Hub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근 한 달 동안 Sci-Hub

에서 다운로드 요청이 가장 많았던 국가 20개

국을 공개하고 있는데, 2022년 9월 기  한국에

서는 653,789개의 다운로드 요청이 있었다. 

한, 2018년 Sci-Hub 측에서 공개한 데이터셋

에 의하면 국 99개 도시에서 3,063,053의 

지 않은 다운로드 요청이 있었다. 이는  세계 

국가 순 로는 12 , 비율로는 2%에 해당한다.

학술지와 련된 논의 은 근 확 로 인한 

이 과 근 제한으로 인한 해로운 향으로 

압축된다(LaDue, 2018). 근 확 로 인한 이

에 한 연구뿐 아니라 근 제한이 연구자

들에게 미치는 향 한 연구되어야 할 요

한 문제이다. 페이월의 근 제한 문제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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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Sci-Hub는 학술 정보 유통 과정에서 무

시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한 분석이 이 지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연구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학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학․연구 도서 의 입장에서

는 이러한 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에 근거하

여 Sci-Hub와 그를 둘러싼 황에 해서 살

펴본 후 2018년 Sci-Hub 측에서 공개한 데이

터셋을 분석하여 이러한 비합법  랫폼을 통

해 학술 정보에 근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이

용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 인 토 를 마

련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2016년 Bohannon은 Sci-Hub 측에 로그데

이터 공개를 요청하 고 그에 따라 2015년 6월

부터 2016년 2월까지의 데이터셋이 공개된다. 

이 데이터셋은 다운로드된 자료의 DOI, 다운로

드 날짜와 시간, 다운로드의 귀속 치,1) 국가

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IP 어드 스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격 으로 이 데이터셋이 분석되기 이

에는 부분의 요청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

할 것으로 상하 으나 Si-Hub의 논문 요청 

 1/4은 학술지의 근성이 가장 좋은 경제

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으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었고 가장 강력한 사용  일부는 

미국과 유럽 학의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ohannon, 2016). Elsevier가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2015년 11월 sci-hub.org

의 도메인이 압수되었지만2) 수많은 미러링이 

미국 할권 밖에서 일어나면서 한 달 후 새로

운 도메인명으로 다시 등장했고(Priego, 2016) 

이 때문에 Sci-Hub의 주소는 수시로 바 지만 

키피디아, 딧, 트 터 등에서 새로운 주소

를 찾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며 최근에는 텔

그램 을 통해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도 있다.

Bohannon(2016)의 분석에 의하면 남극을 

제외한 모든 륙에서 다운로드 요청이 있었는

데 가장 다운로드 요청이 많았던 도시는 테헤

란으로 127만 건의 요청이 있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다운로드 요청이 많았던 상  20개국

은 <표 1>과 같다.

다운로드된 학술 논문의 출 사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Elsevier 고, 그 뒤를 

Springer Natur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IEEE) - American 

Chemical Society(ACS)- Wiley-Blcakwell이 

차지했다(<그림 1> 참조).

Greshake(2017)는 Sci-Hub의 말뭉치(Corpus)

와 데이터셋을 비교․분석하 는데 다운로드

된 학술 논문의 95% 이상이 1982년 이후에 출

간된 것이었고, 35%가 다운로드된 시  기  

2년 이내에 발간된 것이었다. 1900년 이 에 출

간된 학술 논문은 0.04% 정도 다. 체 다운

로드의 80%가 9개 출 사를 통해서 발간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출 사의 과 성이 더욱 두드

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로드된 학술지는 

총 177,000종으로 략 25% 정도가 OA 상태

는데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학술지 20개  

12개가 화학분야의 학술지임이 드러났다. 

 1) 이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해 이용자의 지리  치를 가장 가까운 도시의 지리 좌표계로 표시하 다.

 2) 이때 Sci-Hub의 서버가 옮겨지면서 공개된 데이터셋에 2015년 11월의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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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다운로드 요청 수 번호 국가 다운로드 요청 수

1 국 24,938,665 11 스페인 3,089,349

2 인도 13,143,462 12 한국 3,063,053

3 미국 11,991,045 13 독일 2,881,769

4 라질 7,004,792 14 캐나다 2,808,743

5 이란 6,619,989 15 이탈리아 2,677,048

6 인도네시아 5,382,067 16 말 이시아 2,403,398

7 랑스 4,208,280 17 네델란드 2,194,240

8 러시아 4,013,310 18 콜롬비아 2,041,680

9 멕시코 3,271,085 19 튀르키 2,004,756

10 국 3,150,705 20 만 1,999,026

<표 1> 2017년 다운로드 요청 상  20개국

<그림 1>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상  15개 출 사
(출처: Bohannon 2016, p. 509)

Himmelstein et al.(2018)은 2017년 3월 21

일 CrossRef에서 다운로드된 DOI에 의해 식별

된 81,609,016개를 ‘Scholary Literature'라고 

정의하고 Sci-Hub가 공개한 DOI를 비교한 결

과 체 논문의 68.9%의 ‘Scholarly Literature'

가 Sci-Hub에 장되어 있었다. 나머지 31%의 

경우도 Sci-Hub에 장이 되어 있지 않다기보

다는 Sci-Hub 측에 아직 요청되지 않은 자료라

고 Himmelstein은 Science Insider와의 인터

뷰에서 주장했다(McKenzie 2017). ‘Scholary 

Literature'는 학술지에 실린 학술 논문이 가장 

큰 비 이었는데, 그것의 77.8%를 Sci-Hub 측

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Sci-Hub에서 다운로드된 

학술 논문의 부분이 구독 기반 유료 학술지에

서 출간된 것(85.1%)이었다. 주제별로 보면 화

학 분야가 93.0%로 가장 높았고 컴퓨터 사이언

스 분야가 76.3%로 가장 낮았다. 용 범 가 

75% 미만인 주제 분야는 없었다. 출 사 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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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lsevier의 96.9%, Springer Nature의 89.7%, 

Wiley-Blackwell의 94.7%, Taylor & Francis

의 92.6%, Woters Kluwer의 88.3%, Oxford 

University Press의 88.3%, Sage Publication

의 90.9%, ACS의 98.9% 학술 논문을 확보하

고 있었으며 341개의 출 사의 경우는 완 히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Due(2018)는 미국 연구자들의 Sci-Hub 

이용을 분석하여 미국에서의 Sci-Hub 이용이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편리성에 의한 것이라

는 주장에 한 타당성 조사하 다. 그를 해 

Sci-Hub 다운로드의 지리  특성이 학의 제

도  특성과 어떤 련이 있는지, 지리  치

의 인구통계와 어떤 련이 있는지를 분석하

는데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원생과 교수

진이 많고 연구비 지원 수 이 높은 기 에서 

Sci-Hub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필

요성이 편리성보다 Sci-Hub를 이용하는 원동

력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하 다. 

González-Solar & Fernández-Marcial(2019)

는 도서 이 Sci-Hub가 가지고 있는 즉시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학에서 연구 지원 서

비스의 발 으로 이용자가 정보 출처에 한 조

언과 지침을 구하기 해 계속해서 도서 을 찾

는다는 연구 결과를 언 하며 도서 이 Sci-Hub

같은 불법 시스템에 한 정보 질의에 직면할 

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학술커뮤니 이션에서 무시할 수 없

는 흐름이 된 Sci-Hub와 련된 국내 연구가 

아직 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  Sci-Hub 

이용 실태에 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Sci-Hub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이용 

요구와 행태에 한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Black Open Access
 

본 연구에서는 먼  구독 기반의 근방법과 

기 보다 느리게 진 되고 있는 OA, 기존 작

권에 한 무지 혹은 무시가 결합하여 새롭게 등

장한 Black Open Access와 페이월 뒤에 존재하

는 유료 학술 논문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하는 해  사이트인 Sci-Hub에 해서 살펴

보고, 2018년에 Sci-Hub에 의해서 공개된 2017

년 한 해 동안의 로그 일 데이터셋을 다양한 

에서 분석하여 국내에서의 Sci-Hub 이용 실태

를 밝히고자 한다. 

 

2.1 그림자 도서

Björk(2017)가 Black Open Access3)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 새로운 채 들은 학술 소셜 네

트워크(Academic Social Network, 이하 ASN)

와 해  불법 사이트(Pirate Copy Site)/그

림자 도서 (Shadow Library)으로4) “ 작권 

규칙을 용하는 리포지터리와는 조 으로, 

이 새로운 채 은 부분 출 된 학술 기사의 

디지털 복제본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복제한

 3) 게릴라 OA(Guerilla Open Access), 해  OA(Pirate Open Access), 도  OA(Rogue Open Access), 로빈 

후드 OA(Robin Hood Open Access)라고도 불린다.

 4) Björk(2017)는 그의 논문에서 해  불법 사이트라고 칭했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그림자 도서 이라 칭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그림자 도서 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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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 다.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과 연구 결과물을 결합

하여 연구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된 연구자 문 

소셜 네트워크인 ASN을 통하여 연구자들은 자

신의 학술 논문을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이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학술 정보에 근

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된다(Martín-Martín 

et al., 2018). 연구자들은 학술 논문을 학술지에 게

재할 때 작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

의 학술 논문을 공유하기도 한다. 재 가장 지배

인 두 랫폼은 Acadimia.edu와 ResearchGate

이다. 2021년 재 Acadimia.edu는 1억 5천만 

명, ResearchGate는 2,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

하고 있다. Borrego(2017)가 2016년 13개 스페

인 학의 기  리포지터리와 ResearchGate의 

연구 결과물을 비교한 결과, 이들 학의 연구

자가 2014년에 발표한 학술 논문의 54.8%가 

ReseachGate에 원본으로 업로드되어 있었다. 

이들에게 기  리포지터리에 업로드하지 않은 

채로 ResearchGate에만 업로드한 이유를 조사

했더니 기  리포지터리에 한 존재나 이용 방

법에 한 무지, ResearchGate의 이용 편리성과 

ResearchGate가 기  리포지터리보다 학술 논

문의 가시성이 더 높은  등 때문에 기  리포지

터리에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자 도서 이란 “사회 ․정치  의제를 

가진 이용자가 작권이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디지털 텍스트 리포지터리 

 커뮤니티”를 말한다(Ekström, 2017). 그  

가장 규모가 큰 그림자 도서 인 Library Genesis 

(LibGen)는 2008년경 러시아어 텍스트 컬

션을 통합하기 해 시작한 그림자 도서 이다. 

LibGen은 소스 코드, 카탈로그, 테라바이트 크

기의 컬 션을 포함한 자체 라이 러리 인 라

를 오  소스로 배포하 고 이에 따라 LibGen 

주변에 그림자 도서 의 활발한 생태계가 조성

되었다. 

2.2 Sci-Hub 작동 방식

2009년 카자흐스탄 학에서 생체검사 신경

과학 석사과정에 있던 알 산드라 엘바키안

(Alexandra Elbakyan)은 학이 구독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를 진행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큰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해 문제의식을 느끼

고 2011년 이용자의 신원을 익명화하는 툴인 

Anonymizer의 소스 코드를 일부 변경하여 페

이월을 우회하여 학술 논문을 다운로드받는 스

크립트의 형태로 Sci-Hub를 개발하 다. 이는 

페이월에 부딪  학술 논문에 근할 수 없는 

연구자들에게 근을 제공하는 수많은 그림자 

도서  의 하나로 LibGen의 표 인 미러

사이트이다(Elbakyan, 2017). 

처음에는 자체 리포지터리가 없이 임의의 

학 록시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제공한 학술 논

문의 URL이나 DOI로 학술 논문을 다운로드받

아 제공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서버에서 

일을 제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2013년 

국에서 요청수가 폭발 으로 증가하면서 LibGen

에 요청받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LibGend

으로 리디 션을 하고, 일이 없을 경우에는 

Sci-Hub가 취득한 인증정보5)를 이용하여 

학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술 논문을 다운받아

서 이용자에게 제공한 후 LigGen에도 장을 

하는, LibGen을 일종의 외부 리포지터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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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방식은 2014

년 무렵까지 계속되다가 2015년부터는 자체 리

포지터리를 운 하고 있는 상황이다(Otani & 

Bando, 2018). 

Sci-Hub측의 주장에 의하면 2022년 재 100 

TB 크기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88,343,822개

의 도큐멘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80%가 

학술지에 실린 학술 논문, 6%가 로시딩, 5%

가 단행본의 장(章)이다. 77%가 1980~2022년

에 출간되었으며 주요 학술지의 95%이상을 확보

하고 있다. 주제별로 보면 의학 24,577,530 화학 

16,460,921 생물학 15,499,507 인문학 12,592,316 

물리학 8,658,518건 등이다. 

2.3 Elsevier, ACS와의 소송

Elsevier는 2015년 6월에 미국 뉴욕 남부지

방법원에 Sci-Hub, LibGen, Elbakyan에 해 

작권 침해와 컴퓨터 사기  남용법 반에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0월 Elsevier 측의 승리로 Sci-hub.org는 

폐쇄되었으나 미국 할권 밖에 수많은 미러링 

사이트가 존재하며 오히려 이로 인해 Sci-Hub라

는 존재가 부각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후

로도 Sci-Hub는 주소를 계속 옮기면서 운 이 

되고 있다. 

3. 연구 방법

2018년 Sci-Hub 측에서 공개한, 2017년 한 

해 동안의 로그 데이터 셋은 <표 2>와 같이 구

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로 

데이터를 분석하 다.

∙지역별 다운로드 분포 분석 

∙다운로드된 학술 논문의 출간 연도 분석

∙다운로드 빈도

∙다운로드된 논문들의 출 사 분석

DOI의 prefix를 이용하여 이 실린 학술 논

문의 출 사 빈도 분석

항목

timestamp(yyyy-mm-dd hh:mm:ss) 2017-01-08 11:21:22

DOI 10.1002/ptr.5697

IP identifier 483050

User identifier 735171

Country according to GeoIP South Korea

City according to GeoIp Ansan-si

Latitude 37.3218778

Longitude 126.8308848

<표 2> Sci-Hub 2017 로그 데이터 셋 항목

 5) 인증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 해서는 Sci-Hub와 출 사 측의 주장이 다르다. Sci-Hub는 자신들의 취지에 동조

하는 많은 자원 사자들로부터 자격증을 제공받는 등 밝힐 수 없는 방법으로 수집을 하지만 피싱을 하지는 않는

다고 하 고, 출 사 측에서는 일부 정보가 피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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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된 학술 논문들의 OA 여부

Unpaywall의 API를 통한 학술 논문들의 

OA 여부 분석

∙다운로드된 학술지의 주제 분류

Web of Science와 KCI 학술지 분류를 교

차 분석하여 분류

4. 국내 Sci-Hub 이용 황

4.1 국내 지역별 다운로드 분포 분석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 Sci-Hub 다운로드 

요청 건수는 3,063,053건이다. 이것을 월별로 

집계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이를 보면 계속 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이

용이  증가하는 추세 으며 9월에 다운로

드 횟수가 등한 것이 보인다.

공개된 GeoIp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다운로

드된 상황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표 3>과 같

다. 이  20,752건은 지리정보가 훼손되어 지

역을 특정할 수 없었다. Sci-Hub 측에서는 구

체 인 지리 치를 밝히지 않기 하여 다운

로드가 발생한 지 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구역

( : 서울은 서울시청 37.566535, 126.9779692 

등)의 경도와 도로 치를 표시하 다. 

지역별 요청을 지도에 표시한 것은 <그림 3>

과 같다.

도시를 심으로 국 99개의 도시에서 이

용요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술 정보의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상

되는 공공연구기 , 학, 기업체 등 연구수행

주체의 분포와 다운로드 요청 횟수의 상 계

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연구수행주체별 연

구개발수행조직, 연구개발비, 연구자 수를 지역

별로 정리하면 <표 4>, <표 5>, <표 6>과 같다. 

이들의 상 계를 알기 해서 R4.2.1로 분석

해보았을 때 다운로드횟수와 연구구수행주체

별 연구개발수행조직, 연구개발비, 연구자 수 

간에 양의 상 계를 갖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림 4> 참조). 

한국의 경우 연구수행주체들이 서울과 수도

<그림 2> 월별 다운로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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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도시
다운로드 

횟수
행정구역 도시

다운로드 

횟수
행정구역 도시

다운로드 

횟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480,527

강원도

강릉 1,625

라남도

나주 303

부산 역시 부산 역시 53,526 원주 2,669 무안 44

구 역시 구 역시 26,932 춘천 9,688 목포 199

인천 역시 인천 역시 54,994 화천 544 순천 27,865

주 역시 주 역시 26,182 홍천 223 고흥 106

역시 역시 54,204 고성 27 화순 903

울산 역시 울산 역시 14,677 태백 17 보성 51

경기도

성남 57,417 양양 2 담양 24

부천 10,026 속 2 해남 17

용인 20,177 인제 92 양 14

수원 32,269

경상북도

구미 1,289

포천 3 경산 6,972

안양 6,829

충청북도

음성 324 김천 474

화성 3,483 제천 145 안동 743

의정부 2,072 청주 17,891 포항 26,262

양평 57 괴산 31 상주 559

안성 1,985 증평 3 천 7

평택 1,670 동 37 군 4

시흥 1,990

충청남도

공주 1,310 칠곡 2

고양 6,254 천안 8,188 의성 8

군포 3,787 태안 149

경상남도

김해 2,109

오시 475 산 1,806 하동 188

안산 5,065 논산 391 진주 3,977

과천 5,611 계롱 201 양산 2,415

남양주 2,801 부여 7 거제 172

주 2,712 홍성 76 남해 7

하남 1,479

라북도

군산 156 사천 1

김포 1,138 익산 7,983 양 1

이천 196 주 16,730 통 61

양주 189 김제 7 함양 32

구리 100 정읍 4 창원 3,137

여주 95 임실 3
제주도

제주 15,650

명 47 남원 28 서귀포 17

주 5 순창 8 N/A 20,753

계 3,063,053

<표 3> 국내 지역별 다운로드 횟수



48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4호 2022

<그림 3> 국 지역별 다운로드 황

<표 4> 2017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수행조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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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7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지역) 

<표 6>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자 수(지역)

<그림 4> 다운로드 횟수와 연구개발수행조직수, 연구비, 연구자수와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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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데이터

가 패턴을 좌우하므로 수도권을 제외한 데이터

로도 상 계를 분석해 보았다(<그림 5> 참

조). 이러한 분석에서도 다운로드 요청횟수와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수행조직, 연구개발비, 

연구자 수 모두 양의 상 계를 보 다. 

이를 보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과 연구

자 수가 많고, 연구개발비가 많이 수행될수록 

Sci-Hub의 다운로드 횟수도 많다는 것을 측

해볼 수 있다. 

4.2 다운로드된 학술 논문의 출간 연도 분석

국내에서 다운로드된 학술 논문이 발간된 연도를 

그래 로 표시해보면 <그림 6>과 같다. 가장 오래된 

논문은 1748년 The Royal Society Publishing 社

에서 발간한 Philosophical Transactions에 

실린 “VI. Divers means for preserving from 

corruption dead birds, intended to be sent to 

remote countries, so that they may arrive there 

in a good condition. Some of the same means 

may be employed for preserving quadrupeds, 

reptiles, fishes, and insects, by M. de Reaumur, 

F. R. S. and Memb. Royal. Acad. Sc. Paris.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Phil. Hen. 

Zollman, Esq; F. R. S”으로 비 OA 논문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발간 연도 범 는 1748년~ 

2018년으로 상당히 넓어서, 다양한 요구가 존

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횟수로 보면 1990

년  발간된 논문이 11.6%, 2000년  발간된 

논문이 25.1%, 2010년  발간된 논문이 46.6%

로 83.3%를 차지한다. 2010년 를 좀 더 자세

히 보아도 2017년 기  최근 발간된 논문이 많

이 다운로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다운로드 빈도

1회만 다운로드된 논문은 총 1,856,749편

(81%)이다. 1회만 다운로드된 논문의 발간 연

도를 보면 1800년  이  14,369편(1%), 1900~ 

1949년 38,178편(2%), 1950~1999년 489,558편 

(27%), 2000~2009년 456,621편(26%), 2010~ 

2017년 783,884편(44%)으로 2010~2017년 사

이에 발간된 논문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그림 5> 수도권 제외 다운로드 횟수와 연구개발수행조직수, 연구비, 연구자수와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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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운로드 된 논문의 발간 연도

<그림 7> 2010년  발간 분포

하고 있다. 

2회~49회 다운로드된 논문은 총 498,516편

이다. 2회~49회 다운로드된 논문의 연도를 보

면 1800년  2,316편(1%), 1900~1949년 6,630

편(2%), 1950~1999년 77,782편(19%), 2000~ 

2009년 94,007편(23%), 2010~2017년 233,369

편(56%)으로 역시 2010~2017년에 발간된 논

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50~99

회 다운로드된 논문은 총 98편이다. 발간 연도

를 보면 1923년 논문이 1편, 1950~1999년 5편, 

2000~2009년 12편, 2010~2017년 79편이다. 

2010~2017년도의 논문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

었다. 100회 이상 다운로드된 논문은 19개 논문이

다. 발간 연도를 보면 1950~1999년 5편, 2000~ 

2009년 2편, 2010~2017년 12편이다. 

4.4 다운로드된 논문들의 출 사 분석

DOI의 prefix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된 논문

들을 발간한 출 사  학회를 분석하면, 총 

916개 사이며, 다운로드 횟수 상  10개 출 사

는 <표 7>과 같다. 상  5개 사(IEEE,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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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Wiley-Blackwell, AAAS, World 

Scientific)가 체의 62.3%를 차지했고 상  

10개 사로 확 하면 81.2%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특이한 은 부분

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출 사인 

Elsevier가 7 인데 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다

운로드된 출 사는 IEEE라는 이다. 학술 출

업계의 빅 이 인 Elsevier, Springer Nature, 

Taylor & Francis, Wiley-Blackwell, Sage 

Publication은 총 1,071,061건으로 32.7%를 차

지한다. 이는 학술 출  시장에서 특정 출 사

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다는 것, 그들이 출

하는 학술 정보의 정보 근 제한 비율이 매

우 높다는 것을 보여 다. 1회만 다운로드된 출

사  학회는 146개 사이다. 

국내 학회에서 발간된 논문이 다운로드된 경

우도 있었는데, 69 학회에서 1,240회가 다운로

드되었다. 

4.5 다운로드된 학술 논문들의 OA 여부

학술 논문의 OA 여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Unpaywall의 API를 이용해 Sci-Hub에서 다운

로드된 학술 논문 2,278,529편의 OA 여부를 조사

해본 결과 비(非) OA 논문이 1,777,068(78.0%), 

OA 논문이 492,241(21.6%)로 비(非) OA 논

문이 더 큰 비 을 차지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논문은 총 261

회 다운로드된 Elsevier 社의 Microchemical 

Journal(Vol. 14, Issue 2, June 1969)에 실린 

“N-bromosuccinimide as a direct titrant for 

thiourea and thioacetamide using bordeaux 

red as an indicator”(10.1016/0026-265x(69) 

90042-3)으로 비(非) OA 논문이다. 

100회 이상 다운로드된 논문 19편의 OA 여

부를 보면 2편이 OA, 17편이 비(非) OA 논문

으로 OA 논문이 11%를 차지했다. 다운로드된 

체 학술 논문의 비 OA 논문의 비 보다 다운

로드가 많이 된 학술 논문 에서 비(非) OA의 

비 이 조  더 높았다. 이를 볼 때 Sci-Hub의 

이용이 편리성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 제한 정보로의 근을 해 Sci-Hub가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순 출 사  학회 다운로드 횟수 비율(%)

1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IEEE) 677,730 22.1

2 Springer Nature 596,699 19.5

3 Wiley-Blackwell 288,028  9.4

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186,213  6.1

5 World Scientific 159,465  5.2

6 American Chemical Society(ACS) 157,028  5.1

7 Elsevier 151,225  4.9

8 Informa UK 125,380  4.1

9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100,490  3.2

10 Institution of Electrical Engineers  43,557  1.4

<표 7> 다운로드가 많이 된 상  10개 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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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운로드된 학술지의 주제 분류

국내의 경우 다운로드된 학술지는 총 11,816

종(種)이다. 이를 Web of Science와 KCI의 학

술지 분류를 교차 참고하여 공학, 농수해양학, 복

합학, 사회과학, 술체육학, 의약학, 인문학, 자

연과학으로 분류하여 비교해보았다.

다운로드된 학술지의 주제를 보면 자연과학 

분야가 1,700,724회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었

고 공학 1,355,839회 그 뒤 의약학 850,017회 복

합학 328,223회 사회과학 129,211회 농수해양학 

62,094회 술체육학 33,593회 인문학 19,347회 

다운로드되었다(<그림 8> 참조).

다운로드된 학술지 종류는 자연과학이 4,825

종(種)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 의약학 4,515종 

사회과학 3,646종 공학 2,643종 인문학 917종 농

수해양학 504종 술체육학 266종 복합학 177

종이었다(<그림 9> 참조).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학술지는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의 Science 다.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학술지 10종은 <표 8>과 같다. 

<그림 8> 다운로드된 학술지의 주제 분류

<그림 9> 다운로드된 학술지의 주제별 종류 수 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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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출 사 다운로드 횟수

1 Scienc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169,524

2 Nature Springer Nature  94,744

3 IEEE Transactions on Nuclear Science IEEE  22,307

4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IEEE  21,794

5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American Chemical Society(ACS)  19,077

6
IEEE Transactio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IEEE  15,201

7 Scientific Reports Springer Nature  15,099

8 Applied Physics Letters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14,675

9 IEEE Journal of Quantum Electronics IEEE  13,653

10 Scientific American Springer Nature  13,045

<표 8>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학술지 10종

5. 결 론 

본 연구는 유료로 이용될 논문을 무료로 다운

로드받게 해주는 그림자 도서 인 Sci-Hub의 

국내 이용 황을 분석하여 차후 근제한에 처

한 연구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

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기 

한 기본 인 토 를 마련하기 해서 수행 다. 

따라서 2018년에 Sci-Hub 측에서 발표한 데이

터셋을 다각도로 분석하 다. 

다운로드 횟수를 지역별로 정리해 보면 국 

99개 도시에서 다운로드 요청이 있었었다. 서

울과 경기지역에서 가장 다운로드가 많이 발생

했는데, 이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연구개발수행

조직이나 연구자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상

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과 경기지역

을 제외하고 분석하여도 연구개발수행조직, 연

구자 수, 연구개발비와 다운로드 횟수는 양의 

계를 보 다.

2017년 한 해 동안 다운로드가 된 추세를 보

면 꾸 한 우상향 상승세를 보 고, 특히 9월에 

폭발 으로 이용이 늘어났다. 

다운로드된 학술 논문의 출간 연도를 보면 

2010~2017년에 출간된 논문이 가장 많이 다운

로드되었고, 발간 연도의 범 는 1748년~2017

년으로 범 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아 다양

한 이용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0

년  발간된 논문이 11.6%, 2000년  발간된 

논문이 25.1%, 2010년  발간된 논문이 46.6%

로 83.3%를 차지하 다.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상  5개의 출 사는 

IEEE, Springer Nature, Wiley-Blackwell, AAAS, 

World Scientific으로 62.3%를 차지하고 있었

고, 빅 이 가 시장을 차지하는 비율은 32.7%

다. 이를 보면 출 사의 과 상이 Sci-Hub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하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운로드된 논문  OA 논문은 21.6% 다. 

100회 이상 다운로드된 논문 에 OA 논문의 

비 은 11%로 OA 논문의 비 이 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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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Hub가 이용되는 주된 이유는 편리성보다

는 근 제한성 때문으로 보이지만, 체 으

로 OA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국내 학회에

서 발간된 학술 논문들도 다운로드된 상황을 

보았을 때 편의성에 의한 이용도 존재하는 것

으로 보인다. 

다운로드된 학술지의 주제를 보면 자연과학

-공학-의약학-복합학-사회과학-농수해양학-

술체육학-인문학 순으로 나타나 사회과학이

나 인문학보다는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Sci-Hub의 이용은 주로 자연과학, 공학, 의

약학 분야에서 페이월 등의 근 제한에 의해 

입수할 수 없는 논문을 열람하기 해 국에 

걸쳐 지 않은 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ci-Hub는 작권을 

반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페이월의 높은벽, 

Sci-Hub의 편리성과 신속하지 못한 도서  서

비스에 한 불만 등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인

다. 그 기 때문에 학술 커뮤니 이션에 종사

하고 있는 도서 의 입장에서 Sci-Hub와 이용

자에 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 분석을 

바탕으로 Sci-Hub와 그 이용자에 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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