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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필요성
• 입학자원 감소,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대학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보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학
술전자정보 활용은 늘어나 대학의 전자정보 구독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대학들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점점 악화되는 재정 상황 속에서
전자정보 구독 예산을 위한 확대는 요원하며 오히려 구독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기까지에 이르게 됨
•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교협은 전국대학도서관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대도연)와 함께 2017년부터 「대교협
컨소시엄」(KCUE 컨소시엄, 큐 컨소시엄으로 지칭)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대학을 대표하여 전자정보 구독료 협상을 진
행함으로써, 대학, 도서관, 공급·출판사의 상생과 협력 증진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대학의 전자정보 구독에 관한 쟁점과 KCUE 컨소시엄의 역할·기능을 검토하여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구
매 컨소시엄 구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자 함

Ⅱ. KCUE 컨소시엄
추진 배경
• 학생자원 감소, 반값 등록금 정책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대학도서관의 자료구독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전자정보(Web DB, 전자저널, 전자책 등) 공급사는 매년 구독료를 인상(5∼7%)함으로써 대학은 구독규모를 축소하게 되고 이는 원활한 연구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
• 대학도서관 중심의 컨소시엄 운영 필요성 대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컨소시엄
(KESLI 컨소시엄)은 대학, 기업·연구소, 공공

· 학령인구 감소
· 등록금 동결, 인하
· 대학평가, 구조개혁

대학환경
변화

기관·연구기관 등에 모두 동일조건 협상 진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컨소시엄(ACE
컨소시엄)은 대학을 대상으로 하나 교육부 지

· 제4차 산업혁명
· lot, CPS, AI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

사회, 산업
변화

대학도서관의
위기
기존 운영 체제 한계
사서인력, 예산 감축
도서관 서비스 축소

연구정보
변화

· 정보환경변화
· 정보획득방식 변화
· 소유에서 공유로
(오픈액세스 운동)

구독환경
변화

· 기존 구독조건의 한계
(빅딜계약)
· 새로운 구독조건 등장
(Offset)

원사업으로서 해외 학술정보 구독만을 취급
--이들 컨소시엄에 참여하던 대학들은 전자정보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공동구매 < KCUE 컨소시엄 >

공동구매 사업을 위한 대학도서관 중심의 컨

[그림 1] KCUE 컨소시엄 추진 배경

소시엄 운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협력 논의
--대도연-대교협 주관 ‘대학도서관 컨소시엄(KCUE 컨소시엄)’을 전자정보 공동구매를 위한 공식 컨소시엄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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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자료: KCUE컨소시엄(2019c). 2020 구독을 위한 대교협 컨소시엄 협상 품목 총평(내부자료)을 활용.

[그림 2] KCUE 컨소시엄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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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2015.11.),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2015.12.) 심의 안건, 주요 현안으로 부상
--대교협 회장 명의 회원대학 안내 발송: ‘전자저널·Web DB 가격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총장님들께 드리는 협조 요청’
(2016.3.) 등을 통해 지원체제 가동
--대교협 제212차 이사회에서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인정(2016.9.8): “2016년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공동구매를 위한 컨소
시엄은 KERIS 및 대교협-대도연 컨소시엄만을 인정하고, 2017년부터는 대교협-대도연 컨소시엄만을 대학도서관 컨소
시엄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의결
• 전자정보 컨소시엄 운영 방안 수립(2017.1.1)
--국가 컨소시엄은 모든 민간 컨소시엄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구독료가 높은 주요 전자저널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협력
과 지원이 필요함을 정부기관에 요청
• 연구정보인프라 포럼 및 토론회 개최, 연대 선언, 정책연구 추진 등 다각도로 컨소시엄 활성화를 지원 중

운영 체제
• KCUE 컨소시엄은 대교협과 대도연 및 회원관(국공립대학도서관, 사립대학도서관, 전문대학도서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
--대교협은 컨소시엄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을, 대도연은 구독협상과 연구분석을 담당
--전자정보위원회에는 도서관장 및 유관기관장, 전자정보협상위원회에는 사서를 비롯한 도서관 담당자 및 전문가가 참여
(전문협상교육과정 이수, 관련 정책 방안 연구)
--전자저널특별위원회는 주요 사안을 검토하고 국회위원 등이 참여하는 ‘고도화 포럼’도 별도로 구성하여 협력 운영 중
--협상 결렬 및 긴급 사안 발생 시 특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Task Force, 연대협상단 등을 구성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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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대교협

• 대학도서관의 구독 품목에 대해 KCUE 컨소시엄이 개별

률을 비교·분석하여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고 계약기준을

전자정보위원회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정보인프라
고도화 포럼

대학을 대표하여 협상함. 협상에서는 전문가인 협상위원
들이 공급사가 초기에 제시한 구독금액과 전년대비 인상

대도연
위원장 1명, 위원 10명, 간사 1명
전자정보 사업관련 주요정책 결정
주
요
사
안
결
정

대외협력사업
보
고

전자저널 특별위원회
위원장 1명
위원 21명
간사 1명

마련함으로써 대학의 전자정보 구매비용 절감에 기여

전자정보 협상위원회

사업지원

협상위원장 (1명)

--2016-2019년 컨소시엄 제안 품목은 총 393개, 협상

[공동진행]

기획연구분과(9명)

완료 품목은 총 370개임. 구독료 최종 인상률은 평균

전자정보사업 계획 수립
전자정보 개선방안 연구
컨소시엄 협상관련 연구분석
전자정보 사업보고(대내·외)
협상정문가 풀 구축 및 관리

1.69%로, 공급사의 최초 제안 인상률이 평균 2.95%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구독료 협상은 필수과정임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구독료 인상률을-

KCUE 협상분과(9명)

· 제안요청설명회
· 설문조사
· 엑스포

분과위원장 1명, 위원 8명

분과위원장 1명, 위원 8명
컨소시엄 공동구매 협상
컨소시엄 협상 관련 업무

공유 및 지원

[그림 3] KCUE 컨소시엄 운영 체제

낮추어 연간 약 60여 억 원의 구매비용을 절감('16년).
일부 공급업체와는 협상 결렬 및 재협상('17-18년)
--결렬 품목에 대해서는 보이콧(구독·계약 거부) 실시('17년), 구매계약 체결 보류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컨
소시엄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

<표 1> KCUE 컨소시엄 전자저널 구독 협상 성과
(단위: 개, %)

구분

<인상률>

120

3.5

03

인상률

3.0

100

최초 제안 협상 완료 조건미달 협상결렬 최초 제안 협상 완료
76

76

-

-

2.86

2.19

2.5
80

품목 수 최초 제안

2.0

2017년

107

98

4

5

3.02

1.73

1.5

2018년

111

99

10

2

2.88

1.47

2019년

99

97

2(철회)

-

3.02

1.38

40

76

76

107

98

111

99

99

97

20

주: 2015-2018년 기준, 4년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28%, 교육부문 1.45%,대학 전자자료구입비 증가율 0.76%, 총자료구입비 증가율 0.26%임
자료: KCUE컨소시엄(각 연도). 최종 협상 결과 보고(내부자료)

품목 수 협상 완료

60

0

인상률 최초 제안
인상률 협상 완료

1.0

0.5

2016

2017

2018

2019

0.0

[그림 4] KCUE 컨소시엄 협상 품목 및 인상률 추이

• 도서관장 참여 활성화로 외연 확장: 국회토론회(국회의원중심 국회연구회 협조), 대교협 정책포럼 개최
• 타 컨소시엄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KCUE 컨소시엄 자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표 2> KCUE 컨소시엄 공동구매를 위한 신규 시스템 참여 현황(2019년)
제안사 수

제안 품목 수

참여 대학 수

참여 건수

38

100

91

776

KCUE Higher Education Issue

2016년

품목 수

<품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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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의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 국제도서관컨소시엄연맹(ICOLC)에 가입된 도서관 전자정보 구독 컨소시엄은 약 175개 정도 (2018년 기준)
<표 3> 해외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가입 현황(ICOLC 기준, 2018년)
지역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컨소시엄 수

16

44

101

4

6

4

참여 국가 수

11

23

3

3

2

4

주: ICOLC에 가입된 컨소시엄 수에 한하며, 이 외에 국가별로 복수의 컨소시엄이 존재할 수 있음에 유의
자료: ICOLC 홈페이지(hrrps://icoic.net/consortia) 회원 소개(participating consortia)를 참고하여 작성

--이 중 가장 많은 컨소시엄이 소속된 국가는 미국(84개)임. 캐나다(16개), 독일(7개), 영국(6개)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
가별로 1~2개 컨소시엄이 가입되어 있음
--국가별로 VIVA(미국), JISC(영국), COUPERIN(프랑스), JUSTICE(일본), CALIS(중국), CONCERT(대만) 등을 운영
• 미국에서 대학협의체와 컨소시엄은 20세기 초 참여기관들의 다양한 자원들을 공유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작된 근거리 기반의 네트워크
--대학들은 자원 공유를 목표로 하여 자발적으로 다수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 특히 재정 및 인적자원이 충분치 않은 소규
모 칼리지와 사립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함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향상과 빠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컨소시엄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컨소시엄이 체결
되는 추세(지역 또는 국가 단위, 국공립-사립, 전공별, service provider(도서관, 대학, 과학연구소), 기관별(연구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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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간) 컨소시엄)
--미국 내에서는 주로 각각 같은 주에 소재한 대학 간의 도서관 컨소시엄이 체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statewide link가 만들
어짐. 도서관 컨소시엄은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공립 및 사립 K-12학교, 공공 도서관까지 포함됨
• Five Colleges(FC), Inc. (https://www.fivecolleges.edu)
--미국 내 대학 컨소시엄의 시초가 된 사례로서, 1914년 근접 대학 간의 확장서비스 협력을 시작으로 하여 1950년대
Amhest, UMass Amherst, Smith College와 Mt Holyoke College가 도서관 자료 구독 공유, joint 교수채용, 공공라
디오 운영 등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1965년 비영리 교육협동조합을 설립함. 1966년 Hampshire College가 설립과 동시
에 컨소시엄에 합류하면서 Five College로 확장
--컨소시엄 운영 내용 중, 대학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과정 및 학사와 관련된 업무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합동임용,
도서관 자료 공유 등을 포함하는 Academic Excellence와 네트워크, 비디오 컨퍼런싱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하는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가 있음
--교육 및 문화자원과 교육시설의 공유: 도서관 시스템의 공유, 캠퍼스 간 등록(open cross registration)
--도서관: 도서관 대차 서비스 제공, 통합서지정보, 정기간행물 공동 구독, 리포지토리 관리
--미국의 대표적 대학 도서관 컨소시엄으로는 Galileo-Georgia’s Virtual Library (https://www.galileo.usg.edu/
library/frrls/search/), PALCI-Pennsylvania Academic Library Consortium (http://www.palci.org/), VIVAVirginia’s Academic Library Consortium(http://vivalib.org/)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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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 대학도서관 컨소시엄(VIVA, GALILEO)

Ⅳ. 대학 전자정보 구독 관련 쟁점
전자저널 오픈액세스(OA)와 이중지불
• 전자저널 환경 확장·발전에 따라 OA 논문 확대
와 이중지불이 이슈화
--OA(open access)는 비용과 장벽의 제약 없
이 이용 가능한 연구성과물을 지칭하는 것으
로 ‘저자의 비용 부담, 이용자의 무료 접근, 시
공간을 초월한 상시 접근, 저자의 저작권 보
유’ 등의 원칙을 강조함. 이중지불(doubledipping)은 논문의 게재료와 구독료의 이중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됨
--전자저널의 구독형태는 1)(일반)구독 모델(개별구독, 학술지 전체 구독), 2)종량제 모델(논문 다운로드 사용량 지불),3)OA 출판모델 등으로 구분됨. 타당한 구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약 가격과 구독 조건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임
--세계대학순위(THE) 200위 내의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서비스 현황 분석(52개교 조사, 곽동철 외, 2016)에서는 평균
15.3% 정도의 OA 또는 무료 이용 가능 자료자원이 서비스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저널 확대와 더불어 OA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국가라이선스 추진을 통한 한국형 전자정보 구독모델 구축
• 연구성과 생산처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국가지원 체계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정보인프라 구축 필요
--대학연구자의 SCI 논문실적이 우리나라 SCI 전체 논문실적을 주도(77.7%, 2018년)
-- 대학이 전자정보 구입비의 80%를 지불하고 있는데 대학 재정 위기로 충분한 연구정보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
• 전자정보 구독 체제 개선 추진과 더불어 한국형 구독모델 체제 구축이 중요
--1) 전체 지원(Full model): ScienceDirect 등 주요 구독저널을 100% 국가지원금으로 지원
--2) 핵심저널 지원(Core Journal model): BIG3 핵심저널을 선정하여 국가라이선스로 지원
※ 핵심저널 지원 소요 비용 산정을 위한 컨소시엄 내부 분석에서는 대학별 Standard Collection 비용을 약 2.43억 원
으로 추산. 따라서 종량제 모델 국가지원에는 ScienceDirect 구독 대학 112개교 × 2.43억 원 = 272억 원 이상의
핵심저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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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말함. 두 가지 모두 대학의 자료구입비에

[그림 6] 전자저널 구독과정과 출판과정에서의 OA 논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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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평가도구로서의 인용정보 DB 활용과 대안지표 마련
• 대학은 연구평가를 위한 인용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인용정보 데이터베이스인
Clarivate Analytics WOS의 SCI와 좀 더 저렴한 엘스비어 SCOPUS의 Citescore를 연구평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내의 각종 연구평가 및 요청자료 등에 이를 활용. 최근에는 한국연구재단이 SCOPUS 제
공사인 엘스비어(Elsevier)사와 MOU를 체결(2019.10.)
-- 국가기관에서는 대학이 사용하는 모든 인용정보 DB를 평가도구로 인정하여 각종 연구평가를 위한 지표로 사용 중임
-- 연구평가도구인 SCOPUS DB의 대학라이선스 유지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평가에 이들 DB 활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함
으로써 대학의 전자정보 구독 부담 경감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 연구실적의 평가 요구항목과 평가도구
구분

국가영역

민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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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체

평가구분

요구항목

평가도구

교육부-대학정보공시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

SCI, SCOPUS

교육부(대교협)-대학기관평가인증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 1인당 SCI급 논문실적
1인당 저역서 실적, 1인당 교외연구비

SCI, SCOPUS

교육부(NRF)-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전임교원 인적정보, 연구비 수혜실적, 논문/저술 실적

SCI, SCOPUS

각 국가기관 연구과제 신청

과제신청을 위해 KRI에 연구자정보 제출

SCI, SCOPUS

중앙일보 대학평가

3년 간 전임교원 논문실적 및 피인용 수

SCI, SCOPUS

조선일보-QS평가

연구영향력

SCOPUS

임용, 우수연구자 평가 등

대학별 기준이 다르나 보통 등재지 판단 수준의 정보 제출

SCI, SCOPUS

자료: KCUE컨소시엄(2019a). SCOPUS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내부자료)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 연구실적평가 관련 대책의 적절성 검토
--교육부는 각종 연구평가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연구자정보(KRI, Korean Research Information)를
통해 연구자 논문을 검증하고 있음. 이를 통해 SCI IF, SCOPUS Sitescore 등재여부 및 영향지수를 파악할 수 있음
--연구실적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들은 구독금액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용정보 DB를 구독하여 연구실적 지표관리
에 필요한 분석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연구평가는 대학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영역이므로 이에 필요한 인용정보 DB는 “연구정보접근의 불평등” 과 관련
--2019년 현재 SCOPUS만이 대학라이선스로 국가지원금이 지원되고 RISS에 개방되고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개별구
독으로 전환하고, 대학라이선스인 JCR은 국가지원금만 지원되며 RISS 개방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연구평가에 사용하는 인용정보 DB는 단순히 대학의 문제로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연구경쟁력 강화와 연구평가
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이용조건”을 만들고, 적용하는 평가도구를 보다 다양화(무료공개된 평
가도구인 Google Scholar Citation 인정, 오픈액세스 저널에 대한 평가도구로서 DOAJ, QOAM 인정 등)하여 출판사의
일방적인 독점적 가격 책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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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저널 평가도구와 주요 평가지표
구분

저널

OA저널

평가도구

주요 평가지표

비고

SCI/SSCI/AHCI

• Impact Factor
• 해당저널의 영향력 측정(특정저널에 최근 출판논문 인용횟수)

유료

SCOPUS

• CiteScore
• 해당저널의 영향력 측정(특정저널에 최근 출판논문 인용횟수)

유료

• GSC (https://scholar.google.com/citations)
• 인용횟수(Cited by): 검색 결과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
• 관련논문(Related articles): 검색 결과 논문과 유사한 다른 논문

무료

DOAJ

• Digital Open Access Journals (https://doaj.org/)
• 모든 저널에 대해 peer review를 통해 콘텐츠 품질 관리 보장
• DOAJ Seal 획득여부로 품질보장 체크

무료

QOAM

• Quality Open Access Market (http://www.qoam.eu/)
• 학술저자의 평가를 기반으로 함
• Quality indicator 점수는 1 + logN이며 N은 채점자 수
• 가격정보: List price와 My discount 제공

무료

Google Scholar
Citation

자료: KCUE컨소시엄(2019a). SCOPUS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내부자료)

• 연구업적평가에 대한 대안적 지표 마련 필요
--KCUE 컨소시엄 등은, 한국연구자정보(KRI)를 확대하여 모든 연구자들의 검증된 연구논문을 확보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생산한 논문들에 대해서는 KCI, SCI, SCOPUS 학술지 논문임을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지표를
마련하고 SCOPUS의 RISS 개방문제를 포함한 단기적 관점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 중임
--새로운 지표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정보공시데이터를 연구실적에 반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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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국립대 육성사업 등 다양한 평가지표로써 사용) 당장 지표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개선을 검토하는 점을 알리

Ⅴ. 시사점
• 대학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증대를 위해 KCUE 컨소시엄과 같은 공동구매·협상 컨소시엄 구축이 필수임
--대학 이용 자원의 공동구매·협상 체제 구축으로 대학재정 건전성 회복과 효율적 대학경영에 기여
--대학을 대표하여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합리적 가격협상을 추진하고 구독료 인상률 인하 성과 도출
--컨소시엄에서 구매전략을 수립하고 협상전문가 풀(pool)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적 확대를 도모
--대학 간 전자정보 협력체계 강화로 대학도서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구성원의 공감대 확산
--대학 전자정보 정책 이해 확산과 이에 기반한 대학운영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
--연구업적평가 개선, 민관합동 전자정보 빅딜계약구조 마련, 국가라이선스 강화, OA와 연결된 협상정책 개발(Offset 계
약, APC 지원체계), R&D 사업과 도서관 수서정책의 올바른 재정립 등을 요구·제언
--특히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곤란한 중·소규모 대학의 합리적 운영과 교육의 질 제고 기반 마련에 조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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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감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정책 연구 추진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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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간 협업-연계-공유-참여를 실현하는 주도기관으로서 대학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함
--도서관 컨소시엄 외에도 협력적 대학공유 모델 구축·운영에 대학협의체가 주요 기능 담당 가능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 확대 요구 및 제언의 정책 창구로 기능
--공동구매 추진 주체로서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의 역할 강화가 컨소시엄 운영 성과 도출의 관건이 되므로, 대교협의 대표
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대만, 미국,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등은 공급사의 지나친 구독료 인상에 대응하여 보이콧을 실시하여 구독료 상승을 억
제한 전례가 있고,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대학(총장)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범위를 확산하여 전자저널 공동구
매의 성과가 제고된 경우도 있으므로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대학협의체가 정책대상자의 주도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활동성을 넓힐 필요가 있음
--교육부, 연구재단 등, 관계기관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 증진이 요구되는 한편, 타 컨소시엄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공동
구매의 외연과 내연 확장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대학협의체가 접점(contact point) 및 관제탑(control tower)으로 기능하
는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야 함
연구정보인프라 - 사회간접자본 주도 및 오픈액세스 환경 적용을 위한 협력모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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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대학
전자자원 구독

KMLA

비대학
의학
전자자원 전자자원
구독
구독

KERIS

KISTI

국내OA
정책

해외OA
정책

KISTI

KMLA

KISTI

KMLA

오픈액세스 플랫폼
전자자원 통합플랫폼
연구지원 서비스

① 국가거버넌스 추진
② 국가라이선스 확대
③ 오픈액세스 정책 마련
④ 연구정보 통합 플랫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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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접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자료: KCUE컨소시엄(2019c). 2020 구독을 위한 대교협 컨소시엄 협상 품목 총평(내부자료).

[그림 ７] KCUE 컨소시엄 향후 추진 방향: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간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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