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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컨소시엄 일원화’ 추진 (1/3) 
 

 
 

 (대학 수요 분산) 대학의 전자정보 도입은 「KERIS의 ACE 컨소시엄*」과 

「KISTI의 KESLI 컨소시엄**」으로 양분화 

       * KERIS는 웹DB /전자책 중심 공동구매 (134종, 대학도서관 등 319개 기관 참여) 

     ** KISTI는 전자저널 중심 공동구매 (88종, 전문도서관, 공공기관 등 457개 기관 참여) 

 

 (대도연, 일원화 추진) 대학도서관의 대표기구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이사회․정기총회를 거쳐 대학 수요의 전자자원 도입을 KERIS 컨소시엄으로  

     일원화 합의(16. 2. 23) 
 

 (대교협, 일원화 지원 요청) 해외전자정보 유통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연구과제 추진(16.3.21) 및 대학총장․교육부에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컨소시엄을 KERIS 컨소시엄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I.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컨소시엄 일원화’ 추진 (2/3) 
 
 

일시 주요 내용 

‘16.3.2 

- ‘전자저널· Web DB 가격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총장님들께 드리는     

   협조요청’  

  · 대학도서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컨소시엄으로 일원화  

  · 컨소시엄 구독조건 협상을 위한 위원회 활동 지원 

  ·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구독 중단 전자저널에 대한 교수들의 구독  

    요청 방어 

‘16.3.10 

‘해외전자정보 수집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과제 추진 

 -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컨소시엄 통합추진 방향’ 보고 

   ※ 기간 : ’15.12.21∼ ’16.2.29, 연구진 : 한국도서관협회 곽동철 회장 외 

‘16.4.7 
‘교육부’ 대상 공문 발송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전자저널·Web DB 가격 인상에 대한 건의’  

‘16.5.26 
‘ 전국대학 총장’ 대상 공문 발송 

 - ‘전자저널, Web DB 가격 협상을 위해 총장님들께 드리는 협조요청’  



I.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컨소시엄 일원화’ 추진 (3/3) 
 
 
 

일시 주요내용 

‘16.2.26 
‘주관기관(KERIS, KISTI), 교육부, 대교협, 출판사/공급사’ 대상 공문발송 

-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컨소시엄 일원화 추진 협조요청  

‘16.5.23 

‘주관기관(KERIS, KISTI), 교육부, 기재부, 출판사/공급사’ 대상 공문발송 

 - 2017년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컨소시엄 일원화 사업에 대한 결정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일시 주요내용 

‘15.11.12 제 5차 지역중심 국공립총장협의회(한국교통대학교) 

‘15.12.3 제 5차 전국 국공립총장협의회(청주 라마다 호텔) 

‘16.2.19 2016년 제1차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제주대학교) 



II. KERIS 전자정보 컨소시엄 추진 현황(1/4) 
 
 

 
구분 대학라이선스  공동구매 

개요 

주요 핵심 해외 전자정보를 국가  

차원의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대국민 서비스 지원 

기관별 수요가 있는 전자정보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운영 

국가 

지원 
국가 지원금 투입 국가 지원금 없음 

종수 24종 110종 

계약 

방식 
KERIS – 출판사 2자 대표 계약 

대학-공급사-KERIS 3자 계약 

※ KERIS 표준계약서 준용 

서비스 

방식 

RISS를 통해 비구독 기관도 이용 

※ 16시부터 09시 까지 이용 가능  
구독 기관에 한해 교내에서 이용 가능  



II. KERIS 전자정보 컨소시엄 추진 현황(2/4) 
 
 

 
구분 종수 대학라이선스 DB 

인용색인 및 평가정보 DB 3종 JCR Web, Scopus, CiNii 

전 분야 원문 DB  5종 

EBSCOhost P.P (ASP, BSP) 

ProQuest Central/ ARL 

KSDC DB 

해외 e-Book 아카이빙 및  

저널원문 구매(영구) 구축 
5종 

EBSCO eBook, GVRL, PAO, DDOD, 

The Vogue Archive 

주제 분야별 핵심 전문 DB 10종 

ACM Digital Library, CINAHL with 

Fulltext, Education Source, 

SocINDEX, PQDT, PML, LION, MLA  

Westlaw Asia, WestlawNEXT 

도서관 업무용 도서목록 1종 OCLC Connexion+LC CDS 

소 계 총 24종 



II. KERIS 전자정보 컨소시엄 추진 현황(3/4) 
 
 

 



II. KERIS 전자정보 컨소시엄 추진 현황(4/4) 
 
 

 
일 정  내 역 

5월  ‘전자정보 전문위원회’ 위촉 및 착수 (5. 31) 

5월  ‘공급사 대상’ 제안요청설명회 (5. 31) 

6월  ‘참여기관/ 공급사 대상’ 온라인 수요조사 실시 (6. 27~) 

6월 ~ 7월  [공급사] 대학라이선스/ 공동구매 제안서 제출  (~7.29) 

7월 ~ 8월  [위원회] 평가 및 협상 (~8.19) 

8월  [KERIS]최종 컨소시엄 품목 확정 (8.26) 

9월   전자정보 엑스포 개최 (10.6~7) 

10월 ~ 11월  컨소시엄 온라인 신청/ 접수(~11.11) 

11월 ~ 12월  계약 및 지급 (~12.23) 



III. 2016년 KERIS 전자정보 컨소시엄 주요 사항(1/4) 
 
 
 

 연구 개요  

• 추진 방법 : 공모를 통한 위탁 연구 전문기관 선정  

• 수행 기관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연구 기간 : 2015. 5. 31 ~ 12. 16(금) 

• 연구진 : 연구책임자(제주대학교 강권익 과장) 외 29명  

                  * 위 연구진(30명)을 2016 KERIS 전자정보 전문위원회로 위촉 

• 연구 주요 내용  

   - [협상] 대학라이선스, 공동구매 품목 평가 및 협상 

   - [연구] 전자저널 국가지원 모델 개발 연구  

   - [분석] 설문 조사/ 이용 통계 분석, 평가 기준/ 협상 지침 개발              

     



III. 2016년 KERIS 전자정보 컨소시엄 주요 사항(2/4) 
 
 
 

 전문위원회 조직 및 분과별 업무 분담(총 30명)  

대학라이선스  
분과(7명) 

공동구매-DB 
분과(8명) 

공동구매-저널  
분과(8명) 

연구분석  
분과(7명) 

-신규/ 계속구독       

 대학라이선스     

 평가 및 선정  

-대학라이선스        

 선정관리위원회  

 심의 준비 

 

 

-공동구매 비저널  

 품목의 제안검토    

 및 협상 수행 

-집중협상 품목 선정 

-컨소시엄 운영 및  

 협상 매뉴얼 고도화 

 

 

-공동구매 저널  

 품목의 제안검토    

 및 협상 수행 

-전자저널 다년 

 계약 품목 관리 

-공동구매 표준 

 계약서 관리 지원 

 

-제안서 평가 및  

 분석 

-설문조사, 통계 

 분석, 평가지표       

 개발  

-전자저널 국가 

 지원 모델 개발 

 



III. 2016년 KERIS 전자정보 컨소시엄 주요 사항(3/4) 
 
 

 대학라이선스 대체 및 신규 품목(총 5종) 추가도입  

• 법률(1종) 대체 , 전자책(2종) 확대, 신규 품목(3종) 도입  

   * 신규 품목은 공동구매 품목 중 선정(1~2종), 제안요청/경쟁평가를 통해 

     선정(1~2종) (총 3종)  

 전자저널 확대수용을 위한 ACE 시스템 고도화 

• 전자저널 구독 조건 입력 및 관리 기능 추가 

 공동구매 계약방식 전환(3자 계약 -> 2자 계약) 

  * ‘16. 6 참여기관/공급사 대상 현황조사 실시(예정),  

      하반기 중 표준 계약서(2자) 보급 예정(변호사 법률 자문 수행 중) 



III. 2016년 KERIS 전자정보 컨소시엄 주요 사항(4/4) 
 
 
 

 2016 전자정보 엑스포 개최 방안 

• 일시 : 2016. 10. 6(목) ~ 7(금) (예정) 

• 장소 : 베스트웨스트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 규모 : 참가기관(350여명), 공급사/출판사(50개사, 150여명) 

• 주최 : KERIS, KISTI 공동 주최 

• 운영 방식  

    - 제안 조건 발표 타임 축소, 전시부스 운영 강화 

    - 참여기관 참가비(숙박비 등) 일부 부담 가능 



lV. 향후 전자정보 컨소시엄 추진 방안 
 

 (예산 확보) 대학라이선스 국가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 수탁] 국가학술자원 관리체제 구축 사업 

    예산 확보 노력 

 (유통체계 고도화) RISS를 통한 전자정보 통합관리 

• RISS를 통한 대학라이선스 통함 검색 뿐만 아니라, 

• 대학 소장정보 및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연계를 통해 

• 해외자원 도입·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가 해외학술 

   자원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 준비 



감사합니다 

  

KERIS 학술연구정보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