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ptions on Ebook Central

Ebook Central Offers Ebooks from The Most-Requested Publishers

Looking for an affordable way to offer a base collection of ebooks? Ebook Central offers many subscription options with
unlimited, multi-user access and thousands of DRM-free titles.
•

•

•

Academic Complete: Flagship subscription that
provides a critical mass of 155,000+ multidisciplinary
ebooks (19,000+ fully DRM-free) with exclusive titles
from Wiley. Get added value from Syndetics Unbound
enrichment elements — such as recommendations,
reviews and more — making all of your ebooks more
discoverable on Ebook Central.
College Complete: 45,000+ titles with content
chosen to support 2-year and smaller 4-year colleges.
Covers traditional areas like business, management,
and nursing & allied health plus emerging area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iminal justice.
Topics to support job market gaps like advanced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healthcare are
also addressed.
University Press Ebook Subscription: A focused
collection of 26,000+ titles from leading academic
presses, with rigorous peer-review, deep scholarship
and influential connections to community and society.

•

Reference Ebook Subscription: 700+ titles from
50+ publishers providing encyclopedias, atlases,
handbooks/manuals, dictionaries and guides.

•

Discipline-specific subscriptions: Subscriptions
are also available that focus on content in the arts,
business, health and medicine, history, education, law,
literature and religion and philosophy, science and
technology and social sciences.

•

New — ProQuest One Academic: Transform the
academic experience! Now, you can get crosssearchable access to four core resources: ProQuest
Central, Academic Complete, Academic Video Online
and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all
on the award-winning ProQuest platform. Ask your
ProQuest representative for more details!

3 Reasons to Choose Ebook Central Subscriptions

•

Featuring 930+ leading publisher partners, including
180+ university presses, Wiley, Taylor & Francis, and
many more, some with more of their titles on Ebook
Central than their own platform

•

In 2018 alone, Ebook Central added 50 new scholarly
and trade publishing partners, including Berkshire
Publishing, Melbourne University Press, Canbury
Press, Chinese University Press and 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International Content in Multiple Languages
The Ebook Central interface can be translated into 10 languages and offers tens of thousands of non-English language
titles, including: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에서 100만 종 이상의 전자책을 경험하세요!

117,000
German

33,000
French

23,000
Spanish

10,000
Chinese

5,000

Japanese

A Growing DRM-Free Library
Explore books without boundaries. Ebook Central’s DRM-free ebooks (where available) can be downloaded in full without
print or copy restrictions and can be used on any device.

For Librarians

For Users

1

1

Titles added to the subscriptions
at no additional cost.

Access is never denied with
unlimited simultaneous availability.

2

2

Ebooks are discoverable in services
such as Summon, Primo and many more.

Something for everyone with cross-disciplinary
and subject-specific collections.

3

3

Content is selected by on-staff
librarians to ensure high quality.

Download the whole book* with
no restrictions and no special software required.

99.9%

73%

130,000+

10%

19,000

Ebook Central titles
that have DRM-free,
chapter-level
download capability

Ebook Central titles
with 40% of content
available for DRMfree download per
24 hours

DRM-free titles on
Ebook Central

All Ebook Central
titles with full
download DRM-free
capability

DRM-free titles
available in
Academic Complete

*where available

Get a free trial of Ebook Central, or learn more at https://www.proquest.com/go/ebc-hasitall or contact your Sales Representative.

Ebook Central™

Get a free trial of Ebook Central, or learn more at https://www.proquest.com/go/ebc-hasitall or contact your Sales Representative.

연구 활동 자체만으로 벅찬 학생들에게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의 세부 기능들을 익혀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book Central은 다양한 출판사의 방대한 전자책 자료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모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고 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서는 LibCentral이라는 관리자 계정을 통해 전자책 수서와 함께 상세한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위한 도서 목록 반출 뿐만
아니라 복본조사 및 MARC 다운로드 등의 기본적인 기능 제공과 함께 특히 이용 통계는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이용
의 문제점이나 이용자들의 수요 및 요구에 대한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항
•

완벽한 통합 플랫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방대한 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
합니다. 1,500여 곳 이상의 출판사에서 제공 받는 130만 종
이상의 전자책*을 통해 전 주제 분야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 접속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DRM-free 지원:
317 곳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18만 종 이상의 전자책은
DRM-free 기능이지원됩니다.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고 프린
트, 복사, 공유하며 전자책을 이용하세요.

•

이용자가 선정한 최고의 플랫폼:
Peer-review된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라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Ebook Central은 학생이
선정한 최고의 플랫폼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프로그램 지원:
전자책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llection& Workflow 컨설턴트와 전문 기술 지원
팀이 이용자를 지원합니다.

•

다양한 구매 & 구독 모델:
도서관의 성격 및 예산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이용자 서비스
를 할 수 있도록, 구독에서부터 구매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구독은 전 주제 분야의 구독과 함께 10개의 분야별로 특화된
주제별 구독이 가능합니다. 구매는 계획 수서에서부터 단기
대출(Short-Term Loan), DDA(이용자 주도 수서), ProQuest
에서만 제공하는 Access-to Own(ATO, 이용 후 구매로 전환)
등의 다양한 구매 모델을 제공합니다. 동시 접속자에 따른
다양한 구매 옵션도 제공합니다.

•

간편한 관리:
LibCentral이라는 Ebook Central의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선택, 구매 형태 관리 및 실시간 사용 현황 확인과 이용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기준
** https://journals.library.ualberta.ca/eblip/index.php/EBLIP/article/view/29457/21977

기타 제품 관련 문의 사항은 ProQuest 한국지사 02-733-5119 혹은 korea@asia.proquest.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