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방데이터서비스설명과사용방법

만방데이터(홍콩)유한회사



회사소개

• 萬方數據股份有限公司由中國科技部下屬的中國科技信息
研究所成立，總部在北京。

- (만방데이터주식회사는중국과기부산하의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본부는북경에있습니다. )

• 萬方數據現時是中國數據庫服務的領導者，客戶覆蓋各大
學、公共圖書館、醫院、政府和研究機構，以至歐美及其
他亞洲地區。

- (만방데이터는 중국 DB 서비스의선도자로유럽,미국,아시아의대학, 공공도서관, 병원, 
정부, 연구기관의고객이있습니다.)

• 主要服務以提供豐富的中文內容數據庫，爲科技界、學術
界、圖書館讀者服務。

- (주요업무는풍부한중문데이터베이스의 제공으로과학계, 학술계, 도서관독자를위한
서비스업무입니다.)



萬方數據系統介紹
만방데이터시스템소개



시스템소개

• 웹사이트：http://g.wanfangdata.com.hk

• 此服務網站由萬方數據(香港)有限公司所管理，只提供給
香港、澳門、臺灣、日本、韓國、新加坡等亞洲地區的圖
書館使用。

- ( 본사이트는만방데이터(홍콩)유한회사가 관리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등아시아지역의도서관에서만사용하도록제공됩니다.) 

• 網站主要提供學術論文的數據庫服務，包括學位論文、期
刊、會議論文等全文。

- ( 본사이트는학위논문, 간행물, 회의논문등의전문을포함한학술논문의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제공합니다.)

http://g.wanfangdata.com.hk/


시스템특징

1. 簡易平臺設計：簡潔介面、容易使用。

- (간단한플랫폼설계 : 간결한인터페이스,  쉬운사용.)

2. 跨庫檢索 : 교차검색 (=Cross database retrieval) 

: 可以同時檢索期刊、學位論文、會議論文。
- ( 간행물, 학위논문, 회의논문의동시검색이가능.)

3. 檢索結果分析：新的檢索結果加上不同的結果分析，按年
代、論文類別、學科、刊名列出結果數量，更容易找出需要
的文章。
- (검색결과분석 : 새로운검색결과에다른결과분석을더하여, 년대, 논문유형, 학과, 
간행물명칭에따른결과의수량을나열하여더욱쉽게필요한문장검색이가능.)



시스템특징

4. 整篇下載學位論文：可以下載整篇學位論文全文，或直接
打開論文全文。

- (학위논문 전편의다운로드 : 전편의학위논문전문을다운로드하거나직접열람가능.)

5. 支持書目管理系統格式：可輸出refworks、endnote等不同
書目管理系統格式。
- ( 서목관리체계양식을지원 : refworks, endnote 등다른서목관리체계출력가능.)

6. 引文追踪：列出文章的參考文章及引證文章，連結萬方數
據資料庫內的其他文章。
- (인용추적 : 문장의참고문장, 인용문장들을 열거하여만방데이터베이스내의다른

문장과연결.)



萬方數據首頁
만방데이터메인페이지



메인페이지

登入各數據庫首頁
각데이터베이스
메인페이지로이동

學術論文跨庫檢索(預設包括
期刊、學位、會議三類論文)

학술논문교차검색 (간행물, 

학위,회의 3종논문포함)

檢索
검색



使用須知
사용시주의사항



문자디스플레이

• 中文介面 중문 인터페이스：
-系統同時提供簡體中文和繁體中文介面
- 중국어간체및번체시스템을동시에제공하는중문인터페이스

-在首頁左下方，可以自選簡體或繁體中文介面
- 메인페이지 좌측 하단, 간체, 번체 중문 인터페이스 선택 가능.

• 簡體中文原文：중문 간체자 원문

– 全文以PDF檔案保存原來的簡體中文
- 전문은중국어간체의 PDF 파일형식으로저장됨.

- PDF檔案內含文字檔，可以[選取]後[複製]

- PDF 문서내의문서파일을선택하여복사하기가능.



軟件配備소프트웨어설치

• 설치소프트웨어
1.일반적으로통용되는인터넷브라우저
2. Adobe Reader(필수)

• Adobe Reader：
– 4.0버전이상, 중문혹은영문버전모두가능.

– 단, 다운로드 후 중국어간체패키지 (Simplified Chinese Font 
Pack) 를설치해야함.

• Adobe Reader 중국어간체패키지의다운로드와설치
– http://www.adobe.com에서 [Chinese Font Pack]검색후
다운로드

– 일부버전의 Adobe Reader는자동으로설치되기도함.

http://www.adobe.com/


www.adobe.com

메인페이지에서chinese font 
pack”입력하여검색

다운로드 페이지

http://www.adobe.com/


萬方數據數字化期刊
使用說明

만방데이터디지털간행물
사용안내



데이터베이스소개

• 웹사이트：
http://c.g.wanfangdata.com.hk/Periodical.aspx

• 학위논문수량

-현재 7,800여종의학술간행물수록

• 다양한분야

– 철학정법 사회과학 경제재정 교과문예

– 기초과학 의약위생 농업과학 공업기술

http://c.g.wanfangdata.com.hk/Periodical.aspx


期刊瀏覽
간행물열람



간행물열람

논문혹은간행물
검색

분류또는학과에따른
간행물

간행물검색



학과열람

학과별
세분류
재선택가능

주요학과선택가능

간행물선택



기간별간행물선택가능.

간행물페이지

최근간행물에
수록된
논문목록



전체열람新기능

최신간행물
혹은현재
간행된모든
간행물
전문열람
(flash양식)

전체열람新기능：정보의신속한업데이트로일부간행물의 최신간혹은현시기의발행된간행물전문을

독자가열람가능.  단, 이전문은임시적인 flash 양식으로 다운로드불가, 일정시간경과후모두 pdf 형식으로

만들어져독자의검색과다운로드가가능.



檢索
검색



열람과다운로드
가능한전문이있음을표시

검색결과

查看全文-전문열람
下载全文-전문 다운로드

논문적요열기

도서관에서구매한내용표시



결과분석

학과분류

연도별분류

간행물별분류



결과내검색

기타검색조건추가:

표제,작가,관련어,

전공,학교,교수,

시작년도, 마지막년도

정렬방법선택가능.

정확도 / 최신/ 고전논문순



상세검색

고급검색：페이지양식에
간행물명칭, 작가, 논문유형
등의검색어를입력하여검색

고전검색：동시에여러검색어
입력가능, 지정된범위안에서
검색실행.



內文
본문



논문적요

논문적요

전문바로보기 컴퓨터로
다운로드 보내기

관련학자와검색어

논문저자, 관련어등자료



全文보기



PDF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후 PDF 문서의
내용복사,문자열
highlight 가능.



萬方數據學位論文
使用說明

만방데이터학위논문
사용안내



데이터베이스소개

• 學位論文數量(학위논문의양)

–現時收錄超過一百七十萬篇博碩全文
– (현재 170만편이상의석박사논문전문수록)

–另外加入八十萬筆論文文摘(不含全文) 
– (그외 80만편의논문적요수록(전문아님))

• 種類齊全(종류별완비)

–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 의약위생 농업과학 공업기술



學位論文瀏覽
학위논문탐색



학위논문열람

학과혹은전공별

학교또는지역별

학위논문검색



학과전공열람

학과별
세분류
재선택가능

학과별선택가능

주의：상술한학과전공은저자가등록한학과전공명칭에따라분류한것이며，엄격한도서분류에따른것이

아니다.예를들어,위의임상의학의학위논문은모든임상의학논문을포함한것이아니며,

그양은중국도서관분류법의분류번호 R4 (임상의학) 에서포함하고있는논문수량보다적다.



학위수여기관의 지역선택가능

학교별분류열람

학교, 

연구기관
선택가능

주의：성이나직할시에따라모든석,박사수여기관을열거한것으로, 만방데이터가모든기관의

학위논문을 포함하고있음을의미하지는않음.



열람과다운이가능한
전문이있음을표시

열람과검색결과

장과절을나누어
열람하거나전편의전문
문서파일을다운로드가능.

학위논문적요와자료열기



학위논문적요

관련어> 클릭후연관문장검색가능.

논문적요

전문바로열기 컴퓨터로
다운로드 서목관리양식

보내기



전문보기





萬方數據學術會議論文
使用說明

만방데이터학술회의논문
사용안내



데이터베이스소개

• 會議論文數量 –회의논문의양
–현재1,600,000편의학술회의논문

– 24,000개의학술회의

• 수록연대 1998年~2013年

• 모든학과포함.



메인페이지



분류와년대별열람



전문



감사합니다.

萬方數據(香港)有限公司-服務支援 (서비스지원)

電話(전화)：852-25295698

傳真(팩스)：852-28613494

電郵 (E-Mail)：wanfang_hk@wanfangdata.com.cn或

xiewenl@wanfangdata.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