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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

하와이어: 

Quick. Fast. 빠른



위키 소프트웨어(Wiki Software) 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웹 사이트

§ 웹 브라우저(Web Browser) 사용

§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인 위키 문법(Wiki Syntax) 사용

§ 협업 소프트웨어(Collaborative Software)의 일종

위키란?

출처: 위키백과, ‘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


위키란?

출처: 위키백과, ‘웹 브라우저’, https://ko.wikipedia.org/wiki/%EC%9B%B9_%EB%B8%8C%EB%9D%BC%EC%9A%B0%EC%A0%80

웹 브라우저(Web Browser)

§ 웹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 위키: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문서 작성 가능

https://ko.wikipedia.org/wiki/%EC%9B%B9_%EB%B8%8C%EB%9D%BC%EC%9A%B0%EC%A0%80


위키란?

위키 소프트웨어(Wiki Software) 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웹 사이트

§ 웹 브라우저(Web Browser) 사용

§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인 위키 문법(Wiki Syntax) 사용

§ 협업 소프트웨어(Collaborative Software)의 일종

출처: 위키백과, ‘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


위키란?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

§ 태그 등을 이용하여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

§ 위키: [[   ]]

출처: 위키백과, ‘마크업 언어’,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D%81%AC%EC%97%85_%EC%96%B8%EC%96%B4

주요정보
• 분야: 정치/행정/관청
• 유형: 집단·기구
• 시대: 고려~조선

개설
조선시대에는 경연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갖추어졌으며, 
하루에 조강, 주강, 석강의 3강이 진행되었다.

그림자료

<h1>주요정보</h1>
<li>분야:정치/행정/관청</li>
<li>유형:집단·기구</li>
<li>시대:고려~조선</li>

<h1>개설</h1>
<p>조선시대에는 <i>경연</i>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

이 갖추어졌으며, 하루에 <a href=“http://www.abc.com”>
조강</a>, 주강, 석강의 <b>3강</b>이 진행되었다.</p>
<h1>그림자료</h1>
<img src=testimage.jpg>

===주요정보===
*분야:정치/행정/관청
*유형:집단·기구
*시대:고려~조선
===개설===
조선시대에는 ‘’경연’’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갖추어졌
으며, 하루에 [[조강]], 주강, 석강의 ‘’’3강’’’이 진행되었다.
===그림자료===
[[파일:testimage.jpg]]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D%81%AC%EC%97%85_%EC%96%B8%EC%96%B4


위키란?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

§ 태그 등을 이용하여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

§ 위키: [[   ]]



위키란?

위키 소프트웨어(Wiki Software) 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웹 사이트

§ 웹 브라우저(Web Browser) 사용

§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인 위키 문법(Wiki Syntax) 사용

§ 협업 소프트웨어(Collaborative Software)의 일종

출처: 위키백과, ‘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


위키란?

협업 소프트웨어(Collaborative Software, Groupware)

§ 여러 사용자가 각기 별개의 작업 환경에서 통합된 하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소프트웨어

§ 위키: 토론, 역사보기, 권한 설정, 메일링 등

출처: 위키백과, ‘협업 소프트웨어’, https://ko.wikipedia.org/wiki/%ED%98%91%EC%97%85_%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

https://ko.wikipedia.org/wiki/%ED%98%91%EC%97%85_%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


위키란?



위키란?

웹브라우저

위키문법 - 마크업 언어

협업



위키 소프트웨어의 종류

▲
WikWikiWeb
c2.com/cgi/wiki

◀
Ward Cunningham
출처: Wikipedia, ‘Ward Cunningham’
https://en.wikipedia.org/wiki/Ward_Cunningham

1994년 Ward Cunningham은 그가 근무했던 회사 내

에서 프로그래머들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WikWikiWeb을 고안해냈다.

Wiki Wiki는 하와이어로 Quick의 뜻으로, 하와이 호

놀룰루 공항의 Wiki Wiki Shuttle Bus처럼, 사용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는 웹 페이지라는 의미

에서 ‘WikiWikiWeb’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최초의 위키 소프트웨어, WikiWikiWeb(1994)

http://c2.com/cgi/wiki
https://en.wikipedia.org/wiki/Ward_Cunningham


위키 소프트웨어의 종류

언어 소프트웨어 이름

.NET 마이크로소프트 셰어포인트

자바 잼위키, 컨플루언스

펄 트워키, 유스모드위키

PHP 미디어위키, 도쿠위키, 모니위키

파이썬 모인모인, Trac

루비 레드마인

◀
위키 소프트웨어 종류
출처: 위키백과, ‘위키 소프트웨어’,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
2%A4_%EC%86%8C%ED%94%84%ED%8A%B8%E
C%9B%A8%EC%96%B4

▶
위키 소프트웨어 비교 사이트

출처: WikiMatrix
htthttp://www.wikimatrix.org/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_%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
http://www.wikimatrix.org/


위키 활용의 예 – 디지털 사전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Main_Page

연합뉴스 2017.3.1
https://youtu.be/bkzyFO3B7FM

https://en.wikipedia.org/wiki/Main_Page
https://youtu.be/bkzyFO3B7FM


위키 활용의 예 – 디지털 아카이브

CTEXT(중국철학서 전자화 프로젝트)
http://ctext.org

지암일기
http://jiamdiary.info/wiki

http://ctext.org/
http://jiamdiary.info/wiki


위키 활용의 예 – 지식에 관한 빅 데이터

WikiGalaxy http://wiki.polyfra.me/

http://wiki.polyfra.me/


Wiki Wars

§ 출발 위키 문서부터 도착 위키 문서까지 빠른 시간 내에 링크로 찾아가기

§ 위키를 구성하는 하이퍼링크의 개념 및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ztDbROyspk#t=13

https://www.youtube.com/watch?v=pztDbROyspk


그래서 우리가 위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디지털 인문학 교육은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지식을 수용할 뿐 아니라, 그 배움

에서 얻은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편성하여 자신의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탐색하고 읽는 것은 디지털 원어민인 오늘날의 학생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다. 디지털 언어로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쓸’ 수 있는 능력, 즉 디지털 문식(디지털

文識, Digital Literacy)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구할 때, 위키(Wik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인문지식 콘텐츠의 편찬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 위키 소프트웨어는 학생들 스스

로 자신이 탐구한 인문지식을 체계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김현 외 2명,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6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