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sadal님, ㈜아사달.
◦ 위키백과 오프라인 모임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닉네임
} 위키백과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됬는지
} 기여 분야
} 기타 하고 싶은 말

} 예시 :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TV 프로그
램 방영 목록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서 위키백과에
가입했으며, 지금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모임은 처음인데, 잘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1. 다중 계정 관련 문제.
2. 정책에 관한 토론.
3. 저명성???
4. 위키백과 활동 활성화에 대한 토론.
5. 추가적인 잡거리 혹은 다른 주제에 대한 토론



} 2006년부터 유니폴리가 총의를 조작하거나 관리
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등의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음.

} 또한 이와 같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존재

} 다른 패턴으로, 대우건설과 같이 지속적으로 문서
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음.



} 다중 계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 혹은 악의적인 문서 훼손용 계정들은?



} 위키백과에는 수많은 지침들과 정책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정책이 있고 이
를 도입해야 하기에 문제가 생김.

} 오프에서 토론할 정책 내용
◦ 백:추방
◦ 백:중립 (백:NPOV)
◦ 백:검토 (검토 면제자 권한 도입??)
◦ 백:계정 이름
◦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
D%82%A4%EB%B0%B1%EA%B3%BC:%EA%B3%B5
%EC%A0%95%EC%82%AC%EC%9A%A9



} 새 사용자 유입.
} 위키프로젝트 활성화
} 들머리 활성화
} 관리자 증원 문제



} 위키백과 에는 여러 위키프로젝트 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문서 등급 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위키프로젝트
가 활성화 되야 함.

} 일부 위키프로젝트 에서만 가끔가다 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을 뿐, 아직 활성화가 됐다고 보기 어려
움.

} 위키프로젝트 산하로 주로 관리하는 들머리들.
◦ 현재 들머리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방치 상태.



} 다양한 분야를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용자들이 늘
어야 한다.

} 해당 분야 기여자들의 위키프로젝트의 참여를 유
도한다.

} 다른 해결방안이 있나요?



} 위키백과 에는 현재 29명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 이강철님은 7월 10일에 신규 당선되심.
◦ 이중에서 현재 기여를 하고 있는 인원은 절반 정도이며. 
이 중에서 관리 권한을 행사 하시는 분은 그 숫자의 절반
가량. 즉, 사실상 4명에서 6명 정도만 관리 활동을 하고
있음.



} 추가로 토론할 주제가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