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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적용 사례 : ㈜아사달 기업 위키 

* 2012년 5월 22일 ㈜아사달 기업 위키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MediaWiki 1.19.0) 
*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아사달 직원 약 250명만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위키 사이트와 위키 엔진 

위키 
(wiki) 

위키 사이트 위키 엔진 

* 최초의 위키 엔진은 1995년 Ward Cunningham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 2001년 Jimmy Wales가 Wikipedia.org를 만들면서 위키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위키백과* 

위키아 

엔하위키 

위키트리 

후둥백과 

미디어위키 * 

모니위키 

도쿠위키 

후둥위키 



주요 문서 내용 

토론방 용어 

규정 자료실 

- 업무용 토론방 
  회사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토론 공간 

-업무: 기획개발 
  검수수정완료 

- 다양한 토론방 
  회사 전체 토론방 
  부서별, 팀별 토론방 
  주제별 토론방 

- 각종 발표자료 
   주제별 발표자료 
   개인별 발표자료 

- 회사 자료집 
   신입사원 교육자료 
   업무용 매뉴얼 

- 관련 법률 
   저작권법, 망법 등 

- 회사의 규정 
  취업규칙 
  임금지급규정 
  업무관리규정 
  휴가관리규정 
  인사관리규정 
  직원교육규정 등 

- 회사의 문서 양식 
  근로계약서 
  시말서, 서약서, 사직서 
  업무인수인계서 등 

- 업무용 전문 용어 
  도메인 용어 
  호스팅/서버 용어 
  디자인/이미지 용어 
  솔루션/프로그램 용어 
  홈페이지 용어 

- 업무용 일반 용어 
  경영/재무/회계 용어 
  컴퓨터/인터넷 용어 

기업용 
위키 



(1) 업무용 토론방  현재 44개의 토론방 운영 + 추가 생성 



(2) 업무용 전문 용어  현재 4,839개의 용어 + 추가 중 



(3) 회사 규정 및 양식 

관련 법률  



(4) 업무용 자료실   주제별/개인별 글모음, 자료집 
(현재 38개의 주제별 자료실에 1천여 개의 파일이 있음) 



업무용 위키 

폐쇄형 

실명 아이디 

업무 관련성 

위키 백과사전 

개방형 

익명 아이디 

저명성, 확인가능 

위키 
MediaWiki 

[ 기업용 위키 ] [ 위키 백과 ] 

기업용 위키와 위키백과 비교 



위키 기능 개선(1)   PHP와 MySQL 소스 수정 

1. 위키 알림 기능 개선: 메일 + 메신저 + SMS 문자 

위키에 글을 올리면, 웹 메신저로 즉시 알려줌 

2. 다양한 {{틀}} 생성 



위키 기능 개선(2)   구글, 네이버, 다음, 바이두 지도 

2. 지도 기능 : 위키에서 <map>기업명</map>이라고 쓰면, 해당 위치가 지도에 자동으로 표시됨 

         현재 264만 개의 기업, 음식점, 호텔, 병원, 백화점, 관광지, 업소, 지역 등을 DB에 등록해 두었음 



위키 서비스의 확산 

정부 
공공기관 

(서울시 위키) 

대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개인 
가족 

동호회 
커뮤니티 

위키 
호스팅 

위키백과 (Wikipedia) 

다양한 위키 서비스가 
확산되는 것이 위키백
과에도 도움이 됨 
* 위키 사용자 확산 
* 잠재적 편집자 확보 

위키아 (wikia) 

공개형 서비스 + 광고 
배너가 노출되는 위키
아 서비스와 차이점 
* 비공개 위키 서비스 
* 일체의 광고가 없음 



감사합니다. 

아사달(Asadal) 
“위키 적용 사례: 기업용 위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