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백과 리터러시 교육

2차시 정보의 검색, 선택, 분석과 이해



1차시 복습

1. 디지털 시대란 무슨 뜻인가요?

2. 디지털 정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위키백과란 무엇인가요?



학습 목표

정보의 검색, 선택, 분석과 이해

● 디지털 정보의 종류와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 알기
● 사실을 설명하는 글과 의견을 주장하는 글의 차이 알기
● 위키백과에 실린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 알기
● 위키백과에서 출처 확인하는 방법과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 알기



정보의 종류와 신뢰성



정보의 종류와 신뢰성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은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영심이

친구야, 나 지금 급히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비번이 오류라서 먼저 
12만원 만 이체해주라 .

비번 풀리면 5시까지는 
보내줄께. 응?



Q1

인류는 달에 간 사실이 없다. 달에서 찍었다고 하는 사진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다.

(거짓)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있다.

달착륙 음모론#날조설의 주요 근거와 그에 대한 반론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B%AC%EC%B0%A9%EB%A5%99_%EC%9D%8C%EB%AA%A8%EB%A1%A0#%EB%82%A0%EC%A1%B0%EC%84%A4%EC%9D%98_%EC%A3%BC%EC%9A%94_%EA%B7%BC%EA%B1%B0%EC%99%80_%EA%B7%B8%EC%97%90_%EB%8C%80%ED%95%9C_%EB%B0%98%EB%A1%A0


Q2 

사람이 고양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사람을 집사로 
삼는다.

(판단 불가능)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학의 명제가 아님

https://ko.wikipedia.org/wiki/%EB%AA%85%EC%A0%9C


Q3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이다.

(참)

경부선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2%BD%EB%B6%80%EC%84%A0


정보의 종류와 신뢰성

신뢰도 출처의 종류

높음 ● 학술지에 실린 검토를 마친 논문
● 사실의 검증과 편집 감독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출판물

중간 ● 다른 출처의 신뢰도에 의존하는 컨텐츠

낮음 ● 스스로의 비용으로 제작된 컨텐츠



신뢰도가 높은 출처

학술지 대학교 출판물 대학교 교과서 평판 좋은 출판사의 
도서·잡지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cience_1883_Cover.pn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urcell_Electricity_and_Magnetism_2nd_cover.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poo_kor.pdf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2%80%9CPERKINS_LIBRARY_Duke_University_Rare_Books%E2%80%9D_-_Confederate_Veteran_volume_01_(page_2_crop).jpg


신뢰도가 중간인 출처

신문 방송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and_on_the_Moon_7_21_1969-repair.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V_Difusora_S%C3%A3o_Lu%C3%ADs_1990.jpg


신뢰도가 낮은 출처

1인 미디어 블로그 자비 출판 S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ogo_youtube_ios_(cropped).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log_(1).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oney_-_The_Noun_Project.sv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oney_-_The_Noun_Project.svg


설명과 주장의 차이



설명과 주장의 차이

설명

-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주장

-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 또는 그런 의견이나 주의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D%91%9C%EC%A4%80%EA%B5%AD%EC%96%B4%EB%8C%80%EC%82%AC%EC%A0%84


글1

위키뉴스, 【2020년 10월 6일】

BTS 〈Dynamite〉의 빌보드 1위, 좋지만은 않은 이유

기분이 좋지만 아쉬운 빌보드 1위

대한민국의 가수가 음반을 발매해 미국의 빌보드에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마냥 좋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Dynamite〉의 가사에는 한국어가 일절 없으며 영어 가사만을 사용하고, 
분위기 역시 미국의 디스코를 모방해 빌보드 1위를 달성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A.R.M.Y.의 해외 팬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노래를 쉽게 부를 
수 있어 감동이다" 등의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은 K-POP이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영어 가사를 양념처럼 
곁들이는 것이 아닌 주식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해외의 
팬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첫 영어 싱글 앨범이 
빌보드를 장악했다는 것은 한국어의 영향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미 많은 해외의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의 노래 가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혹은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아내기 등을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고 할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열의를 다하는 팬들도 존재한다.

https://ko.wikinews.org/wiki/BTS_%E3%80%88Dynamite%E3%80%89%EC%9D%98_%EB%B9%8C%EB%B3%B4%EB%93%9C_1%EC%9C%84,_%EC%A2%8B%EC%A7%80%EB%A7%8C%EC%9D%80_%EC%95%8A%EC%9D%80_%EC%9D%B4%EC%9C%A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2%80%98LG_Q7_BTS_%EC%97%90%EB%94%94%EC%85%98%E2%80%99_%EC%98%88%EC%95%BD_%ED%8C%90%EB%A7%A4_%EC%8B%9C%EC%9E%91_(42773472410)_(cropped).jpg


글2

위키백과의 Dynamite 문서
2020년 7월 26일, 방탄소년단은 V LIVE 실시간 방송 중에 2020년 8월 21일 YFS 디지털과 함께 이 그룹의 다가올 음반을 위한 최초 
싱글로서 영어로 된 노래를 발매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이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방탄소년단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팬들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누기를 바랜다고 언급하였다.[1][2] 24시간 안에 Dynamite의 
조회수는 9820만회에 도달하면서 신기록을 달성하였다.[3]

... ...
이 노래의 EDM과 어크수틱 리믹스는 8월 24일 발매되었다.[4] 추가적인 트로피컬·풀사이드 리믹스는 8월 28일 발매되었다.[5]

현재 Dynamite의 조회수는 약 10억회이다. (2021년 4월 28일 기준)

각주

1. ↑ BTS Confirm New English Single For August Ahead Of Upcoming Album
2. ↑ New BTS Single, Album Is the Carrot on a Stick Leading You Through the Rest of 2020
3. ↑ BTS’s “Dynamite” Gains Amazing Number Of Views In First 24 Hours
4. ↑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열기는 지금부터… 추가 포토 공개+리믹스 버전 발매 예고
5. ↑ 방탄소년단, 오늘(28일) 'Dynamite' 리믹스 추가 발매..트로피컬·풀사이드 버전

https://ko.wikipedia.org/wiki/Dynamite_(%EB%B0%A9%ED%83%84%EC%86%8C%EB%85%84%EB%8B%A8%EC%9D%98_%EB%85%B8%EB%9E%98)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note-5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note-6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note-7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note-8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note-9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ref-5
https://www.forbes.com/sites/jeffbenjamin/2020/07/26/bts-new-single-august-21-album/#566db1a06761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ref-6
https://www.vulture.com/2020/07/bts-reveals-new-august-english-language-single-2020-album.html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ref-7
https://www.soompi.com/article/1420838wpp/btss-dynamite-gains-amazing-number-of-views-in-first-24-hours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ref-8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86696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ref-9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336334


출처의 확인



출처의 확인

이 노래의 EDM과 어크수틱 리믹스는 8월 24일 발매되었다.[* 1]

각주

1. ↑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열기는 지금부터… 추가 포토 공개+리믹스 버전 발매 예고

(위키백과는 설명하는 본문과 출처로 이뤄져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모두 믿을 수 있나요? 

위키백과에서는  어떻게 그 내용의 근거를 확인할까요?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note-10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cite_ref-1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686696


연습 - 출처를 표시해보기

위키백과로 이동

http://ko.wikipedia.org
http://ko.wikipedia.org


정보의 인용과 도용



정보의 인용과 도용

정보를 인용하는 것과 도용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도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인용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

도용 :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

-《표준국어대사전》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agnifying_glass_on_the_page_of_a_book.jpg
https://ko.wikipedia.org/wiki/%ED%91%9C%EC%A4%80%EA%B5%AD%EC%96%B4%EB%8C%80%EC%82%AC%EC%A0%84


Q1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를 복사하고 붙여 넣어서 숙제를 
냈다.

(도용) 검색 결과 찾은 정보를 허락 없이 똑같이 복사하면 
도용입니다. 



Q2

다른 사람이 쓴 블로그를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블로그에 
복사하고 붙여 넣었다.

(도용) 블로그에 쓴 글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Q3

어제 일어난 화제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보도한 
뉴스의 인터넷 주소(URL)을 링크하였다.

(인용) 뉴스 내용을 복사하지 않고, 링크만 한 것은 보통 
합당한 인용으로 간주됩니다.



Q4

위키백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보여주려고 인터넷 주소
(URL)을 링크하였다.

(인용) 위키백과를 링크하는 것은 합당한 인용입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2차시 - 정보의 검색, 선택, 분석과 이해 (위키배움터)
● 본문에 포함된 사진은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가져온 것으로 해당 사진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원본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wikiversity.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9%80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C%A0%95%EB%B3%B4%EC%9D%98_%EA%B2%80%EC%83%89,_%EC%84%A0%ED%83%9D,_%EB%B6%84%EC%84%9D%EA%B3%BC_%EC%9D%B4%ED%95%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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