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백과 리터러시 교육

4차시 토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기



3차시 복습

1. 위키백과의 표제어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a. 굵은 글씨? 기울임꼴? 밑줄?

2. 위키백과 문서에 링크를 달아 보았나요?
3. 위키백과에서는 왜 "천하 제일 뛰어난 
석동초등학교"라고 자랑할 수 없을까요?



학습 목표

토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기
● 토론 문서 살피기
● 토론과 사용자 모임의 종류 알기
● 토론 참여와 서명하기
● 여러 가지 협력 방법 알기



토론이 필요한 이유



자장면 VS 짜장면 in 토론:짜장면

2006년 2011년 - 국립국어원이 짜장면 복수 표기 인정

이른바 '자장'이라고 공식 발음이 
지정된 음식의 중국 발음은 
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Non organ 2006년 3월 5일 (일) 
12:10 (KST)

국립국어원이 짜장면도 
표준어 인정했네요. 

北京 (대화·편집항목·메세지) 
2011년 8월 31일 (수) 13:31 
(KST)

· · ·

짜장면으로 표준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자장면'도 여전히 함께 표준어로 인정되는데 
별다른 토론없이 짜장면으로 표제어를 옮긴 
것은 다소 성급한 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Min's (토론) 2011년 8월 31일 (수) 13:39 
(KST)

공식명칭 + 저명성이죠.

NuvieK (토론) 2011년 
8월 31일 (수) 13:41 
(KST)

저는 표준어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짜장면으로 옮겨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klutzy (토론) 2011년 8월 31일 
(수) 21:57 (KST)

2011년 9월 2일, 자장면에서  짜장면으로  표제어가 이동됨

https://ko.wikipedia.org/wiki/%ED%86%A0%EB%A1%A0:%EC%A7%9C%EC%9E%A5%EB%A9%B4


토론과 사용자 모임의 종류



토론과 사용자 모임의 종류

문서 토론 문서의 내용에 대해 토론 (예- 토론:짜장면)

사용자 토론 다른 사용자와 토론 (예 - 사용자토론 :이강철 (WMKR))

사용자 모임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커뮤니티 포털 (위키백과:사용자 모임)

질문방 위키백과 이용법이나  문서의 내용과 자료에 대해 질문 (위키백과:질문방)

사랑방 위키백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주제
위키백과 커뮤니티에  대한 이슈
문서 편집과 관련된 요청
정책과 지침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위키백과:사랑방)

https://ko.wikipedia.org/wiki/%ED%86%A0%EB%A1%A0:%EC%A7%9C%EC%9E%A5%EB%A9%B4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9A%A9%EC%9E%90%ED%86%A0%EB%A1%A0:%EC%9D%B4%EA%B0%95%EC%B2%A0_(WMKR)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2%AC%EC%9A%A9%EC%9E%90_%EB%AA%A8%EC%9E%84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A7%88%EB%AC%B8%EB%B0%A9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2%AC%EB%9E%91%EB%B0%A9


토론 참여와 서명



연습 - 토론 참여와 서명

안녕하세요? 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Jjw (토론) 2021년 5월 23일 (일) 00:11 (KST)

(원본 소스)

안녕하세요? 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w:사:Jjw|Jjw]] ([[w:사토:Jjw|토론]]) 2021년 5월 23일 (일) 00:11 (KST)

안녕하세요? 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w:사:Jjw|Jjw]] ([[w:사토:Jjw|토론]]) 2021년 5월 23일 (일) 00:11 (KST)

: 예,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Jjw (토론) 2021년 5월 23일 (일) 00:11 (KST)

   예,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용자이름 (토론) 2021년  5월 23일 00:20 (KST)



연습 - 토론 참여와 서명

위키백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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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협력하기



서로 협력하기1 - 위키프로젝트

위키프로젝트?
- 같은 주제를 편집하는 
- 사람들의 모임

무엇을 하나요?

- 공동 편집
- 표준 목차, 지침 정하기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협력해 보세요!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C%84%ED%82%A4%ED%94%84%EB%A1%9C%EC%A0%9D%ED%8A%B8/%EC%84%A4%EB%AA%85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ikiProject_logo_kowiki.svg


서로협력하기 2 - 에디터톤

에디터톤?
- 특정 주제를 선택하고
- 날짜, 기간을 정해서
- 함께 모여서 편집
- 온라인으로도 가능

위키갭 에디터톤 , 스웨덴 대사관저 , 2019년 3월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C%84%ED%82%A4%ED%94%84%EB%A1%9C%EC%A0%9D%ED%8A%B8/%EC%84%A4%EB%AA%85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C%84%ED%82%A4%EA%B0%AD_%EC%97%90%EB%94%94%ED%84%B0%ED%86%A4#/media/%ED%8C%8C%EC%9D%BC:WikiGap_2019_in_Seoul_2.jpg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C%84%ED%82%A4%EA%B0%AD_%EC%97%90%EB%94%94%ED%84%B0%ED%86%A4


과정 수료를 위한 과제



과정 수료를 위한 과제

과제 : 위키백과 문서에 새로운 문장을 보충해 봅시다.

● 신문이나 방송에서 새로운 사실을 찾으세요
● 위키백과 문서에 요약한 문장을 작성하세요
● 문장 끝에 인용 버튼을 눌러서, 출처를 입력하세요
● 카카오톡으로 위키백과 계정과 추가한 문서를 알려주세요



참고문헌



참고문헌

● 4차시 - 토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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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86%A0%EB%A1%A0%ED%95%98%EA%B3%A0_%EC%86%8C%ED%86%B5%ED%95%98%EA%B3%A0_%ED%98%91%EB%A0%A5%ED%95%98%EA%B8%B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