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백과 리터러시 교육

1차시 위키백과 소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학습 목표

●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 디지털 시대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 보기
● 위키백과의 특징을 살펴 보기
● 위키백과 계정 만들기



미디어 발달사



미디어 발달사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ewspaper-154444.sv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692-radio.sv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V-icon-novela.sv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con_DINA_Schwerpunkte_Parldigi_06_Open_Internet_Schwarz.svg


일간 신문 (17세기) - 문자의 시대

17세기 이전의 신문
- 일주일, 열흘마다 발행

17세기 이후의 신문
- 매일 발행
사회적 변화
- 정보의 전달이 빨라짐

 

1690년 9월 25일 미국 일간지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B%AC%B8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B%AC%B8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ublick-Occurrences-Both-Foreign-and-Domestick_(1690-09-25).jpg


라디오 (1920년대) - 소리의 시대

1900년대

- 라디오의 발명

1920년

- 미국에서 첫 상업방송 시작

사회적 변화

- 실시간 정보 전달

 

1920년 KDKA 라디오 방송의 시청권역

https://ko.wikipedia.org/wiki/%EB%9D%BC%EB%94%94%EC%98%A4
https://en.wikipedia.org/wiki/KDKA_(AM)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DKA-KDPM-WBZ_Shortwave_relay_diagram_(1923).jpg


텔레비전 (1930년대) - 영상의 시대

1928년

- 시험 방송

1935년

- 텔레비전 방송 시작

사회적 변화

- 쇼와 오락프로그램의 대중화
1936년 독일에서 사용된 FE V 텔레비전 수상기

https://ko.wikipedia.org/wiki/%ED%85%94%EB%A0%88%EB%B9%84%EC%A0%84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E_VI_inBetrieb_b.jpg


인터넷 (1983년) - 정보의 시대

1969년

- 미국 국방부, 아파넷 운영

1983년

- 아파넷 민간 개방
- 인터넷 시대 도래

사회적 변화

- 디지털 시대의 시작
우리는 다양한 통신 수단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D%8C%8C%EB%84%B7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D%84%B0%EB%84%B7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nternet_Access_Networks.svg


디지털 시대의 특징



디지털 시대의 특징

디지털 시대의 특징

-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정보 검색

- 모든 생활 서비스가 
인터넷망을 거쳐서 
제공됨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ig-city-connect-data-protection.jpg


디지털 미디어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정보를 빠르게 찾음
● 다양한 볼 거리, 읽을 거리

● 믿기 어려운 정보가 많음
●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글이 많음

● (여러분이  아는 장점은?) ● (여러분이 아는 단점은?)



상상해 보기

● 컴퓨터,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없이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o_smartphones.png


가짜 정보의 범람

무한 경쟁의 시대

- 모두가 정보 전달자가 됨
- 조회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다룸

- 실시간 보도로 내용의 검증이 
어려움

디지털 시대에 가짜 정보는 빨리 퍼집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ake_News_-_Computer_Screen_Reading_Fake_News.jpg


팩트체크 - 가짜 정보와의 전쟁

가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의 정부는 
위키백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WHO, 위키피디아와  손잡고 코로나19 거짓 
정보와 전쟁 선포 - 《동아사이언스》,  2020.10.23

세계보건기구는 위키백과와  협력하여 
코로나19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공개함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0924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0924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B%B3%B4%EA%B1%B4%EA%B8%B0%EA%B5%AC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ACT-_Drinking_methanol,_ethanol_or_bleach_DOES_NOT_prevent_or_cure_COVID-19_and_can_be_extremely_dangerous.png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위키를 이용한 웹 사이트
● 누구나 참여하여 수정 가능
● 여러 언어를 볼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 다섯 가지 원칙
● 저작권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위키란 무엇인가요?

위키

- 익명의 여러 사람이
- 협력을 통해
- 직접 내용과 구조를
- 수정할 수 있음

하와이어로  “위키위키”는 빨리빨리입니다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위키백과

가입시 필요한 정보

- 없음

가입시 필요한 역량

- 워드프로세서를 다뤄본 경험

위키백과는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함께 정보를 모아 만들어갑니다 .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는 위키백과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n_Wikipedia_Main_page_20191203.pn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nglish_Wikipedia_Main_Page_2020-02-12.pn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creenshot_of_Russian_Wikipedia_Main_Page_on_2019-04-01.jpg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C%80%EB%AC%B8
https://en.wikipedia.org/wiki/Main_Page
https://ru.wikipedia.org/wiki/%D0%97%D0%B0%D0%B3%D0%BB%D0%B0%D0%B2%D0%BD%D0%B0%D1%8F_%D1%81%D1%82%D1%80%D0%B0%D0%BD%D0%B8%D1%86%D0%B0


위키백과의 다섯 가지 원칙

다섯 원칙
●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입니다.
● 위키백과는 ‘중립적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 위키백과의 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 위키백과에서는 다른 사용자를 존중합니다.
● 위키백과에는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B%A4%EC%84%AF_%EC%9B%90%EC%B9%9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

CC = 라이선스 이름

BY = 저작자 이름을 제시

SA = 동일조건변경허락 위키백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3.0”에 따라 배포되고 
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1%AC%EB%A6%AC%EC%97%90%EC%9D%B4%ED%8B%B0%EB%B8%8C_%EC%BB%A4%EB%A8%BC%EC%A6%88_%EB%9D%BC%EC%9D%B4%EC%84%A0%EC%8A%A4


계정 만들기



계정 만들기

위키백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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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참고자료

● 1차시 - 위키백과 소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위키배움터)
● 슬라이드 5 - File:Emoji_u1f468_200d_1f4bb.svg (위키미디어 공용)
● 다른 모든 사진은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가져왔으며, 사진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원본 사진으로 이동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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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84%ED%82%A4%EB%B0%B1%EA%B3%BC_%EC%86%8C%EA%B0%9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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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98_%EC%A4%91%EC%9A%94%EC%84%B1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moji_u1f468_200d_1f4bb.svg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