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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위키생활
2018, earpile d.a

집단지성위키를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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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위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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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싸움

Pakutas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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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의 대결

vs.

개인 집단

Pakutaso.com

인문과학자연과학

HamSeokheon_readingBooks.JPG
(함석헌기념사업회, 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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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탄생

제도화된앎 vs 체화된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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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a world in which every 

single human being can freely 

share in the sum of all knowledge. 

That’s our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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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위키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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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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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12 2016

이것저것 만들다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

초기구축단계

2017년, 이름 맞교환

… [[한국어 위키 목록]] 등재를 위해!

여정은계속된다

위키위키라는 것을 앎

개인위키 ISDE-Wiki 시작

시작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신하고

만들어나가기 시작

정체성확립

모니위키에서 엔진 전환해

(구) 리프위키 시작

도구위키전환

역사

2012. 12. 03

미디어리프위키 시작

별개의위키구축필요성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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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리프위키는 위키백과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실어 자유저작물 지식을
확장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지성 위키입니다.

1.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거부하거나 포착하지 않는 앎

(개별적인 노래, 성경, 잡다한 지식)

2.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밀려난 앎의 방식

({{ja-y}}, ‘바깥 고리’, {{네비게이션}}, 적극적 일본어 통용표기)

그래서…

1. 위키백과에서 등재할 수 없는 문서를 등재한다.

2. 위키백과보다 더 자세하고 더 좋은 정보를 등재한다.

3. 위키백과 안에서 싸울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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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시편 2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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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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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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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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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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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파일:Yuireil nos^n.png]](리프위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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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전략 2030 : Sum of the Knowledge(앎의 총합)을 위한 위키미디어 운동의 헌신

 싸우면서 쟁취하거나 밀려나야 하는 사용자를 내쫓는 위키/앎

vs 모두의 앎이 존중될 수 있는 위키/앎

 Wikia로는 불충분하다

 모두의 앎을 담을 수 없는 위키백과라는 포맷을 넘어,

다양한 집단지성 위키를 끌어 안는 전략 수정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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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 환영합니다! … 그리고 리프위키와 함께 해 주세요!

[[파일:Yuireil omoromaci.jpg]](리프위키), ellif d.a, 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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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내

 이 파일은 CC BY-SA 3.0으로 공유됩니다.

 그러나 자유저작물 특성상 다른 자유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이 발표원고에 인용되어 있는 바, 해당

저작물은 본 원고 속에서 해당 자유저작이용허락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