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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예: 위키백과



위키 소프트웨어 특징

 프리웨어(Freeware)로서

별도의비용없이소프트웨어설치와유지가가능

 웹브라우저(Web Browser)기반의환경에서

간편하게하이퍼텍스트(hypertext) 문서를작성하고배포가가능

 간단한마크업언어(Markup Language)를사용하여

웹문서의다양한기능구현가능

 협업소프트웨어(Collaborative Software)로서

공동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필요한기능을제공

[[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문화자산아카이브구축



둘러보기

 http://dh.aks.ac.kr/~mokpo/wiki/

 공지사항 : 매일확인

 작업참고 : 연구자료, 시맨틱 아카이브 설계

http://dh.aks.ac.kr/%7Emokpo/wiki/


위키문법



계정 만들기

 http://dh.aks.ac.kr/~mokpo/wiki/

 사이트 상단 오른쪽 ‘계정 만들기’ 클릭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필수 기입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 후 ‘계정 만들기’ 버튼 클릭

http://dh.aks.ac.kr/%7Emokpo/wiki/


계정 만들기

 사이트 상단 오른쪽 ‘계정 만들기’ 클릭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필수 기입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 후 ‘계정 만들기’ 버튼 클릭



새 문서 만들기

 검색창에 작성하고자 하는 문서의 표제어를 검색

 표제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면 해당 표제어를 클릭하여 새 문서 생성



연습하기

 검색창에 작성하고자 하는 문서의 표제어를 검색

 표제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면 해당 표제어를 클릭하여 새 문서 생성

[[분류 : 연습]] [[분류 : 자기이름]]

새문서이름 : 자기이름연습1⓵

②



입력내용 결과 자동목차생성

문단 머리글

 글의 내용을 여러 문단으로 나누기 위해 문단 머리글을 사용

 문서에네개이상의문단이있을경우, 목차가 자동 생성

 2단계 머리글이 편집자가 문서 내에서 쓸 수 있는 최고 단계의 머리글

 하위 문단의 머리글은 “=“의 수를 늘려 표시

 2단계 머리글: ==

 3단계 머리글: ===

 4단계 머리글: ====



줄 넘김

입력내용 결과

 문단을 구분하거나 줄을 바꿀 때 엔터 키를 키 두 번 입력하거나

 줄바꿈 태그인 <br/> 태그를 입력



글자 모양

입력내용 결과

''이탤릭체''

'''진한글씨체'''

'''''진한이탤릭체'''''

 2개의 작은따옴표를 양쪽에 입력하면 글자가 이탤릭체로 표시

 3개의 작은따옴표를 양쪽에 입력하면 진한 글씨체로 표시

 5개의 작은따옴표를 양쪽에 입력하면 진한 이탤릭체로 표시



글자 색

입력내용 결과

<font color="tomato">술쟁이</font>

<font color="#6A5ACD">술쟁이</font>
>

 글자 색을 지정하려면 <font color=“색상코드 또는 색상이름“>본문</font>

 생상코드/이름은 https://htmlcolorcodes.com/color-names/ 참조

https://htmlcolorcodes.com/color-names/


목록 표시

 순번 목록:  #

 점 목록:  *

입력내용 결과

#일
#이
##이의일
##이의이
#삼
##삼의일
###삼의이

*봄
*여름
*가을
**추석
*겨울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외부 링크

설명 입력내용 결과

이름이 부여된 링크 [http://www.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름이 없는 링크 [http://www.aks.ac.kr]

URL 노출 http://dh.aks.ac.kr/wiki/index.php

 외부 사이트 링크는 URL 양쪽에 대괄호를 입력하여 생성 [   ]

 링크에 이름을 부여할 경우, URL 뒤에 한 칸을 띄운 뒤 이름 입력



 문서의 제목 양쪽에 대괄호를 두 개씩 입력하여 자유롭게 링크 생성 [[ ]]

 붉은 링크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일 경우에 나타남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링크는 단순히 굵은 글씨체로 나타남

 | (파이프 문자) 를 사용하여 링크의 제목을 변경할 수 있음

내부 링크

입력내용 결과

[[김현]]

[[김현|죽관악기장]]



 {|     표의 시작을 의미

 |+ 표의 제목을 추가

 ! 표의 머리말 작성

 |- 표의 행 구분

 | 표의 열 구분

 || 표의 연속된 열 구분

 |} 표의 끝을 의미

표

입력내용 결과
{|class="wikitable" 
|+ 인문정보학과
! 이름 || 관계 || 첫만남
|-
| 김현 || 지도교수 || 2015년면접실
|-
| 강혜원|| 선배 || 2016년세미나실
|-
| 이수민 || 후배 || 2019년아초원
|}



 “파일 올리기” 페이지에서 파일을 업로드

 파일이 업로드되면 파일마다 파일 페이지가 생성됨

 위키 페이지에서 [[파일:파일이름.확장자]] 를 입력하여 이미지 삽입

 확장자명은 반드시 대소문자를 구별하여 정확히 기재( jpg, JPG, png, PNG)

이미지 삽입

입력내용 설명

[[파일:영이.png]] 기본

[[파일:영이.png|100픽셀]] 이미지크기지정
(’픽셀’대신 ‘px’ 입력가능)

[[파일:영이.png|오른쪽]] 이미지위치지정
(’오른쪽’, ‘왼쪽’, ‘가운데’대신 ‘right’, ‘left’, ‘center’  입력가능)

[[파일:영이.png|영이입니다]] 이미지캡션삽입

[[파일:영이.png|섬네일|영이입니다]]
이미지아래쪽에설명을넣기위한섬네일추가

섬네일크기조정: [환경설정메뉴] - [보이기] – [섬네일크기]
(’섬네일’, ‘썸네일’ 대신 ‘thumbnail’, ‘thumb’ 입력가능)



 ‘각주 표시’와 ‘각주 목록’으로 이루어짐

 각주 표시: <ref></ref>사이에 각주 내용을 기술

 각주 목록: 문서의 원하는 부분에 <references/>를 삽입하여 각주 목록 생성

각주

입력내용 결과

==Definition==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 [[왕세자]], 대
한제국 [[황제]]와 [[황태자]]가 [[종묘제례]], 
[[사직제례]], [[책례]], [[가례]],  정월초하루
ㆍ동짓날ㆍ경축일등의의례를시행할때
발에신는붉은색버선. <ref>국립고궁박물
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72쪽.</ref>

==Notes==

<references/>



 문서와 관련된 주제를 입력 [[분류 : 분류할이름]]

 특정 주제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잡이 역할

 분류를 클릭하면 해당 분류와 관련된 문서의 집합이 자동적으로 생성됨

분류

입력내용 결과

[[분류:한양도성타임머신]] [[분류:한국학중앙연구원]] [[분류:
인문정보학과]][[분류:여자]] [[분류:대학원생]]



 여러 문서들 간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따로 모아서 편집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기능

 틀을 정의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문서에서 해당 틀을 불러와 사용

 미디어 위키 기본 제공 틀: {{CURRENTYEAR}}(현재 연도) {{CURRENTMONTHNAME}}(현재 달

이름) {{CURRENTDAY}}(현재 날짜) {{CURRENTDAYNAME}}(현재 날 이름) {{CURRENTTIME}}(현재
시각) {{PAGENAME}}(문서 이름) {{NUMBEROFARTICLES}}(관리자 수)

틀

틀정의 틀사용 결과
<table class="Info" style="width:350px; font-size:90%; border:1px 
dotted #cccccc; margin: 0px 2px 15px 15px;" cellspacing="10" 
align="right">
<tr>
<td colspan="2" style="background:#D8BFD8; color:#ffffff; text-
align:center; font-size:120%; height:150%;"><b>위키명함</b></td>
</tr>
<tr>
<td colspan="2"> {{#if:{{{이미지}}} | {{{이미지|}}} }}</td> 
</tr>
<tr>
<td colspan="2" style="background:#D8BFD8; color:#ffffff; text-
align:center; font-size:110%;"></td>
</tr>
{{#if:{{{참여워크샵|}}} | <tr>
<th style="text-align:center; width:20%;">참여워크샵</th>
<td style="text-align:center; width:40%;">{{{참여워크샵|}}}</td>
</tr> }}
<tr>
<td colspan="2" style="background:#D8BFD8; color:#ffffff; text-
align:center; font-size:110%;"></td>
</tr>
{{#if:{{{이름|}}} | <tr>
<th style="text-align:center; width:20%;">이름</th>
<td style="text-align:center; width:40%;">{{{이름|}}}</td>
</tr> }}
{{#if:{{{한자명|}}} | <tr>
<th style="text-align:center; width:20%;">한자명</th>
<td style="text-align:center; width:40%;">{{{한자명|}}}</td>
</tr> }}
<tr>
</table>

{{위키명함
|이미지=[[파일:영이.png|섬네일
|370px|center]]
|이름=김지선
|한자명=金芝嬋
|참여워크샵=2020 한양도성타임
머신위키교육
}}



편집 충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한 페이지를 동시에 고치는 경우 발생

 시스템이느려서자신의편집이미처저장되기전에또다시같은페이지를수정해서

저장했을경우발생



편집 취소

 역사보기의편집중하나의편집만을쉽게되돌릴수있는기능

 타인의문서수정시, [역사보기]-[편집 취소] 선택후 ‘요약’란에편집취소사유를남기길

권장



주의사항. 위키문서 작성 전 사전 준비

 반드시 엑셀에서 먼저 작업 후 위키에 업로드

 엑셀 템플릿 활용

 우선대상 : 인물, 단체, 사건

 공통사항 : id, class, groupName, partName, label, hanguel, hanja, English, infoUrl, 

iconUrl

 위키에 업로드 시 위키 폼으로 변환

http://dh.aks.ac.kr/%7Eokehkim/data/paper/mokpo/edu/2020_mokpo_template_ver1.0.xlsx


1. Id

- 동명이인 : 이름 뒤에 생년 또는 한자 추가해서 구별 / 김우진_1897

2. class, groupName, partName

- class, groupName은 미리 정해져 있음

* http://dh.aks.ac.kr/~mokpo/wiki/index.php/Ontology:Class

- partName은 작성자가 정함(통일성 유의) 

* 극작가, 소설가, 시인 – 각각 또는 <작가>로 통일

*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란으로 두어도 됨

3. infoUrl

- http://dh.aks.ac.kr/~mokpo/wiki/index.php/

- 정해진 웹주소에 아이디만 추가 / 아이디가 <유달산>인 경우

* http://dh.aks.ac.kr/~mokpo/wiki/index.php/유달산

4. iconUrl

- 외부 링크일 경우 / 웹주소 기록

*  http://dh.aks.ac.kr/~mokpo/wiki/images/7/7f/김우진.jpg

- 내부 서버에 파일 업로드된 경우 / 파일이름과 확장자(대소문자 정확히)

* 김우진.jpg 또는 김우진.JPG 등

주의사항. 문서작성 유의사항

http://dh.aks.ac.kr/%7Emokpo/wiki/index.php/Ontology:Class
http://dh.aks.ac.kr/%7Emokpo/wiki/index.php/
http://dh.aks.ac.kr/%7Emokpo/wiki/index.php/
http://dh.aks.ac.kr/%7Emokpo/wiki/images/7/7f/%EA%B9%80%EC%9A%B0%EC%A7%84.jp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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