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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위키에 바란다
한양위키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구성 기타 다양한 의견을 남기는 곳입니다.
규칙 : 번호를 넣어 기입. 처리 완료시 삭제가 아닌 하단 '완료' 영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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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또는 기본 설정 문제
1. 비주얼 에디터에서 '표'삽입시 기본설정에 '설명 넣기'가 되어 있어서 다시 꺼줘야 하는 불편
2. gif 업로드시 썸네일 생성 오류 (시간 지연? 특정파일? ) https://hyu.wiki/파일:김우승-총장공약-계
승-ACT1.gif
3. 메타이미지를 변경되었다고 하나, 적용 안되어 있음. 현재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미디어위키 로고가 메타이
미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좌측 상단 한양위키 로고로 변경 필요

요청 사항
공지 기능
1. 상단에 관리자 공지 게시
2. 글 하단에 추천 버튼이 있어서 이걸 통해 추천 글이 더 노출이 잘 되도록 했으면
3. url 복사 기능(버튼) : 버튼 클릭시 '타이틀 + 주소' 구성을 한번에 복사. 예) [한양위키] hyu.wiki/키워드
한글 깨짐 현상 개선 - 브라우저에 따라 주소를 복사할 경우 한글 깨짐 현상발생. 공유버튼으로 해결
4. 사이트 이상시 관련 공지 기능. 비상용으로 사이트 외부를 통해 공지, 관리자가 손쉽게 접근 처리
(2020.05.18 제안)

소통 강화
1.
2.
3.
4.
5.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글 게시 요청 '버튼'으로 유도 필요
댓글 및 추천(좋아요) 기능 : 정식 글 쓰기는 제한된 사람만 가능하므로, 의견 제시는 오픈
토론 기능 활성화
검색창 자동완성 기능
본문중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기 기능 - 바로 메일 보내기 기능이랑 연동

디자인/UX 개선
1. 외부 웹페이지 내 이미지 가져다가 그대로 보여주기 https://blog.naver.com/timmy87/221456495419
참조
2. 타임라인의 디자인은 바꿀 수 없을까요?
3. 각주 표시가 본문과 연결되어 구분되지 않음 (읽기 불편)
4. 화면 맨 위로 자동으로 올라가게 하는 버튼 필요. 내용이 긴 경우 너무 불편해요
5. 검색 시 띄어쓰기 무시 기능 (ex. 기술 경영 연구소 = 기술경영연구소 = 기술경영 연구소)
6. 해당 글의 최종 수정일이 상단에 나오도록 (지금은 하단 구석) 해서 최신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필요
7. 글씨가 기본적으로 '검정'색만 되는데, 주의사항은 빨간색으로 한다는 등 일부 색 사용이 필요함
링크 가능 텍스트의 파란색을 조금 눈에 띄도록 변경
8. PDF 첨부시 : 프리뷰 화면으로 삽입(링크방식 지양)
9. 화면 상단으로 가는 버튼 배치 (PC, 모바일)
10. 위키 첫화면 - 검색 중심으로 레이아웃 구성 https://www.wikipedia.org/ 참조
11. 사선(/)으로 구분된 문서의 표기 방식 개선 : 사선 앞 키워드 생략 , 하위문서 최상단에 상위문서 바로가기
자동 생성
12. 주석이 바로 본문과 붙어서 보이는 문제 : 간격을 충분히 벌어지게 하거나, 주석 영역 자체를 목록의 하나로
자동 생성시켜줄 필요 있음
13. 다크 모드 적용 https://www.mediawiki.org/wiki/Extension:DarkMode
14. 레이아웃 변경 : 분류, 수정일시 최상단 표시 필요
15. 링크 공유시 외부에 노출되는 메타이미지를 한양위키 로고로 변경 필요

콘텐츠 관리
1.
2.
3.
4.

대문을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 최신&추천 키워드 등
관리자가 추천글로 지정하면 메인에 뜨게 하는 기능 (위키피디아 알찬글)
요약 박스
작성 내용에 대한 맞춤법/비속어 검사 기능

관리자 기능
1.
2.
3.
4.
5.
6.
7.
8.
9.

특정사용자(로그인)만 볼 수 있는 '블라인드' 기능은 가능한가
작성자 '기여' 화면을 단순하게 키워드 나열만 되는 화면 제공 필요
한양인 로그인 API 연동
미디어 위키 스킨 작업
보상시스템 : 마일리지 및 참여도에 따른 보상
모바일 전용앱(뷰어) 개발
퀴즈 자동 생성을 통한 재미 추가
작성 멤버에게 일괄 이메일 발송 기능 가능할지... 기능변경이나 공지사항이 있을 때 알림 기능
검색 기록 확인 :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검색 기록을 통해 맞춤형 자료 업데이트 근거로 활용

접근성 강화 관리
접근성 강화 관련 적용을 희망하는 내용

벤치마크
위키피디아 기능 가져오기
1. 좌측 메뉴 수정하기(관리자 임의 수정 )
1. PDF로 다운로드
2. 다른언어(설정)
3. 요즘 화제
2. 문서 보호 기능 (관리자 잠금)
3. 틀 사용
4. 대문 수정

나무위키 가져오기
사이트 운영 방식 중 적용을 희망하는 내용

적용 완료
1. 로그인 정책 반영 (한양메일 인증 / 허가시 진입)
2. 메신저에서 링크 공유시 보이는 이미지 (기본형, 메타이미지) 변경 >> 2020. 8 기준 변경되지 않았음 ㅠㅠ
Description2, OpenGraphMeta 적용
3. 유튜브 등 영상 삽입 기능
EmbedVideo 적용
4. 동명이인 처리 로직
AntiSpoof 적용
5. 이미지 외 파일 첨부 기능
6. 위키 이미지 및 DB 백업 스크립트
7.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8. HTTPS
9. 인쇄, 내보내기 : PDF
10. 다이어그램 삽입 기능
11. 지도(구글 등) 삽입 가능
12. 조회수 확인
13. 문서 내 이미지 클릭시, 이미지 파일로 페이지 전환이 아닌 팝업 방식의 슬라이드로 띄워주기 => 간헐적 문제
발생으로 적용 보류
Extension:MultiMediaViewer 적용
14. 특정 사이즈 이상의 이미지 업로드시 별도 제약 없이 업로드가 가능하나, 호출시 오류 발생
15. 첨부 가능 파일 확장자 확대 : ppt, pptx, xls, xlsx, hwp (이상 문서) emf, wmf, ai, svg (이상 그래픽 관
련) 참조
hwp 파일 업로드는 2020.08 기준 가능해지도록 조정 완료. 서버 단에 변경 주의
16. 구글,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등록
17. 다국어 관리 : https://www.mediawiki.org/wiki/Help:Extension:Translate/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