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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경기과학고등학교 ) 학년

ࢃࢋࢃ 텍과의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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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텍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ࢄࢂࢃࢆ 년 여름, 고등학교 ࢃ 학년 때였다. 내
가 지난 ࢅ 년간 다녔던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연구중심의 과학영재학교로서,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3& 3FTFBSDI  &EVDBUJPO ʴ알앤이ʵ 라고 읽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 과목별로 교수급 전문교원이 한 분씩 계셔서, 그 3& 프로그램을 총
괄하였다. 그 당시 나는 다른 ࢄ 명의 친구들과 수학 관련 3& 를 진행했는데,
어느 날 수학 전문교원 선생님께서 수학 3& 를 하는 친구들을 모두 모아,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다. 그때 배웠던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텍 5&9 이다.
이전까지 아래아한글, .4 워드 등의 8:4*8:( 만을 써오던 나에게,
텍과 같은 8:4*8:. 방식의 문서 작성은 문화 충격과도 같았다. 그때는

)5.- 도 다루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텍을 사용해보며, 왜
선생님께서 그렇게나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우선 수식이 아래아한글, .4 워드와는 차원이 다르게 입력이 편리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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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 결과도 깔끔했다. 또한, 지금 내가 텍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상호참조 DSPTTSFGFSFODJOH 기능이 굉장히 좋았다. 텍의 상호참조 기능을
사용하며, 이전에 대학부설 영재원에서 과제연구 보고서를 한글로 작성하며
새로운 그림을 삽입할 때마다 본문 안의 그림 번호를 업데이트하며 고생하던
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누구나 그러했을 듯이, 처음 텍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많이 어려웠다.
주요 명령어도 다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기능 하나 사용하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입장벽을 넘고, ࢄࢂࢃࢇ 년 초여
름에 J[NijkZ_e와 같은 편리한 텍 편집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해결되었다.

ࢃࢋࢄ

사건의 발단

나는 점점 더 많은 명령어들을 익히며, 이러한 유용한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좋은 교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MTIPSUࢃ 와 같은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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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도 있었지만, 그러한 기존의 입문서들은 내가 한번에 소화하기에는 너무
길거나, 읽고 따라해보며 텍을 배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ࢄࢂࢃࢇ 년 ࢊ 월, 학교 친구들과 함께 유용한 텍 사용 팁들
이 포함된 텍 입문서를 만들고, 우리들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텍
용례들을 업로드해 공유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때마침 나는 그 무렵

(JU)VC 을 접하게 되었고, 코드를 공유 · 공동편집 · 배포하기에 적격인 사
이트라고 생각하여 현재의 HTITMBUFYJOUSPࢄ 라는 PSHBOJ[BUJPO 을 (JU)VC 에
만들고, (JU)VC 1BHFT 를 통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텍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일에 참여했고,
우리는 이렇게 텍 입문서를 텍으로 제작하고, 각종 팁들을 공유하며 함께 텍
실력을 기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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ࢃࢋࢅ 경기과학고 텍 사용자협회
ࢃࢋࢅࢃ 협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
사실, 수학 전문교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던 3& 보고서 텍 양식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고, 추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기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각
장마다 7B;m`2의 카운터 DPVOUFS 가 초기화되고 있었고, 심화 3&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지도교수 입력란이 없었다. 또한, 졸업논문의 경우 교내에서
지정된 형식에 맞는 #իԧ5&9용 #bi 파일이 없었다.
어느 개인의 텍 실력으로는 그러한 오류들을 해결하기 어려웠다. 또한,
교내 학사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있는 양식이 그대로 배포되고 있었고, 우리가
오류를 발견할 때마다 담당 선생님께 찾아가거나 전교의 몇 되지 않던 텍
사용자들에게 공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앞서 ࢃࢋࢄ절에서 언급되었던 (JU)VC PSHBOJ[BUJPO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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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교내 텍 양식에 관한 오류 제보를 받고, 그것을 HJU 으로 공동 편
집하여 웹페이지를 통해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양식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양식을 직접 만들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러한
교내 텍 사용자간 교류의 중심지를 ʴ경기과학고 텍 사용자협회 (4)4 5&9

4PDJFUZ ʵ 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때가 ࢄࢂࢃࢇ 년 ࢃࢄ 월이었다.
ࢃࢋࢅࢄ 협회의 발전
협회가 설립된 뒤, 우리는 텍 전도사가 되어, 교내에서 텍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기존의 딱딱한 텍 입문서의 형식을 벗
어나기 위해, X[Wc[h로 텍 입문서를 만들었다. 물론 이 입문서의 텍 파일들
또한 공개하여, 학생들이 X[Wc[h를 공부할 계기도 마련했다. 0WFSMFBG 에서
제공하는 입문서를 (JU)VC 에서 GPSL 하여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문서들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총 ࢅ 번의 크고 작은 ʴ경기과학고 텍 워크숍ʵ
을 열었다.
입문서 외에도, 어떤 친구는 선형대수학 공부를 텍으로 해서 ࢃࢂࢂ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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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경기과학고 텍 사용자협회 홈페이지

분량의 답지를 만들고, 교내 작곡 · 작사 동아리인 ʴ매나니ʵ 에서 활동하는 친구
는 X[Wc[h로 높은 질의 화성학 강의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아래아한글이나

.4 워드, 파워포인트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서의 양을 보고는 텍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텍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 모든
용례는 텍 코드 또한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를 보고 따라해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한 결과 동기들은 물론 후배들, 선생님들께서도 텍에 큰
관심을 보이셨다. 한 선생님께서는 사설 서버 및 도메인으로 운영되던 협회
의 홈페이지를, 교내 서버 및 경기과학고 도메인 ?iiT,ffrrrX;bX?bXF` 의
ࢅ

홈페이지의 형식은 ӊF
-"5&9 1SPKFDU 의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 #: ࢆࢂ 라이선
스 하에 거의 그대로 사용하
였다.

서브도메인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것이 지금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협회의 홈페이지, ?iiT,ffHi2tX;bX?bXF`이다.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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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과학고 텍 사용자협회에서는 교내 3& 보고서, 졸업논문,
삼성 휴먼테크논문대회 등의 텍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학생대학생 수준에 걸맞는 여러 가지 텍 용례 및 입문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협회가 경기과학고 선생님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해 주신ʲ
쾌적한 한글 텍 사용환경을 개발하는 데에 힘써 주시는 ,56( ӊF -"5&9

1SPKFDU 개발진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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