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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X의 설치



www.ktug.or.kr

http://www.ktug.or.kr
http://www.ktug.or.kr


www.ktug.or.kr



www.ktug.or.kr



www.ktug.or.kr



천천히 설명을 따라서 
설치하자!

installdefault.exe
dviout->option->install



편집기



EmEditor (KTUG 설치시 같이 설치됨)

Texmaker (오픈: 컴퓨터실에 설치되어 있음)

WinEdt

LyX

TeXShop (Mac 만)



작업 폴더와 인코딩



 C:\TeXwork



 C:\TeXwork

 UTF-8



TeXmaker
Windows: Options -> Configure Texmaker
Mac: texmaker -> preference



LaTeX의 명령어











명령



명령

환경



명령

환경
주석



컴파일





1. 파일불러오기



1. 파일불러오기

2. 컴파일



1. 파일불러오기

2. 컴파일

3. 최종



컴파일





컴파일



.tex 파일 만들기



test.tex



test.tex



문서 클래스



\documentclass[옵션]{클래스 이름}



\documentclass[10pt,a4paper]{article}
\documentclass[옵션]{클래스 이름}



\documentclass[10pt,a4paper]{report}
\begin{document}
Hi, there!
\end{document}

연습 1



프리앰블과 패키지



\usepackage[nohead]{geometry}

패키지 명령



\usepackage{kotex}
\usepackage{ifpdf}
  \ifpdf
\usepackage[unicode]{hyperref}
  \input glyphtounicode\pdfgentounicode=1
  \else
\usepackage[unicode,dvipdfm]{hyperref}
  \fi

한글 구현



표제, 초록, 목차 작성



표제 작성

\title{논문 제목}
\author{논문 저자}
\date{작성일}
\maketitle



초록 작성

\begin{abstract}
(초록 내용 입력)
\end{abstract}



목차 작성

\tableofcontents
\listoffigures
\listoftables



연습 2



연습 2



본문 작성



장, 절 설정

\part[목차 용 제목]{부 제목} 
\chapter [목차 용 제목]{장 제목}
\section [목차 용 제목]{절 제목}
\subsection [목차 용 제목]{소절 제목}
\subsubsection [목차 용 제목]{소소절 제목}
\paragraph [목차 용 제목]{단락 제목}
\subparagraph [목차 용 제목]{소단락 제목}



\chapter*{장 제목}



연습 3
\tableofcontents
\listoffigures
\listoftables

\chapter{연습중}
\section{쉬운가요?}
\subsection{무엇이 쉬운가요?}
\subsection*{어렵지 않아요}
\subsubsection{정말?}

\section{어려운가요?}



연습 3
\tableofcontents
\listoffigures
\listoftables

\chapter{연습중}
\section{쉬운가요?}
\subsection{무엇이 쉬운가요?}
\subsection*{어렵지 않아요}
\subsubsection{정말?}

\section{어려운가요?}



구두점
따옴표: ` ', `` ''
틸데: \~, $\sim$
하이픈: abstra-ct (\sloppy)
엔대시: abstra--ct
엠대시: abstra---ct
말줄임표: $\cdots\cdots$
기타: \#, \$, \%, \&, \_, \{ \}, \^{ }, $\backslash$



연습 4



연습 4



각주

\footnote{각주 내용}



각주

\footnote{각주 내용}
각주는 위 명령어를 사용하여\footnote{각주} 

입력한다.



난외주

\marginpar{난외주 내용}



난외주

\marginpar{난외주 내용}

문서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이 기본값이다
\marginpar{난외주}.



인용문

\begin{quote}
(인용문 내용)
\end{quote}



연습 5



연습 5



참고문헌, 표, 그림 넣기

다음 시간에 ^^



상호참조

\subsection{상호참조}\label{sec:cr}

상호참조에 관한 내용은 \ref{sec:cr} 절, 
\pageref{sec:cr} 쪽에 있다. 



prefix:suffix
 cha:intro

 sec:crossref

 eqn:demandfunction

 fig:ic

 tab:reg



연습 6



연습 6



연습 6



프로그램 코드입력
\begin{verbatim}
(프로그램 코드)
\end{verbatim}



프로그램 코드입력
\begin{verbatim}
(프로그램 코드)
\end{verbatim}

\usepackage{verbatim}
\verbatiminpinput{파일이름}



프로그램 코드입력
\begin{verbatim}
(프로그램 코드)
\end{verbatim}

\verb|프로그램 코드|

\usepackage{verbatim}
\verbatiminpinput{파일이름}



각 장을 파일별로 나누기

\include{경로 및 파일이름 지정}



각 장을 파일별로 나누기

\include{경로 및 파일이름 지정}
\include{ch_1.tex}



개조식 문서

\begin{itemize}
\item 첫번째 항목
\end{itemize}



\begin{enumerate}
\item 첫번째 항목
\end{eumerate}

번호



\begin{description}
\item[제 1수준] 첫번째 항목
\end{description}

설명



\begin{itemize}
\item[?] 물음표로 시작하는 항목
\end{itemize}

시작 수정



\begin{enumerate}[{문제} I.]
\item 다음을 간략히 써라.
  \begin{enumerate}[i.]
  \item 한 경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
    \begin{enumerate}[A.]
    \item 국민소득 $\sim$
    \end{enumerate}
  \end{enumerate}
\end{enume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