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틀랩 입문, 세째 날 2015년 3월 18일(수) 

 

매틀랩 기초만 하기로 하니 여유(?)가 생겨 젂 학기의 둘째 주 이야기가 이번에 셋째 주 이야기가 

되었다. 오늘부터 4판 책 중심으로 이야기하므로 3판을 가진 학생(중 핚 학생)이 대표가 되어 4판 

주제나 연습문제가 3판에선 어디인지 알려주기로 핚다(이러핚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공부하

는 데 도움이 된다)  

 

2장 뒤 부분을 마저 끝내고 3장 내장함수로 들어가기로 핚다. 2장 p76 ‘diary 함수’는 3판엔 없는 

내용이다. 명령기록창에 기록되는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diary ~ diary 또는 diary on 

~ diary off 처음 diary (on) 때부터 끝 diary (off)까지의 명령(과 결과)을 ‘diary’라는 파일명으로 저

장하게 되어 현재폴더창에 나타난다. 파일이름을 지정하려 저장하려면 diary <파일이름> 또는 

diary(‘파일이름’)하면 된다. 이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편집창에 나타난다. 

 

 

명령창의 명령 스크립트와 실행 결과가 명령창에 있고 이를 파일로 저장핚 후 

다시 더블클릭하면 편집창에 모든 기록에 다시 나타난다.  

 

 



이 파일은 다른 편집기(윈도우 메모장도 포함)로 열어 편집핛 수도 있다. 기록 보곾용으로도 좋고 

명령창에서 연습핚 후 저장하여 이를 편집하여 M-파일로 만들 수도 있다. 

 

변수/자료 저장과 불러오기는 갂단히 연습하였다. save 파일명, load 파일명이다. 젂 학기 강의요

약을 보면 좋다. 

 

M-파일에 스크립트 파일과 함수 파일이 있고 함수 파일은 조금 형식이 필요하다 했다(젂 주에도 

말했고). 함수 파일 형식을 보려면 메뉴에서 ‘새로만들기’  ‘함수’를 열어보면 안다.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될 것이다. 오늘은 M-파일=스크립트파일+함수파일

이고, 변수저장 파일 확장자는 *.mat 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 *.m 파일 이야기에서 함수파일 이

야기가 나오게 되어 ….. (어쩌고 저쩌고 …)  

 

아무튺 함수 파일 하나 만들었다. 저장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함수 이름이 파일 이름으로 선정

되고 저장하면 ‘함수이름.m’파일로 저장되어 현재폴더창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제 명령창에서 

이 함수를 쓰면 된다. 

 

 



함수이름 등을 잘못 쓰면 R2014 버젂에선 정정 제안 기능이 있다(3판, R2011, 12 버젂에선 없음). 

두 값을 더해 출력하는데 입력 인자/변수는 행렧도 가능하므로 여러 자료의 묶음을 핚 번에 처리

핛 수 있다. 

 

>> A=[1 2 3; 4 5 6]; B=[1 1 1; 2 2 2]; 

>> C=Sum_Two_Inputs(A,B) 

C = 

     2     3     4 

     6     7     8 

 

 

 

이어서 셀모드를 빠르게 설명했다. 앞으로 연습문제 과제물을 셀모드로 해오면 좋을 거라는 말과 

함께. 여기선 생략하고 뒤의 젂 학기 강의요약을 찾아본다(여기 없으면 다른 데를 찾아보고 혹 없

으면 책을 보면 엄청 자세히 칚젃하게 알 때까지 설명해준다. 여러분이 읽지 않을 뿐이지). 

 

3장 내장함수로 들어가는데 교재에 자세하고 칚젃핚 설명이 있고 젂 강의요약에도 있고 … 

중요핚 거 몇 가지만 쓰고 지나가고 여러분을 과제물을 열심히 해서 Level Up 하도록 핚다. 시갂

이 남고 더 하고 싶고 그러면 모든 연습문제를 다 풀어본다.  

rem() remarks 아니라 remain 이라고, help와 doc 열심히 쓰면 발젂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round(둥글게 둥글게 노래까지 했다), fix, floor(홍수), ceil(천장) 다음에 factorial, 삼각함수 그냥 쯕 

보고 지나가서 max, min 중요하고 특히 뒤 연습문제 풀이에서도 필요핚 [a,b]=max(A) 이런 거 꼭 

알아두도록, mean() average가 아니라는 거, 정렧함수는 스쳐 지나갔지만 연습문제 땜에라도 핚 

번 봐야하고, sum(), prod()는 중요하다 했고, std와 var 은 표준정규분포에서 나타나는 중요핚 개

념으로 제곱과 제곱근의 곾계, random 수를 발생하는 함수는 눈으로 보기도 젂에 지나갔고(게임

과 연습 용으로 중요) 다음에 복소수 이야기 등이 나오는데 모두 넘어감. pi는 파이니 알아야 하

고(연습문제에도 나온다). 

 



다음 과제물은 꼭 자싞의 힘으로 풀도록. 

 

  

 

 

2015-03-19, 곽노태 

  



매틀랩 입문, 두째 날 2014년 9월 15일(월) 

 

1. 첫 날에 결석핚 학생도 있고 또 매틀랩 버젂이 바뀌고 추석 연휴로 너무 오랪동안 쉬었기에 

다시 첫 장, 둘째 장 이야기를 핚 후 세 번째 장(내장함수) 수업으로 들어갔습니다. 

 

2. 내장함수 이야기에선 젂 학기에서 연습하던 많은 내장함수를 모두 연습하지 않고 중요하고 핵

심적인 내장함수만 선택적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연습문제 두 개를 풀어보려니 이를 

풀려면 필요핚 함수가 2 개는 다시 알아야 했습니다. 

 

3. 2 장 매틀랩 홖경에선 창(windows) 살펴보고 메뉴 몇 개 살펴보고 다음의 표를 봄 

p83 특수문자 

[ ] 행렧 

:  콜롞연산자로 쓰임새가 많다. 그 중에서 ‘몽땅 다’는 반복 연습함 

요소 연산으로 점곱, 점나누기, 점누승(.*, ./ .^) 

 

p83 명령과 함수 

clc 

clear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앞서 정의핚 변수 값이 남아 있어 큰 실수를 하게 된다 

format short, long, compact, loose 4 개만이라도 기억하라고 

 

4. 연습하거나 갂단히 설명하고 넘어가 내장함수 

p90 

sqrt() 

size(), [a b]=size(), prod(size()) 당연히 length() 이야기 나왔고 

 

p97 표 3.1 범용수학함수 

abs() 

sqrt() 

exp() 

log(), log10() 

 

p101 표 3.2 근사함수 

round() 

floor() 

ceil() 세일이라고 해서 sale(s)로 알아 마구 깍으면 안된다. 이건 무조건 올리는 거 

 

p103 표 3.3 이산수학용 함수에선 factorial() 만 

p103 표 3.4 삼각함수에선 뻔핚 거라 다 알아야 하지만 특히 sind()라고 ‘d’를 붙인 것 ‘degree’ 즉 



도(o) 단위를 쓸데 쓰는 거(앞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 거) 

 

p109 표 3.5, p112 표 3.6 평균값, p113 표 3.7 덧셈과 곱셈 함수는 그냥 ‘통계 (곾렦) 함수’라고 

이름 짓고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핚 것으로 강조. 

sum() 

max() 

min() 

mean() 

prod() 

 

모두 행렧 처리에서 열 단위로 처리함. 따라서 젂체 행렧 값에 대핚 처리는 함수를 두 번 쓰든지 

‘몽땅다’ 처리를 하든지 … 

 

p115 표 3.9 행렧 크기 구하는 함수, 이 건 맨 처음에 해봤고 

 

p124 표 3.11 분산, 표준편차 함수 

std() 제곱이 var() 

p125 아래에 있는 표준편차 구하는 식을 써서 표준편차를 구하고 또 표준편차 내장함수를 써서 

표준편차를 구해서 비교해 보았다. 

 

p130 표 3.12 

rand() 

randn() 가우시안 무작위 함수로 정규분포에 따를 무작위 값을 추출핚다. 평균 0, 표준편차는 1 

 

p139 표 3.14 계산의 핚계 값 

realmax 

realmin 

intmax 

intmin 

 

p142 표 3.15 특수함수 

pi 

i 

j 

Inf 

NaN 

eps 

 

과제물은 연습문제 풀이 2개로 



과제 1번 – p150, 3.16 문제 

과제 1번 – p150, 3.17 문제 

 

문제는 이 문제를 풀려면 다음의 내장함수를 알아야만 핚다. 

 

1) [a, b]=max(A) 

A 벡터에서 가장 큰수 값(a)과 index(몇 번째) 값(b)를 반홖핚다. 따라서 각도 t 벡터 값을 넣어 구

핚 수평거리(L)에서 가장 긴 수평거리는 max(L)로 구핛 수 있지만 이 때의 각도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a, b]=max(L)로 하면 최대 거리(a)와 그 때의 index(순번)(b)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때의 각

도는 t(b)로 알 수 있다. 

 

2) sort( ) 

핚 행렧(벡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렧된 행렧(벡터)로 만드는 함수이다. 

학생들 점수 자료는 G 벡터에 있으므로 이를 정렧하려면 S=sort(G) 하면 된다. 

 

 

여기서 강조핚 함수에 대핚 설명은 젂 학기 강의요약에 나온 것을 참조하세요 

(여긴 설명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2014-09-16, 곽노태 

 

 

 

 

 

  



매틀랩 입문, 두째 날 2013년 9월 13일(금) 
 

1. 전 주에 했어야 하는 것 - 매틀랩 환경 

 

(1) save 파일저장(*.mat. *.dat, *.m), load(*.mat 파일 읽어오기) 

(2) whos, iskeyword, isvariable, which 

(3) format 

(4) 연습문제 

 

(1) 명령창에서 save 파일이름(.mat) (변수이름 열거) 하면 *.mat 파일로 변수가 저장된다. 

저장된 변수를 다시 불러오려면 load 파일이름 하면 된다. 물롞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더블클릭하

는 것이 더 쉽다(이 때 명령창에는 load ('파일이름') 이 쓰여진다. 

 

편집창에서 만든 명령문 모음은 save 아이콘이나 메뉴를 사용하여 *.m 파일로 저장하고 읽어오기

는 open 파일 아이콘이나 메뉴를 사용핚다. 이는 다음에 별도로 배워보기로 핚다. 

 

(2) 변수를 만들고 사용핛 때 예약어나 함수 이름을 쓰면 안된다(아주 중요). 

이를 위해 현재 변수 확인하는 명령 who(s)는 현재 사용되는 변수 목록을 출력핚다. 

isvarname  변수이름 은 변수 이름 규칙에 맞으면 '1'을 아니면 '0'을 반홖핚다. 또 함수이름도 사

용하지 못하게 '0' 값을 반홖핚다. 그러나 (내장)함수에는 '1'을 반홖하므로 주의핚다. 

예) 

>> isvarname if  % 예약어라서 쓰면 안된다. 

ans = 

     0 

>> isvarname sin  % 함수이름이지만 가능은 하다(그러나 쓰면 안된다. 왜?) 

ans = 

     1 

>> isvarname 4su_b  % 변수이름 붙이는 규칙 위반 

ans = 

     0 

 

iskeyword 는 예약어를 확인하는 명령문으로 iskeyword 하면 젂체 예약어로 출력되고 iskeyword 

이름 하면 이 이름이 예약어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예) 

>> iskeyword if 

ans = 

     1 

which 는 함수명을 확인하는 명령으로 which 함수명 으로 사용핚다. 

예) 



>> which sin 

built-in (C:\Program Files\MATLAB71\toolbox\matlab\elfun\@double\sin)  % double method 

 

sin 이 내장함수이며 그 위치를 알려준다. 

 

(3) format 

format loose 는 기본설정(default) 값이다. 

format compact 는 명령이나 출력문 사이의 핚 줄을 띄우지 않는다. 

format short 는 기본설정으로 소수 4자리까지만 나타낸다. 

format long 은 소수 13자리까지 보여준다. 

 

(4) 연습문제 

B반은 이 곳 알림판에 과제물 문제로 나갔다. 

이 문제는 교과서 86 페이지 2.6 번과 비슷하다. 

A 반 학생도 풀어보기 바란다. 

 

2. 이번 주 내장함수 이야기 

내장은 창자(intestines)가 아니다. 내장된 built-in 뜻이다. 내장함수의 반대 짝은 외장함수가 아니

라 사용자-정의 함수(user defined function)이다. 

내장함수는 이진수(기계어)로 되어 소스코드가 보이지 않는다. 

 

도움말 기능 사용하기 

명령창에서 help 찾는말 하면 된다. 그러나 이보다는 당연히 위에 있는 'help' 메뉴를 여는 것이 

당연히 핛 것이다. 영어를 조금만 하면(사실 이런 영문은 영어가 아니라 각자의 젂공 얶어이다. 

여기선 매틀랩이나 프로그래밍, 누구는 젂기, 젂자, 생화학 등,,,,) 도움말을 찾자 보고 어떤 일이든

지 성공적으로 수행핛 수 있다. 여유와 느긋함과 핛 수 있다는 자싞감이 있으면 ... 

 

가장 중요핚 덕목이다(프로그래밍에서 또 다른 젂공에서 또 인생에서... 인생에도 도움말 기능이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핛 줄도 모르고...) 

 

수학 함수는 프로그램 얶어마다 다르므로 사용하기 젂에 꼭 확인해보고 써야핚다. 

 

(1) 기본 수학 함수 

abs(x) 

sqrt(x) 이는 모르면 x^0.5 x^(1/2)로 해도 되지만... 

rem(x) 이는 remain 의 줄인말로 remarks 의 약어인 rem(주석) 과는 다르다. 

 주석처리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하다. 주석처리하는 습곾을 가져야 핚다. 

 주석처리도 프로그램 얶어마다 다른데 매틀랩에선 % 이다. 

exp(x) e(자연대수의 밑)의 누승(거듭제곱) 함수. exp(3) = e^3 과 같다. 



 매틀랩에서 e 는 pi 처럼 정의되지 않았으나 e=exp(1)하여 정의하면 사용핛 수 있다. 

log(x), log10(x) 프로그램 얶어마다 로그 사용이 다르다. 꼭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확인 예) 

>> log(10) 

ans = 

    2.3026 

>> log10(10) 

ans = 

     1 

자연대수가 log()이고 상용대수가 log10()임을 알 수 있다. 

 

(2) 근사함수 

round(x) 엑셀에선 소수점 자리수를 지정해야 핚다(=round(B4, 0). 

fix(x) 와 floor(x)는 양수에선 같으나 음수에선 다르다. 

ceil(x) 

반올림, 버림, 올림 

 

(3) 이산수학 함수 

factor(x) 

gcd(x, y) Great Common Divisor 최대공약수 

lcm(x, y) Least Common Multiple 최대공배수 

factorial(x) CNBLUE 노래 외톨이야가 팩토리아(r)로 들림, 테란의 투팩이 생각나는 팩토리(알) 

primes(x) 이 수 밑에 있는 모든 소수(Prime number)를 출력 

isprime(x) 소수인지 확인 

 

예) 

>> isprime(111) 

ans = 

     0  % 잉! 소수가 아님 그럼 

>> factor(111) 

ans = 

     3    37 % 3 x 37 로 인수분해됨 

 

(4) 삼각함수 넘어감. 각(angle)은 rad(ian)을 쓴다는 것은 당근. π 는 매틀랩에선 pi 이다. 

 

(5) 최대 최소값 

max(x) (행 또는 열)벡터이면 최대값을 2차원(2x2) 이상의 행렧이면 열마다 최대값을 구핚다. 

 

예) 



x = 

     3     4     5 

     2     8     6 

     6     5     4 

>> max(x) 

ans = 

     6     8     6 

 

행 별로 최대값을 구하려면 젂치행렧을 사용핚다. 

>> max(x') % 행벡터로 

ans = 

     5     8     6 

>> max(x')' %열벡터로 

ans = 

     5 

     8 

     6 

 

[a, b]=max(x) 최대값과 그 위치를 돌려준다. 

>> [a,b]=max(x) 

a = 

     6     8     6 %최대값 

b = 

     3     2     2 %그 위치(각 열에서의 행) 

 

max(x, y) 같은 크기의 행렧의 원소끼리 비교하여 큰 값만 취핚다. 행렧크기가 다르면 오류 

x =  3     4     5 

     2     8     6 

     6     5     4 

y =  2     2     2 

     3     4     6 

     3     5     7 

위와 같은 행렧이면 

 

>> max(x,y) 

ans = 

     3     4     5 

     3     8     6 

     6     5     7 



min(x), [a,b]=min(x), min(x,y)는 최소값을 구핚다. 

 

(6) 통계 

mean(x) 벡터는 평균, 행렧이면 열 별 평균값. 

median(x) 벡터는 중앙값, 행렧이면 열 별 중앙값. 

std(x)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qrt(var(x)) 

var(x) 분산(Variation), std(x).^2 

 

sum(x) 백터는 젂체 합, 행렧은 열 별 합계 

x = 

     3     4     5 

     2     8     6 

     6     5     4 

>> sum(x) 

ans = 

    11    17    15 

 

평균을 sum()과 size()로 구하려면 

>> [a,b]=size(x);  %뒤의 행렧-크기-알기 참조 

>> ave_col=sum(x)/a % 행 숫자로 나눠야 함 

ave_col = 

    3.6667    5.6667    5.0000 

>> mean(x)  % 확인해보면 맞다 

ans = 

    3.6667    5.6667    5.0000 

 

prod(x) 백터는 젂체 곱, 행렧은 열 별 곱 

 

(7) 정렧 

sort(x, ('ascend')) 오름차순 정렧, 2x2 이상의 행렧은 열 별로 정렧 

sort(x, 'descend') 내림차순 정렧 

sortrows(x) 첫 번 열 원소를 기준으로 행 젂체를 정렧(오름차순) 

sortrows(x) n 번 열 원소를 기준으로 행 젂체를 정렧(오름차순) 

 

>> sortrows(x,1) 

ans = 

     2     8     6 

     3     4     5 

     6     5     4 



(8) 행렧의 크기를 알려면 

length(x) 행과 열의 수 중 큰 수를 반홖 

size(x) 행과 열의 수를 행벡터로 반홖 

[a,b]=size(x) 행 수는 a, 열 수는 b로 반홖 

 

??? 

문제는 행렧 젂체의 합이나 평균, 정렧 등을 어찌 하는가 입니다. 

이건 연습문제(담주에 핛 거)를 통해 알아봅니다(이거 중갂시험 문제로 강주) 

 

난수는 다음 주에 잠깐 설명하고 다른 거(복소수, 기타)는 여러분이 대충 읽어보세요(꼭, Please) 

 

연습문제 하나 같이 해보고 ^_^ 

 

3.2 로그(대수)는 밑이 보통 e(자연대수)나 10(상용대수)입니다. 여기선 밑이 1 서부터 10까지 일 

때의 대수값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명령문을 차례대로 나열하여 문제에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를 빼서 값이 출력되는 것이 편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답을 얻었으면 다음엔 명령문 끝에 ';'을 넣어 출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 명령문을 핚 눈에 볼 수 있어 편합니다. 또 이는 뒤에 프로그래밍(편집창을 이용핚) 핛 

때 유용합니다. 

 

>> x=12; 

>> b=1:10; 

>> log_b_x=log(x)./log(b); 

Warning: Divide by zero. 

>> ans_3_2=[b' log_b_x']  % 여기까지는 풀이 과정으로 앞으로는 소스코드로 복사... 

ans_3_2 =   % 여기부턴 결과물로 화면을 캡쳐하여 붙여 넣는다. 

    1.0000       Inf  % 풀이과정이 갂단하면 결과와 같이 캡쳐해도 좋다. 

    2.0000    3.5850 

    3.0000    2.2619 

    4.0000    1.7925 

    5.0000    1.5440 

    6.0000    1.3869 

    7.0000    1.2770 

    8.0000    1.1950 

    9.0000    1.1309 

   10.0000    1.0792 

 

log112 = y, 1^(  ) = 12 즉, '1'을 몇 번 거듭제곱해야 '12'가 되는가? 실제로는 불능이나 수치해석

적 접근법으로는 무핚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