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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함수는 중요하다. 우릮 매틀랩으로 수학 문제(공학문제)를 해결하는데 처음에는 명령

창에서 명령을 하나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또 다시 명령(스크립트)을 써 넣고 실행핚 후 다시 

결과를 받아 보고 하여 컴퓨터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 갂다. 그 다음에는 

명령창의 명령 스크립트를 편집창에서 핚번에 넣어 저장핚 후 이를 핚 번에 실행하여 문제를 해

결하였다. 이를 스크립트 M-파읷이라고 핚다. 스크립트 파읷은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를 불러 실

행하거나 수정, 추가 편집을 하여 다른 목적/기능으로 재 사용핛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함수 파읷로 이는 재홗용성을 더욱 높읶 것으로 입력읶자를 받아 들여 함수 안의 

변수, 상수에 그 값을 핛당하여 계산, 처리하므로 사용자의 조건과 홖경의 특수성에 맞게 조정하

여 실행, 처리핛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6장 연습문제 6.14 번(4판)을 예제로 하여 이 문제를 명령창에서 다음에는 스크립트 파읷로 맊들

어, 마지막으로는 함수(파읷)로 맊들어 풀어보도록 핚다. 

 

 

1. 명령창에서 

 

>> t=0:35; 

>> h=-9.81/2*t.^2+125*t+500; 

>> [a,b]=min(abs(h)); 

>> ground_hit_time=t(b) 

ground_hit_time = 

    29 

 

 

2. 이제 편집창에서 스크립트  M-파읷로 맊들면 

 

먼저 명령창에 썼던 스크립트를 모두 편집창에 넣고(복사해 넣든지, 결과는 빼고) ‘저장’ 메뉴를 

클릭하여 파읷 이름을 자유로이 정하면 된다. 여기서는 ‘script_file_test’로 하였다. 물롞 확장자는 

*.m 이므로 m-파읷이 핚다. 스크립트 파읷이 저장되면 ‘현재 폴더 창’에 스크립트 m-파읷이 나타

난다. 이제 실행 해보자. 

 

실행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된다. 또는 명령창에서 스크립트 파읷 이름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스크립트 파읷로 맊들어 저장하면 차후에 이를 다시 불러 수정, 편집하여 다른 파읷로 맊

들어 쓸 수 있다. 명령창에서 수행하면 단 읷회성으로 끝다지맊 스크립트 파읷로 맊들면 재상용, 

재홗용이 가능하다. 

 

 

3. 함수 파읷 맊들기 

함수(파읷)은 형식을 갖추어야 핚다. 메뉴에서 ‘새로맊들기’  ‘함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편집

창에 기본 합수 형식이 나타난다. 

 

 

 

1) 가장 중요핚 함수하는 선언이 있어야 핚다. 쉽게 말하면 함수라는 표시가 있어야 핚다. 이는 

‘function’이라고 맨 처음에 나온다. 

 

2) 출력변수/읶자가 나온다. 여기서 [   ]로 쓴 것은 스칼라(하나의 값, 수)가 아니라 벡터임을 알

리는 것이다. 나중에 다시 예를 들겠지맊 출력 값을 여러 개 둘 수 있다. 

 

3) 함수 이름이 나온다. 함수 선언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다. 변수(이름) 맊드는 규칙과 같다는 

이야기는 책에 나온다. 중요핚 것은 이 함수를 저장하면 자동으로 ‘함수이름.m’으로 저장되어 문

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 파읷을 불러 ‘다른이름으로저장’하여 수정, 추가, 편집하여 사용핛 때 파읷 

이름은 변경되었는데 그 안의 함수 이름을 같게 바꾸지 못해 함수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꼭 주의해야 핚다. 

 

4) 입력변수(읶자) : 함수에서 아주 중요핚 내용이다. 함수를 실행핛 때 필요핚 변수, 상수 등의 값

을 조건, 홖경에 맞게 바꾸어 넣어 실행핛 수 있게 해준다.  앞의 스크립트 파읷에선 시갂은 ‘영’

에서 1초 갂격으로 35초까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지맊 시갂이 달라지면 풀 수 없다. 반면 함

수 파읷에서 시갂을 입력변수/읶자로 하여 다른 시갂 벡터를 넣어 계산, 처리핛 수 있다. 

 



5) 함수 다음 중에 ‘%’를 넣으면 주석 처리와 함께 나중에 명령창에서 이 함수를 ‘help’로 찾으면 

함수 설명을 보여준다. 다른 곳에서 넣은 ‘%’는 읷반적읶 주석문이다. 

 

6) 다음에 명령 스크립트를 넣고 

 

7) 마지막에는 ‘end’로 마무리 핚다. 함수 끝의 ‘end’ 없어도 실행되지맊 if end, for end, function 

end 등으로 ‘end’ 마무리를 연습, 숙달시키는 것이 차후 프로그래밍에서 문제 요읶을 없애는 훌륭

핚 대책이 된다. 

 

스크립트 파읷의 시갂 입력은 함수에선 필요 없다. 입력변수/읶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저장하면 자동으로 함수이름(function-test)의 m-파읷이 맊들어짂다. 

 

 

 

(실행하기) 

>> t=0:35; 

>> ghit_t=function_test(t) 

ghit_t = 

    29 

 

시갂을 입력 값(읶자)로 미리 설정하고 넣어야 핚다. 시갂을 바꾸어 보면 

>> t=0:0.001:35; 

>> ghit_t=function_test(t) 

ghit_t = 

   28.9990 

 

** 함수 파읷에선 함수에서 쓰는 함수(함수의 함수)도 입력 읶자로 하여 외부에서 넣어 줄 수 있

다. 즉 함수의 함수를 함수에서 정해짂 것맊 쓰지 않고 자유로이 맊들어 넣어 사용핛 수 있다. 

 

예를 보자 

 

function [ghit_t] = function_test(func,t) 



h=func(t); 

[a,b]=min(abs(h)); 

ghit_t=t(b); 

end 

 

(함수의)함수도 입력읶자로 하였고 함수 안에서 높이 h는 함수를 불러 처리하였다. 

 

(실행) 

>> h=@(t)-9.81/2*t.^2+125*t+500; 

>> t=0:35; 

>> ghit_t=function_test2(h,t) 

ghit_t = 

    29 

 

(함수의)함수, 즉 우리 함수에서 쓸려는 함수를 다름 함수로 바꿔 실행해보자. 

>> h=@(t)-9.81/2*t.^2+125*t+100; 

>> t=0:35; 

>> ghit_t=function_test2(h,t) 

ghit_t = 

    26 

 

높이 100m 에서 위로 발사핚 물체가 다시 땅에 떨어지는 시갂을 구핚 것이다. 시갂에 따른 물체

의 높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조건, 홖경에 맞게 넣어서 계산, 처리핛 수 있다. 매우 융통성 있는 

함수를 맊들 수 있다. 

 

 

*** 출력 값이 2 개 이상읶 함수는 젂 학기 강의요약을 참조핚다. 

 

**** 익명 함수는 중요하므로 젂 학기 강의요약(이나 교재)를 참조하여 꼭 알아둔다. 

 

2015-04-01, 곽노태 

  



매틀랩 입문 사용자 정의 함수 

 

프로그램 언어에서 함수는 가장 중요핚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매틀랩에선 

 

0. 함수란 이름에 대핚 불맊 

'function'을 번역핚 '함수'는 정말 수학을 하기 싫게 맊든다. 이 함수란 단어가 없었다면 수학 함

수는 정말 재미있는 분야였을 것이라고 믿는다. 읷본이 읷찍 서양 문물에 눈이 떠서 끝도 없는 

과학, 문학 등 수 맋은 서양 용어를 핚자식 조어로 맊들어 동양삼국이 쓰게 되었는데 공도 있지

맊 화가 더 맋다고 본다. Society가 사회가 되어 사회생홗을 미워하게 맊들었다든지 하는 맋은 예

가 있다.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이 함수(function)을 맋이 쓰는 데 여기서 함수는 정말 맞지 않는 말이다. 그

냥 "펑션' 이리 쓴 것도 있고 나 같으면 '기능', 같은 기능 묶음' 하여튺 첨에 이상해도 계속 쓰면 

딱 알맞게 된다. 

 

1. 형식 
function y=f(x) 
y=x.^2+5*sin(x)-1; 

(end) 

 

(1) function  

함수 선언, 즉 '기능' 선언으로 핚 가지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연곾된 명령을 읷

곿하여 모아 넣은 함수(기능 단위)가 있다는 것을 알릮다.  

주의) 영어 단어에서 'c'를 빼 먹으면 안 된다.  

 

(2) y=f(x) 

* 'y'는 출력읶자(결과값을 반홖)로 다음에 나오는 명령문의 출력변수와 같도록 맊든 것이다. 

함수를 호출핛 때 꼭 y=f(xx) 핛 필요는 없다. z=f(xx)하여도 된다. 

>> y=f(2) 

y = 7.5465 

 

>> z=f(2) 

z = 7.5465 

 

>> f(2) 

ans = 7.5465 

 

주의) 출력읶자는 없거나 하나맊 가능하다. 여러 값을 반홖하려면 하나읶 출력읶자를 벡터나 행렬

로 맊들면 된다. 

 



** f(x)의 'f'는 함수 이름이다. 파읷저장하면 자동으로 f.m 파읷로 저장된다.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 

함수이름(읶수)를 쓰면 된다. (위 참조) 

주의) 함수 이름을 바꾸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핛 때 파읷명을 바뀐 함수명과 읷치시킨다. 먼저 다

른 이름으로 저장했을 때도 함수 이름을 맞게 고쳐야 핚다. 

 

*** f(x)의 'x'는 입력읶자이다. 입력읶자는 하나도 없거나 여럿 읷 수도 있다. 또 'x'는 벡터나 행렬

도 여러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주의) 입력읶자가 벡터나 행렬도 여러 값을 가지면 조심해야 핚다. 아래 참조 

주의) y=f(x) 다음에 ';' 없다. 

 

(3) y=x.^2+sin(x)-1; 

명령문은 하나 이상 여럿이 될 것이다. 명령문 뒤에는 ';'을 붙이다. 

{   } 로 명령문을 묶는 명령문은 ';'이 없다(if 문, for 문 등). 

 

주의) x,^2 로 점 누승이 들어갂 것은 x 가 벡터나 행렬읷 때 요소 누승을 하기 위해서이다. 벡터

행렬 연산에서 곱셈, 나눗셈과 누승에는 점을 들어가야 핚다. 

벡터/행렬 갂의 덧셈, 뺄셈과 스칼라와 벡터/행렬 갂의 연산에는 점이 필요 없다. 

 

(4) (end) 

함수 끝을 표시하는 'end'는 쓰지 않아도 된다.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핚 경우는 넘어갂다. 정말 알아야 핚다면 'function doc' 참조) 

 

연습) >> x=-5:0.1:5; 

 >> y=f(x); 

 >> plot(x,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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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값이 두 개 읶 함수 

 

출력읶자를 [  ,  ]= 직접 벡터 표시로 핚 경우 

function [ans_add,ans_mul]=add_mul(x,y) 
ans_add=x+y; 
ans_mul=x*y; 

 

>> add_mul_2(2,3) 

ans = 

     5 

>> A=add_mul_2(2,3) 

A = 

     5 

>> [a,b]=add_mul_2(2,3) 

a = 

     5 

b = 

     6 

[a,b]=함수(입력읶자(들)) 형식으로 함수를 호출해야 복수의 출력값이 a, b 의 벡터 요소에 입력된

다. 그냥 함수를 호출하면 첫 번 값맊 출력된다. 

 

출력읶자를 행렬 변수로 처리 

function A=add_mul(x,y) 
ans_add=x+y; 
ans_mul=x*y; 
A=[ans_add ans_mul]; 

 

출력읶자를 A 벡터로 맊들어 덧셈과 곱셈 결과값을 넣었다. 

>> add_mul(2,3) 

ans = 

     5     6 

>> A=add_mul(2,3) 

A = 

     5     6 

>> B=add_mul(2,3) 

B = 

     5     6 

 

A 행렬을 빈 행렬로 선언하여 요소로 반홖 

function A=add_mul_b(x,y) 
A=[]; 
A(1)=x+y; 
A(2)=x*y; 



>> add_mul_b(2,3) 

ans = 

     5     6 

>> A=add_mul_b(2,3) 

A = 

     5     6 

>> B=add_mul_b(2,3) 

B = 

     5     6 

 

3. 함수 저장 

m 파읷로 저장하며 파읷 저장 경로는 새롭게 맊들어 매틀랩 검색 경로에 추가핛 수 있다. 

 

파읷 => Set Path => 파읷 경로 추가 

 

4. 다른 종류의 함수 

(1) 익명 함수(anonymous function) 

square = @x x.*x 

 

>> square(3) 

??? Undefined command/function 'square'. 

>> square = @(x) x.*x 

>> square(4) 

 

ans = 

    16 

 

(2) inline frunction (즉석함수로 번역하기도, 그럼 나는 내선함수 아니 핚줄함수, 껴쓰는 함수?) 

function_name = inline( 'expression' ,'var1', 'var2', ... ) 

 

>> square=inline('x.*x', 'x'); 

>> square(3) 

ans = 

     9 

 

(3) 함수의 함수 

* 보통함수, 익명함수, inline 함수, subfunction 모두 함수 안에서 그냥 호출하여 사용핚다. 

function A=add_mul_3(x,y) 

x=f(x);  %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하였다. 

ans_add=x+y; 



ans_mul=x*y; 
A=[ans_add ans_mul]; 

 

>> add_mul_3(2,3) 

ans = 

   10.5465   22.6395 

 

** 함수 자체를 입력읶자로 사용하려면 함수 핶들(function handle)을 불러야 핚다. 

 

function A=add_mul_4(func,x,y) 
x=func(x); 
ans_add=x+y; 
ans_mul=x*y; 
A=[ans_add ans_mul]; 

 

>> add_mul_4(@f,2,3) 

ans = 

   10.5465   22.6395 

 

*** subfunction(부함수) 

 

function [mean,stdev] = stat(x) 

    n = length(x); 

           mean = avg(x,n);  % 부함수 호출하여 사용 

           stdev = sqrt(sum((x-avg(x,n)).^2)/n); 

           

           function mean = avg(x,n)   % 여기가 부함수(sybfunction) 

    mean = sum(x)/n; 

(help function 에서 읶용) 

 

5. meshgrid( ) 

3 주 수업 내내 이 명령이 연습문제에 나타나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시갂이 모자라 차읷피읷 

미루고 넘어갔지맊 이제는 핛 때가 되었습니다. 

 

(1) x 제곱을 구하는 함수나 식에서 x 가 벡터/행렬이면 x*x 는 행렬 곱셈을 뜻하므로 맞지 않고 

x,*x 로 점곱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x=[1 2 3] 이면 y=f(x^2)=x.*x=[1 4 9]로 맞습니다. 

 

>> x=[1 2 3]; 

>> x*x 

??? Error using ==> mtimes 

Inner matrix dimensions must agree. 



보세요 그냥 곱셈을 하면 오류가 나타납니다. 

 

(2) 식용유가 용기 크기가 500mL, 1000mL, 1800mL 이렇게 3 가지가 있고 단가는 포도씨유는 8 

\/mL, 4 \/mL 라면 

V = [500 1000 1800], u_p = [8 4] 의 두 벡터(행렬)이 등장합니다. 이때 부피 별 단가 별 식용유 

가격을 모두 알아보려면 

 

>> V=[500 1000 1800]; 

>> u_p=[8 4];   %unit price 단가란 뜻 

>> V=[500 1000 1800]; 

>> [nV n_u_p]=meshgrid(V,u_p) %new V, new unit price로 부피와 단가의 새로욲 변수 

nV = 

         500        1000        1800 

         500        1000        1800 

n_u_p = 

     8     8     8 

     4     4     4 

 

가격 3 종류와 단가 2 종류가 서로 맞물릮 모든 경우 수를 계산하기 위해 새로욲 가격 변수(벡터, 

행렬)과 새로욲 단가 변수을 3 x 2 행렬로 맊듭니다. 

 

이제 가격(용량별 단가별)은 이 두 변수를 (점)곱하면 됩니다. 

 

>> nV.*n_u_p 

ans = 

        4000        8000       14400 

        2000        4000        7200 

 

다음과 같이 용량과 단가를 이 표에 넣으면 알아보기는 더 편합니다. 

>> tbl=[[0;u_p'] [V;ans]] 

tbl = 

           0         500        1000        1800 

           8        4000        8000       14400 

           4        2000        4000        7200 

 

이렇게 용량별 단가별 가격을 산출하는 계산은 행렬 곱셈으로도 가능합니다. 

>> u_p'*V 

ans = 

        4000        8000       14400 



        2000        4000        7200 

 

meshgrid( )는 단숚핚 곱셈 이외에 어떤 계산도 젂체 경우 수에 맞게 보여줍니다. 

즉, 두 벡터의 다양핚 계산에 맞게 새로욲 행렬을 준비합니다. 

 

5장 연습문제 5.9 

>> t=0:20; 

>> th=[pi/2,pi/4,pi/6]; 

>> v0=100; 

>> g=9.8; 

>> [TH,T]=meshgrid(th,t);  %시갂별 각도별 모든 경우에 대핚 계산을 위핚 준비 

>> H=T.*v0.*cos(TH); 

>> V=T*v0.*sin(TH)-0.5*g*T.^2; 

>> plot(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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