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청 겸손 반성] 

매트랩 입문 2015년 2학기 둘째 주 

 

이 날은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파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낸 날이고 과제 제출한 학생이 한 명 밖에 

없어 첫 과제를 한 주 더 연장한 날이다. 

어깨는 운동을 무리하여 난 병으로 20년 전에도 그랬고 1주 전에도 그랬다.  

과유불급(過猶不及) 지나치면 아니 한만 못하다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면 

 

1. 수업진행 방식 

(1) 첫 시간 : 전체적인 수업 내용을 설명, 판서나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 강의요약이나 인터넷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고, 매틀랩 시연을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수업 시작 전에 꼭 PC 전원을 꺼야 한다. 이래야 적어도 한 시간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게임하고 야구나 축구 중계 보고, 채팅하고 등을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성경에

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첫 시간이 중요하며 최소한 첫 시간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머리를 써가며 들어야 한다). 

 

(2) 둘째 시간 : 강사 하는 거 따라 같이 해보기 

pc를 켜고 매틀랩을 실행시켜서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여러분은 해보라는 것만 해보면 된

다. pc를 켜고 매틀랩을 실행시키는 데 시간을 걸리므로 첫 시간 끝나면 바로 pc전원을 켜고 매틀

랩을 실행시켜 다음 시간에 매틀랩을 바로 사용하도록 한다. 

 

(3) 마지막 시간 : 스스로 해보기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지정한 문제를 풀면 된다. 수업 시간 중에 풀어 과제물

로 제출하면 된다. 시간이 모자라 수업 시간 중에 미쳐 풀지 못하면 다음 주 수업 전날까지 풀어 

제출하면 된다.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의지가 약해가므로(스스로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무단 도용하려는 마음은 커지고) 그 날 해치우는 것이 좋다. 아니면 적어도 담날에 … 

 

혼자 힘으로 문제를 푸는 노력은 아주 중요하다. (뇌 사용 부위가 다르다. 혼자와 다른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참을성, 끈기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차분함을 훈련하

는 과정이다. 등등).  

 

이 수업을 게임이나 채팅, 스포츠 관람 등의 용도로 듣는 학생은 제발 조용히 사용하도록(웃거나 

잡담하거나 자판을 마구 두드리거나 …) 한다. 단 학점이 낮아지는 것은 본인 몫이다. 

 



2. 전 주 강의요약을 다시 살펴 보기 

www.earthlove.co.kr  매틀랩 입문  금학기 강의요약 

 

(1) MATLAB 은 수학/공학 문제 풀이(수치방법, Numeric methods) 프로그래밍 언어(Interpreter) 

 

(2) 함수와 행렬이 중요(2 번 나온다) 

 

(3) MAT = MATrics, Not MAThematics 

 

(4) 수학과 프로그램밍에 낮 설은 학생을 위해 본 교재를 만들었다(쉽게 알 때까지 자세히 썼기에 

찬찬히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5) …. 

 

* 스타크 이야기 

(1) Timing rush 

(2) 미래를 위한 투자 

  

http://www.earthlove.co.kr/


3. 이번 주 수업은 2장 매틀랩 환경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개발환경이란 말로 이야기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등의 일련의

연관된 작업 도구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환경을 말한다.  

 

(1) 기본 배치와 버전 차이 

 

기본설정 초기 배치도가 2014a 버번과 2014b 버전의 차이 

2014a 2열이 디폴트  

현재폴더창 명령창 

작업공간창 

 

2014b 3열이 디폴트 

현재폴더창 명령창 작업공간창 

 

 

학교 실습실에 설치된 매틀랩(2014a)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레이아웃(layout, 배치도)을 보인다. 

매틀랩 버전마다 디폴트(defalt, 기본설정) 배치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이므로 신경 쓸 것 없다. 

학교에 있는 2014a 버전은 다음과 같이 열린다(2014b 버전에서 2열은 2014a 버전의 디폴트이다). 

 

 

 



기본 배치를 바꾸려면 레이아웃 메뉴를 달리 선택하면 된다. 

 

2014b 버전에서 디폴트는 3열이다. 

 

 

 

교재 4판에 있는 그림 2.1은 위의 3개 창 이외에 ‘명령기록창’을 더 보여준다. 

 

(2) 위에 열린 3개 창은 

 명령창(command window) : 오른쪽에 위치, 매틀랩 스크립트(프로그램 코드)를 한 줄 한 줄 써

넣고 바로 실행하여(Interpreter)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interactive, 상호 대화형). 중요한 것은 

명령문을 써 넣을 수 있지만 결과가 출력되어 확인할 수 있는 창이라는 것. 

 

 현재폴더창(present fonder window) : 왼쪽 위에 위치, 현재 디렉토리 창으로 말한 적도 있는데 

저장된 매틀랩 스크립트(프로그램 코드) 파일을 볼 수 있고 또 저장하는 위치를 말한다. 

 

 작업공간(work space window) : 왼쪽 아래에 위치, 매틀랩에서 지정한 변수를 보여준다. 예를 들

어 명령창에서 

a=3; 

b=4; 

c=a+b; 

하면 명령창에선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지만 작업공간창에선 田a, 田b, 田c로 나타난다. ‘밭전자’

는 행렬이라는 표시이다. 즉, 1행1열의 행렬 a, b, c가 준비된 것이다. 

 

매틀랩은 행렬기반, 벡터화(Vectorinzing)로 처리 속도 향상. 반복되는 이야기이다. 

 

 명령문, 연산자 한두개만 

clc : Clear Command (Lines All), 명령문창을 깨끗이 지운다. 



clear : 모든 변수를 지운다. 따라서 작업공간창이 깨끗해진다. 

‘;’ : semicolon 연산자.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한 명령문의 끝을 표시하지만 매틀랩에서 그보다는(그 

것도 있지만) 명령문 결과를 출력하지 말라는 뜻이다. 

‘:’ : colon 연산자. 벡터를 생성한다. 예) t=0:4  t=[0 1 2 3 4], x=1:2:7  x=[1 3 5 7] 

‘[ ]’ : 행렬 생성 

명령문 끝 표시는 ‘;’ 또는 줄 바꿈 

a=3; b=4; c=a+b; a=3; 

b=4; 

c=a+b; 

a=3 

b=4 

c=a+b 

 

 산술연산자 

+, - ,*, /, ^ 

sqrt(2)=2.14 

2^0.5=2.14 

 

더 많은 내용은 다음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낼 수가 있으므로 여기선 간단히 설

명하고 지나간다. 

 

(3) 기본설정 변경 : 글꼴   

 

 

 

 

 

명령창 글씨 크기와 글꼴을 변경하려면 ‘환경’ 탭에 있는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면 된다. 

 



(4) 명령내역창 

i) 띄우기 : 레이아웃  명령내역  도킹됨 

통합화면 오론쪽 열에 명령내역창이 나타난다. 따라서 2열이면 3열, 3열이면 4열이 된다. 

ii) 내역 지우기 : 오른쪽 위의 (↓)  명령창 지우기 

iii) 숨기기 : 레이아웃  명령내역  닫힘 

 

      

 

 



 

(5) 문서창 

변수를 더블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자료를 정정 및 추가할 수 있다. 

 

(6) 편집창 

새파일 아이콘이나 파일  New  Script 를 클릭하여 새 편집창을 연다.  

명령문을 나열하여 프로그램을 만든 후 저장하면 ‘*.m’ 파일로 저장된다. 

 

(7) 포맷(Format) 

(1) 실수 길게 표시하기 : format long, 소수점 아래 13~14자리까지 표시 

(2) 짧게 표시하기 : format short,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만 표시 

 

예제) pi 값을 표시해본다. 

 

(8) 최초로 매틀랩 스크립트 작성 

1) 변수(Variables) 

규칙 : alphabet + alphanumeric or underbar(영문자 + 영문자, 숫자, 밑줄) 

디지털 자료(숫자, 문자)를 저장하는 공간(메모리)을 표시 

a=3; 

b=4; 

c=a+b 

 

* 변수로 쓸 수 없는 영문자 조합 

a. 명령어로 미리 예약되어 있는 단어 

 

b. 미리 등록된 함수, 상수 등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cos=1.5;  // cos() 함수를 사용하지 못한다. 

clear=5;  // clear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 

 

 

2) 연산자(Operatores) 

산술연산자 : +, -, *, /, ^ 

할당연산자 : = 

관계연산자 : ==, ~=, >. >=, <, <= 

 

3) 명령문(Commandes) 

clc 

clear 

 



 

(9) 변수 저장과 읽어오기 

save 

load 

 

 

 

 

 

(10)행렬변수 만들기 

1) 행벡터 : A=[1 2 3];  

2) 행렬   : A=[1 2 3; 4 5 6; 7 8 9] 3x3 행렬 생성 

3) 전치행렬 : A' (행벡터를 열벡터로 만듦) 

4) 요소지정과 변경 : A(3,2), A(2,2)=4 

 

A = 

     1     2     3 

     4     5     6 

     7     8     9 

>> A(3,2) 

ans = 

     8 

>> A(2,2)=4 

A = 



     1     2     3 

     4     4     6 

     7     8     9 

 

일단 여기까지, 나머지는 지나가고 행렬, 그래프 등으로 진도를 나아가며 필요하면 이에 맞는 설

명을 한 것입니다. 

 

2015-09-18, 곽노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