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청 겸손 반성] 

후반 1주차(2015-11-09, 월) 

중간필기시험 풀이와 조건문/선택문(8장에서) 연습 

 

중간시험문제를 다시 찬찬히 풀어 보며 지금까지 흥미를 잃고 매틀랩에서 멀어졌던 학생을 끌어

들이려던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인생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결론은 하나 메틀랩 공부가 아니라 

인생 공부, 연습하는 것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이르는 과정, 방법론이 중요하

다 등) 조금 흐트러진 수업 방향이었다. 설명도 역시 빨랐고, 더 천천히 차근히 확실하게 전달하

려 했으면 좋았을 텐데 … 

 

1. 중간필기시험문제 풀이 

뒤에 있는 풀이를 참고. 여기선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집고 간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른다. 

매틀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수와 행렬이라고 강조해 왔다. 함수는 수학에서도 프로그래밍에

서도 중요하다. 매틀랩은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겹쳐놓은 S/W로 매틀랩 함수는 수학함수와 프로그

램언어 함수를 겹쳐 놓은 듯하다. 하여튼 매틀랩에서 함수는 아주 중요하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사용하려고 만드는 것이고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많다. 함수 개념도 부족하다. 

 

(1) 함수만들기 

function 출력인자 = 함수_이름(입력인자 등) 

처리 명령문들 

end 

 

수학 함수와 같이 y=f(x) 출력인자 = 함수이름(입력인자) 형식을 갖는다. 입력인자는 여러 개가 올 

수 있으나 출력인자는 단 하나만 올 수 있다. 그럼 출력 값이 여러 개인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출력인자를 벡터로 하면 된다. 행렬의 행과 열 개수를 알려주는 size() 함수를 [a,b]=size(A) 식으로 

사용한다. a는 행렬의 행 개수가 b에는 열 개수가 반환된다. 



필기시험 예제에선 시간에 따른 높이 벡터에서 최대값과 그 시간을 알려주는(반환하는) 함수를 만

들었다. 

function [maxh, maxi]=height_t(t) 

 h=-9.81/2*t.^2 + 125*t + 450t; 

 [maxh, maxi]=max(h); // 츨력값을 두 개 갖는 형식, 끝에 꼭 ‘;’을 붙인다. 

 maxh_t=t(maxi);  // 최대값 순번(index no.)와 같은 t(시간) 값을 찾는다. 

end 

 

이 함수를 저장하면 자동으로 height_t.m 파일로 현재폴더에 저장되어 현재폴더창에서 보인다. 이 

함수에서 입력인자인 t(시간)을 넣어주면 알아서 연산하여 최대높이와 시간을 돌려줄 것이다. 

 

(2) 함수 실행 

먼저 시간 t를 설정하고, 출력인자 = 함수_이름(입력인자) 형식으로 함수를 호출)(call, 실행)한다.  

>>t=0:0.5:30; 

>>[maxh,maxh_t]=height_t(t)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 [maxh,maxh_t]=height(t) 

maxh = 

   1.2969e+03 

maxh_t = 

    13 

  



2. 조건문/선택문,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연습(8장)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은 스크립트 명령문을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해 가는 것이었다. 그

러나 인생과 프로그래밍에서는 환경 조건에 맞게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 결정할 수 있다. 선택이

야 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환경 조건에 맞게 선택하고(생각, 계획) 선택한 대로 실

행하는(실행력, 행동력, 추진력, 인내심, 뚝심,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목표에 달성하는)이 인생

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연마하는 것이 교육이여 학업이라고 본다. 

 

2-1. 조건문/선택문 

(1) if ~ end 

나이가 19 살 이상이면 어른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스크립트(M 스크립트 파일) 

 

 

 

 

 

 

 

 

 

 

조건이 맞으면(True, Yes) if ~ end 사이의 명령문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False, No) 건너 띈다 

age>=19? 

NO 

YES 

disp(‘Adult’) 



(2) if ~ else ~ end 

나이가 19 살 이상이면 어른 아니면(19 세 미만) 어린이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스크립트 

function age_check2(age) 

if age>=19 

    disp('You are a adult.'); 

else 

    disp('You are a baby.'); 

end 

end 

 

>> age_check2(18) 

You are a baby. 

>> age_check2(19) 

You are a adult. 

 

 

 

 

 

 

 

 

else 는 if 조건의 반대 조건인 경우에는 ‘Baby’ 를 출력한다. 조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

이다. 

 

(3) 다중 분기, if ~ elseif ~ elseif ~ else end 

if 첫번재 조건에 맞지 않으면 두번째 조건인 elseif 를 쓰고 다시 이 조건에도 맞지 않으면 세번

째 조건을 쓰고 … 마지막에 이 모든 조건에 맞지 않으면(else) 최종적으로 다른 실행을 하게 된다. 

age>=19? 

NO 

YES 

disp(‘Adult’) disp(‘Baby’) 



 

 

 

이제 19세 미만이면 어린이로 35세 이상이면 어른으로 그 사이이면(19세 이상 35세 이하) 취준생

으로 표시하는 스크립트/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 age_check3(18) 

You are a Child. 

>> age_check3(19) 

조건 1 ? 명령문(들) 1 
Yes 

No 

명령문(들) 2 

No 

Yes 

명령문(들) 3 

조건 2 ? 



You are a job seeker. 

>> age_check3(36) 

You are a adult. 

 

2-2. 관계연산자 

관계연산자 또는 비교연산자는 자료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으로 > 크다, <= 크거나 같다, < 

작다. <= 작거나, == 같다, ~= 다르다가 있다. 같다(==)는 ‘=’ 할당연산자와 혼동되면 안 된다. 또 

다르다는 다른 프로그램언어에선 ‘!=’ 등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주의한다. 

 

>> 2>1 

ans = 

     1 

>> 3>=3 

ans = 

     1 

>> 4==4 

ans = 

     1 

>> -5>3 

ans = 

     0 

 

관계연산자는 연산결과는 반환하는데 맞으면 1 틀리면 0의 결과값을 돌려준다. 특히 매틀랩에서 

자료 묶음을 처리하기 위해 벡터/행렬 연산 결과도 가능하다. 

>> [1 2 3 4] > [0 2 4 7] 

ans = 



     1     0     0     0 

 

이는 매우 중요한 일로 다음에 행렬기반 매틀랩의 실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한다. 

 

결과는 물론 변수에 저장하여 다음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다. 

>> a=[1 5 6 9]; b=[0 5 7 8]; 

>> r=(a<=b) 

r = 

     0     1     1     0 

 

2-3. 논리연산자 

not 아니다, and 그리고, or 또는, xor 절대 또는(그리고는 빼고) 는 관계연산을 여럿을 결합하고 

논리를 바꿀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and 와 or 로 결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본다. 

 

위 조건문 예제에서 나이가 19 미만? 아니면 35 이상? 아니면 취준생이란 스크립트를 연습했다. 

이제 논리 구조를 조금 바꾸어 나이가 19 미만, 아니면 19 이상이거나 35 이하? 아니면 어른으로 

바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 <= age <= 35 란 수학적 표현은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오류가 나며 따라서 조건을 둘로 나누어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Remember, Don’t forget! 

(음 Beegees 의 Don’t forget to remember me! 가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 

 

function age_check4(age) 

if age<19 

    disp('You are very happy.'); 

elseif age>=19 && age<=35 

    disp('You are a job seeker.'); 

else 

    disp('You are a job beggar.'); 

end 

end 



>> age_check4(18) 

You are very happy. 

>> age_check4(19) 

You are a job seeker. 

>> age_check4(36) 

You are a job beggar. 

 

! not, & and, | or, 택 

 

2-4. 종합적인 연습 

로켓 높이를 구하는 함수를 다시 만들어서 조건문, 반복문과 NaN 을 이해해 보자. 

 

function h=height_t(t) 

    h=-9.8/2*t.^2+125*t+500; 

end 

 

이 함수에서 입력값이 음수이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입력값이 음수이면 값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전에 땅에 충돌하는 시간을 구하는데 잘못하면 -3.7초인가가 나온 적이 있다. 이는 음수 시

간을 허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코드)/스크립트를 바꾸어 본다. 

 

 



뒤에 배울 반복문을 여기서 먼저 썼다. 입력인자인 시간 벡터에 따라 출력인자인 높이 벡터를 출

력하는데 시간 벡터의 원소 하나 하나씩 음수인지 검사하여 음수면 NaN을 아니면 높이 계산으로 

하여 결과를 돌려준다. 반복문은 위와 같이 k 가 1에서부터 하나씩 증가하여 시간 벡터 길이까지 

반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행렬/벡터를 원소를 분해해서 하나씩 조건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처리를 하는 방식

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한다. 오늘은 이를 조금 연습하고 우리의 사랑스런 매틀랩에

선 자료 묶음 처리를 하도록 논리함수 find()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연습한다. 우린 행렬, 

우린 벡터화가 중요하다. 

function ~ end, for ~ end, if ~ end 를 기억한다. nesting 그물 구조 

error() 를 쓰면 음수 시간에서 스크립트가 중간되고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므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위와 같이 NaN은 ‘계산 불가’란 뜻이지만 숫자처럼 다른 값과 어울릴 수 있다. 이는 Inf 도 마찬

가지이다. 

>> test_result=[10 0 0 5 4]./[2 5 0 1 0] 

test_result = 

     5     0   NaN     5   Inf 

 

 

3. 이번 주 과제물 연습 

연습문제 8.5, p416 

x>2, f(x)=x^2 

x<=2, f(x)=2*x; 

 



-3<=x<=5 구간에서의 그래프 

x=2에서 연속? 

 

연습문제 8.6 

x<-pi, g(x)=-1 

-pi<=x<=pi, g(x)=cos(x) 

c>pi, g(x)=-1 

 

-2*pi<=x<=2*pi 구간에서의 그래프 

x=pi에서 연속? 

 

과제물 두 개 중에서 앞의 하나는 같이 풀어보도록 한다.  

(1) 그래프 그리기 

 

 

(2) x=2 에서 연속? 

x=2와 x=2+0 에서의 함수 값이 같은지 확인한다. 

x=2,  y=f(2) = 2*x =4 

x=2+0,  y=f(2+0)=x^2 =4 

두 값이 같으므로 x=2 에서 연속이다. 

 



4. 중간필기시험문제 풀이와 답 

 

1. 다음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1) NaN : Not a Number, 숫자 연산이 안될 때 출력, 예) 0/0 (자동, 수동) 

(능동) 반복계산이나 벡터(행렬) 연산에서 계산이 되지 않을 때(조건에 따라, 문자라서, 등등) NaN으로 출력하

면 다음 계산을 이어갈 수 있어 전체적인 계산과 출력이 가능하다. 예) [NaN 0.5 25.3 NaN] 

(2) Inf : 무한대 표시, 예) 0/3 

(3) load : 변수를 저장한 파일을 읽어오기, 예) load thermos.mat 

(4) xlsread : 엑셀 파일 자료를 읽어오기, 예) xlsread ace.xlsx 

(5) format long : 숫자를 최대로 표시하기(소수점 이하 14~15자리) 

(6) flipud : filp upside down, 행렬의 원소들을 위와 아래로 뒤집어 표시한다. 

 

2. 한 대학 졸업생 집단의 월 소득을 올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A=[60, 80, 80, 100, 100, 110, 110, 120, 140, 150, 200, 300, 400, 600, 900] 

(1) 평균 구하는 명령문과 실제 평균값은? mean(A)=230 

 sum(A)/length(A) 

(2) 중앙값 구하는 명령문과 실제 값은? median(A)=120 

 A(ceil(length(A))   //odd 

 (A(lengh(A)) + A(length(A)+1))/2 //even 

(3)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 집단을 대표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정말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된다). 중앙값으로 평균은 소수 고소득층이 소득수준을 너무 올리어 왜곡되게 한다고 생각된다. 

중앙값은 전체에서 가운데 소득수준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데 적합하다. 

 

3. MATLAB에서 강조한 두 단어는 (  행렬    ), (   함수    ) 

영어로 쓰면 (  Matrics    ), (    Function     ) 

 

4. 로켓의 최대높이와 시간을 구하는 매틀랩 함수를 만들었다. (      )를 채워 넣으세요. 시간은 

0초에서 0.5초 간격으로 30초까지로 한다. 



(1) 함수 

( function ) [maxh, maxh_t]=Rocket_fly( t ) 

h=-9.8/2*t^2 + 125*t + 500; 

[ ( maxh ), maxh_i]= ( max(h) ); 

maxh_t=(  t(maxh_i)  ); 

end 

(2) 실행 엠스크립트 파일 

( t=0:0.5:30              ); // 시간 설정 

( [maxh,maxh_t]=Rocket_fly(t);  ) // 함수 실행(호출) 

(3) 위 함수 식에서 입력인자 t가 행렬/벡터일 경우에도 연산하기 위해 식을 수정해야 한다. 맞게 

고쳐주세요. (최소한의 필요한 곳만 수정할 것) 

h=-9.8/2*t.^2 + 125*t + 500; 

5. M=magic(3); 

(1) M 행렬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는 명령문과 그 수는? max(max(M)=9 

 max(M(:)), max(1:9) 

(2) M행렬 전체 원소의 합을 구하는 명령문과 합은? sum(sum(M))=35 

 sum(M(:)), sum(1:9) 

(3) M 행렬의 행의 합을 구하는 명령문과 결과는?  

 [sum(M(1,:)), sum(M(2,:)), sum(M(3,:))] 

 sum(M,2) 

 

(4) M 행렬의 전체 원소 개수를 구하는 명령문과 개수는? numel(M)=9 

prod(size(M)), [a,b]=size(M), a*b, length(M)^2 

 

 

2015-11-10, 곽노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