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청 겸손 반성] 

매틀랩 입문 후반 5번째 

매틀랩 다시 살펴보기, 전 학기 기말필기시험문제 

 

0. 수업에 앞서 

어제 자동차 매뉴얼이 있기에 이를 봤다. 생각지도 않은 많은 내용이 있었다. 이는 자동차 운전을 

오랫동안 익힌 후에 이 매뉴얼을 보니 쉽게 이해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운전의 

운자도 모르는 초보자가 처음에 이 매뉴얼을 본다면 어떤 생각과 느낌일까? 

공부나 일반적인 일을 하는 방식으로 먼저 가볍게(아주 최소한의 이론, 문법) 이론, 매뉴얼을 본 

후 시간을 들여(노력과 생각, 시간 등을 부어) 어떤 것을 숙달하고 익혀야 된다고 강조한다. 나중

에 많은 (이론, 문법 등)이 무의식적으로 뇌에서 처리되도록 …  

자동차 운전은 몇 가지 알면 운전하고 다닌다(물론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 운전

에 숙달되었다고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운전에 익숙해짐에 따라 다른 더 많

은 세세한 내용을(이론)을 배우고 이를 실제 운전에 적용하게 된다. 아래한글, 엑셀 등도 같은 과

정, 방법으로 익히게 된다. 처음에 관련된 책을 보면 너무 많고 세세한 이야기로 절대로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개념을 정립해 갈 수 없다. 이해, 개념은 몸으로 익혀가면서 천천히 만들어져 나

간다고 믿는다. 

외국어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밍도 마찬가지이고 매틀랩도 마찬가지라고 믿는다. 따라서 여러분

은 교재 등에서 나오는 그 많은 내용(특히 맨 앞에 나오는)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러한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는 앞으로의 진행에 걸림

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연습, 복습, 스스로 손과 머리를 써가며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이다. 강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은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 한 두 번을 필요

하지만 다음에는 꼭 여러분의 힘으로 더듬거리며 (덜덜 떨면서) 한 발 한 발 힘들게 나아가는 과

정이 정말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문제 푸는 것을 보면 너무 쉬워서 풀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되지만 막상 본인이 혼자서 (아무리 쉬운) 문제를 풀어보면 절대로 만만치가 않다. 문제를 조금만 

틀어 놓으면 여러분은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실수를 반복하고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론과 문법을 최소한으로 하고 반복 숙달,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어느 정도 나아

갔다 생각하면 다시 뒤돌아 와서 처음의 이론과 문법을 이제는 살펴봐도 좋을 것이다. 

 



1. 매틀랩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매틀랩은 수학/공학 문제 풀이 도우미 S/W 이다. 그래서 수학과 프로그래밍 이야기가 같이 나온

다. 처음(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통신신호처리’가 주 분야였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하여튼 영상, 음성 자료가 대단위이고 이를 실시간으로 처

리하려면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것이다. 다음엔 의학공학의 영상자료 처리 이야기가 나온다. MRI, 

CT 등의 영상자료(대규모)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읽어오고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교제 맨 끝 부분

에서 조금 언급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는 없다. 다음에 이야기되는 것은 대기 기상. 대기 

오염 등의 시뮬레이션 S/W이다. 이것도 대규모 자료 처리 문제이다. 해류의 흐름 물질 전달(오염

원 포함), 분해 등도 같은 맥락이다. 

 

(0) 수학과 프로그램밍(언어)와 매틀랩의 관계를 우리가 연습한 정도에서 정리해 본다. 

분야 수학 MATLAB 프로그래밍(언어) 

행렬 (수학)행렬 

곱셈 

 

선형방정식풀이 

행렬/배열 

  점곱 

배열(Array) 

반복법으로 요소 하나 하나로 

나누어 처리 

함수 (수학)함수 

  구간 내에서1:1 대응 

 연속, 미분가능 

y = f(x) 

y=-3x2+2x 

수학함수와 프로그램 

함수의 Mixed version? 

 

function y=f(x) 

y=-3*x.^2+2*x; 

end 

함수 선언 X/O,  

입력인자(들), 반환값 

 

(function) f(x) 

y=-3*x^2+2*x 

return y; 

논리(구조)  

 

수열, 급수 ∑ 

If end 

논리함수, find() 

반복문, for end 

If 

 

for 

 

(1) 행렬(Matrix Matrices) 

여기서 이야기 하고픈 것은 바로 매틀랩은 대규모 자료를 잘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매틀랩은 행렬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반복 처리 방식 대신에 자료를 벡터화하여 처리하면 … 

으로 이야기 되는 행렬 이야기로 이어진다. 

수학행렬에서 더하기 빼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같은 크기(모양)의 행렬(백터)를 더하고 빼면 같은 

위치의 값끼리 더하고 빼면 된다. 크기(모양)도 처음과 같다. 

>> A,B 



A = 

     1     2     3 

     4     5     6 

B = 

     3     1     2 

     5     4     6 

>> C=A+B 

C = 

     4     3     5 

     9     9    12 

 

문제는 곱셈(과 나눗셈)이다. 행렬 (수학)곱셈은 이상하게 만들어 처음에는 왜? 란 질문이 떠나지 

않았었다. 연립방정식(선형방정식)을 만들고 이를 풀기 위한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반

면 매틀랩 곱셈(배열곱, 요소곱, 원소곱, 점곱, Array multiplication, Element multiplication)으로 불

리면 행렬 덧셈처럼 같은 크기(모양)의 행렬을 서로 같은 위치의 원소/요소끼리 곱한다. 이는 바

로 매틀랩에서 대규모 자료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한 방식이다. 

 

>> D=A*B 

다음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함:  *  

행렬 간 내부 차원(Inner Dimension)이 일치해야 합니다.  

>> D=A.*B 

D = 

     3     2     6 

    20    20    36 

 

그냥 곱하면(수학행렬 곱셈) 오류가 난다. 매틀랩 행렬곱셈을 하면 행렬 덧셈처럼 요소끼리 곱한

다. 



>> E=A./B 

E = 

    0.3333    2.0000    1.5000 

    0.8000    1.2500    1.0000 

‘점 나눗셈(요소 나눗셈)’도 같은 위치의 요소끼리 나누면 된다. 

 

문제는 그냥 나눗셈인데 오류가 나지 않아 전 수업을 힘들게 했다. 

>> E=A/B 

E = 

   -0.9744    0.7949 

   -1.0513    1.4103 

이는 ‘오른쪽 나눗셈 /’은 ‘왼쪽 나눗셈 \’과 마찬가지로 행렬 나눗셈(선형방정식 풀이) 연산자로 

작동하도록 매틀랩에서 설계했다는 것이다(전 주 강의요약 마지막 부분 참조). 이 이야기는 가볍

게 넘어가고(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 

 

수학행렬 곱셈은 앞 행렬의 열 수와 뒤 행렬의 행 수가 같아야 하며 행렬 B를 전치하면 3행2열

이 되므로 2행2열인 행렬 A와 곱할 수 있다. 결과는 2행2열이 된다. 

>> A*B' 

ans = 

    11    31 

    29    76 

 

(2) 함수(function) 

수학함수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책에 더 잘 나와있고(혹 수학 싫어하고 미워하는 학생은 한 번 중

학교, 고등하교 수학 책을 읽어 보세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쉬운 거를 하면 좋아하게 됩니다. 

시간을 내서 보는 게 중요함. 강추). 

독립변수 한 값에 종속 변수 한 값이 대응한다(함수가 어느 땐가 집합 개념으로 다시 쓰여져 깜



짝 놀란 기억이 있었음. 10~20 년 전에 고등학교 수학 책을 보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뭔지 모른

다면 아주 쉬운 고등학교 수학 책을 찾아 읽어 보면 좋은데(여러분의 수학 세계가 인생이 미래가 

바뀝니다). 

 

C 언어 함수를 하나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double max(parm1, parm2) 

{ 

if (parm1 > parm2) 

 { 

  return parm1; 

 } 

else 

{ 

  return parm2; 

 } 

} 

 

함수 선언은 없고 함수이름은 ‘max’로 두 입력 값 중에서 큰 값을 찾는 함수. 반환값의 형식(종류)

는 배정도 실수(부동소수)이고 입력 값 중에서 큰 값을 반환(return)한다. 

 

이를 매틀랩으로 하면 

function maxv=max_cal(a,b) 

if a>b 

    maxv=a;  

else 

    maxv=b; 

end 

end 

 

>> maxv=max_cal(5,11) 

maxv = 

    11 

 



잠깐 여기서 행렬을 걸고 넘어간다면 … 

매틀랩에선 입력값이 스칼라(숫자 하나)가 아닌 벡터, 행렬(숫자 묶음)일 때도 처리하도록 만들어

야 하므로 (if 조건문은 스칼라 숫자 처리, 행렬의 원소/요소 하나 하나로 분해해 처리할 때 사용 

가능) 논리함수 find()를 써야 합니다. 

 

function maxv=max_cal_mat(A,B) 

maxv=find(A>B); 

end 

 

>> maxv=max_cal([1 5 4 3],[2 4 3 11]) 

maxv = 

     2     4     3    11 

같은 위치(요소/원소)에서 큰 값을 찾아 보여준다. 

 

(3) 논리 구조 

프로그래밍(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논리구조이다. 조건문/선택문과 반복문으로 

이야기 되는데 이 둘은 거의 같다. 반복문 구조는 조건문/선택문과 같이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에 

맞으면 (반복)실행하고 맞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형식도 둘은 같다. 매틀랩이다 비주얼

베이식이나 C++ 이나 …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반복문(아주 길거나 무한한)에서 빠져 나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 조건문/선택

문이다. 조건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요 조건문/선택문이다. 인생의 길, 프로그램

의 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조건문/선택문, 반복문이다. 조건문/선택문은 바로 반복문이다. 결혼 조

건에 달하지 않을 때까지 싱글(결혼 전) 생활을 반복한다. 집 살 능력이 될 때까지 월, 전세 생활

을 반복한다. 오차가 허용범위에 들 때까지 맥크로린 급수를 반복한다. 등등 … 

 

문제는 프로그래밍(언어)에서 조건/선택, 반복문은 모두 스칼라(자료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매

틀랩에선 벡터(행렬) 기반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 

그래서 매틀랩에선 논리함수를 써서 조건에 맞는 자료 묶음을 한 번에 묶어서 찾아내서 돌려준다. 

논리함수 find() 사용법을 잘 연습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벡터(행렬)을 원소/요소로 분해하여 하나 

하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때마다 조건에 맞는 선택/처리를 해야 한다. 반복문을 하나 이



상 써야 한다. 

 

이미 앞에서 나온 큰 수 찾기를 벡터/행렬의 elements(원소, 요소) 단위로 처리하는 스크립트 함

수를 만들어 보자. 

 

function maxv=max_cal2(A,B) 

for k=1:length(A) 

    if A(k)>B(k), maxv(k)=A(k); 

    else, maxv(k)=B(k); 

    end 

end 

 

>> maxv=max_cal2([1 5 4 3],[2 4 3 11]) 

maxv = 

     2     5     4    11 

 

이를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만든 max_cal_mat() 함수이다. 이와 같이 입력인자가 벡

터, 행렬일 때에도 연산 처리할 수 있도록 점곱, 점나누기, 점누승(거듭제곱)을 써야 할 때가 있다. 

오래 전, 행렬다루기에서 나온 함수인데 

function [y1,y2]=sum_mul(x1,x2) 

y1=x1+x2; 

y2=x1.*x2; 

end 

 

입력인자가 숫자 묶음일 때를 대비해 곱셈에 점곱으로 하였다. 점곱이 아니고 그냥 곱셈이면 스

칼라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벡터나 행렬이면 오류가 나고 혹 계산값이 나와도 이는 바라는 값이 

아니다. 

 

 



2. 기출 필기시험문제를 살펴본다. 

우리 수업 범위에 맞는 것만 골라보았다. 

 

2015년 1학기 기출 필기문제는 과제로 나갔기에 이는 다음에 풀어보고(기말 시험문제로 강추) 

2013년 문제를 풀어 본다. 모두 매틀랩 행렬, 함수, 논리 연습에 좋다. 

 

2013년 매틀랩 기말필기시험 B반 

 

1. x 범위는 -3과 5이고  x>2 범위에선 y=x2 이고 다른 범위에선 y=2x 인 함수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틀랩 프로그램밍을 하였다. (   )에 맞는 명령/함수/변수/값 등을 써 넣고 

또 물음에 답하세요. 

 

전에 과제물로 나간 것. 

x=-3:0.1:( 5 ); 

( y=f(x)   ); 

plot(x,y) 

 

function y=f(x) 

ele1=find(x>2); 

(  y(ele1)=x.^2       ); 

( ele2=find(x<=2     ); 

y(ele2)=2*x(ele2); 

end 

 

이 그래프를 손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2. 다음은 A 벡터의 모든 원소 값을 더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물론 sum( )이란 내장함수가 있지만 이를 

쓰지 않고). 

A = [1, 2, 3, 4, 5, 6, 7, 8, 9]; 

sum=(  0   );  



for k=1:( length(A) )  

    sum=(  sum + A(k)       );  

end 

( sum  ) 

 

3. 다음 연립 방정식을 매틀랩 행렬 연산으로 해를 구하려고 한다. 

4x - y + z = 12 

-x + 4y -2z =-1 

 x - 2y +4z = 5 

 

A (  *  ) X = B 

X = ( inv(A) ) * B; % A 역행렬 곱하기 b 행렬, 또는 A\B 

 

A= [ 4 -1 1  ;  -1 4 -2 ; 1 -2 4 ]; %계수 행렬 

X= [ x  ;   y  ;   z  ]; %미지수 열벡터 

B= [ 12 ;  -1 ;   5 ]; %상수 열벡터 

 

 

2013년 매틀랩 기말필기시험 A반 

 

1. x 범위는 -2π와 2π이고  -π와 π 범위에선 y=cos(x)이고 다른 범위에선 -1 인 함수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틀랩 프로그램밍을 하였다. (   )에 맞는 명령/함수/변수/값 등을 써 넣고 

또 물음에 답하세요. 

이 것도 전 과제로 나간 것 

x=-2*pi:0.1: (           ); 

(            ); 

plot(x,y), grid on 

 

function y=g(x) 

e1=find(x<-pi); 



e2=find(                   ); 

e3=find(x>pi); 

y(e1)=-1; 

y(e2)=(                     ); 

y(e3)=-1; 

 

이 그래프를 손으로 그려보세요. 

 

풀이 생략 

 

2. 1에서 10까지의 정수를 더한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sum=(  0   );   % 합을 초기화(영으로) 

for k=1:( 10 )  

    sum=(  sum + k   );  % 합을 누적 

(  end )  

( sum  )  % 최종 합을 출력 

 

 

 

3. 다음 연립 방정식을 매틀랩 행렬 연산으로 해를 구하려고 한다. 

 

B 반 문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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