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중 경청 겸손 반성] 

매틀랩입문 후반 6 주차 

전체 정리, 매틀랩 핵심(함수, 행렬, 논리) 정리, 

기말시험대비 문제풀이 
 

0. 수업에 앞서 

수업 중에 좀 과격한 말이 나왔다. 원래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 전체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 흥분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 

 

하난 1 장에서이고, 매틀랩은 쉽다. 수학과 프로그램 초보자를 위해 쉽게 교재를 다시 만들었다. 우리의 

훌륭한 무어 여교수님이, 근데 학생은 이렇게 쉽게 만들려고 어렵게 쓴 책을 읽지 않는다, 여기서 

흥분하게 되었음. 

(수업 한 두 시간 지나면 나가는 학생을 어떻게 설명? 수학, 프로그래밍, 매틀랩 절대로 포기해선 안됨) 

 

다음은 3 장 내장함수, 남들이 다 잘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 잘 쓰면 된다. 고민할 필요 없다. 공부는 

일단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된다. (최고로 잘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 의사, 판, 검사, 연구 

논문이 훌륭한 교수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 인성이 중요하다. 믿기 힘든 이야기 같지만 ...). 

 

매틑랩은 쉽다(언어도 교재도). 어려운 수학,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려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만든 것으로)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이를 잘 쓰면 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래밍 

재미있어지고 수학과 친해지는 길을 간다. 

 

끝으로 인생을 맘대로 살려면 집 있고 다 있고(가족, 차 등등) 현금 20 억 정도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야 한다. (자존심 허세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인내하며 참아가며) 

그런데 돈이 더 더 많은 사람도 인내하고 참아가며 살아간다. 그럼 결국 돈이 아니라 인성, 인격(?) 사람 

됨됨이 문제인가? 

 

하여튼 사람됨됨이가 좋아야 한다. (뇌과학) 결정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 감정으로 한다. 

따뜻한 넓은 다른 사람을 보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부 잘하는 게 최고 

목표가 아니다)  본인에게 하는 말 

 

 

1. 1 장 ~ 1 장 빠른 정리 

 

1 장 개요 



수학/공학 문제 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쉽다. 인터프리터, 대화형 

교재는 수학과 프로그래밍 초보를 위한 것, 열심히 읽어보고 따라 하고 연습문제 자주 풀어보기 

행렬기반/벡터화로 대규모 자료처리에 적합 

(매틀랩은 처음엔 포트란으로 만들었고 다음엔 C++로 바꾸었다. 하여튼 C++ 로 재 처리된 프로그래밍 언어이므로 

당연히 C++ 보자 느리다.) 그러나 자료를 벡터화(행렬처리)하면 처리속도가 빠르다. 

대규모 자료 처리용으로 통신신호 처리, 의학공학 영상 처리, 대규모 시뮬레이션에 적합 

 

2 장 환경 

통합개발환경(Inter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창(windows) : 명령창, 현재폴더창, 작업공간창, 명령기록창, 그래프창, 문서편집창 

format long, short,  format loose, compact 

현재폴더창 위치 변경, 명령창 폰트 크기 변경 

문서편집기에서 문서편집, 저장, 다시 읽어오기, save, open 

명령창에서 변수(들) 파일로 저장, 다시 읽어보기, save & load 

 

3 장 내장함수 

대규모 처리처리 가능하도록(행렬, 벡터 처리) 내장함수 설계 

max(), min(), sum(), prod() 

size(), length(), enum() 

예) sin() 

 

4 장 행렬 다루기 - 매틀랩에서 대규모 자료 처리용(행렬, 벡터 처리) 

매틀랩에서 행렬 입력 

세미콜론 연산자, 몽땅다 

변수 행렬 저장과 읽어오기, save & load 

행렬 연산 : 더하기, 빼기, 점곱하기, 점나누기, 점거듭제곱 

 

5 장 그래프 그리기 

plot() : 매틀랩에선 함수는 그래프로 그려 보아 나타낸다. 

예) sin(x) 도함수 => cos(x) 이건 해석학적 풀이이다. 

    그래프에서 사인 곡선이 코사인 곡선으로 풀어 보이는 수치해석(수치해법) 풀이는 매틀랩 

 

6 장 사용자 정의 입출력 

세미콜론 처리 여부 

input() => 이거 배우고 써먹지 않았음 

display() => 이거만 계속 연습하고 있음, 행렬 묶음 연습, disp([‘I am’ num2str(age) ‘years old’]) 

format() => 이겨 연습하지 않음 

 



7 장 사용자 정의 함수 

이것만 많이 연습하고 있음, 학생들은 아직 정확하게 이해, 생성, 사용하고 있지 않음 

프로그래밍(언어)에서 아주 중요함, 물론 수학에서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중요 

한(여러) 기능, 목적을 위해 변수, 명령문, 내장함수, 다른 함수 들을 함수 형식에 맞게 묶어 놓은 단위체 

모듈화, 블럭화, 재생산성, 재활용성, 융통성 

입력인자, 출력인자 

 

8 장 논리함수와 선택문/조건문 

스칼라 처리에서는 조건/선택문 

벡터, 행렬처리에서는 논리함수 find() 

스칼라 &&, || 

벡터, 행렬 &, | 

 

9 장 반복문 

행렬, 벡터를 elements 단위로 분해해 처리하려면 반복문이 필수 

반복문은 조건문/선택문과 같은 구조 

인생도 반복문(조건/선택문)이다. 사원을 반복하다 조건에 맞으면 대리로 승진. 논리구조(프로그래밍 흐름) 

 

10 장 행렬 

수학행렬 곱셈, 선형방정식 풀이 

왼쪽나눗셈(오른쪽나눗셈) = mldivide() 

매틀랩에서 수학 문제 풀이용을 많은 내장함수(연산자)를 만들었음. 

(예) 

fzero()   비선형방정식 풀이 

\, mldivide()  선형방정식 풀이 

fminbnd()  최적화, 최소값 구하기 

find()  조건에 맞는 행렬 요소 찾기, if 문 대신에 

 

(GNU Octave) 



2. 함수, 행렬, 논리 한번에 묶어 살펴보기 

 

MATALB (사용자 정의) 함수 

  연산자, 명령문 내장함수 function 선언 

출력인자 =  

함수이름 

(입력인자, ...) 

행렬 처리 

end 

행렬 묶음처리 + - .* ./ .^ max(), sum() ... 

논리구조  for, if ~ find() 

수학행렬 * 

\  

/ 

mtimes() 

mldivide() 

mrdivide() 

dot(),cross() 

 

* mtimes() 

>> A=[3 2 4; 1 2 3]; 

>> x=[1 2 3]'; 

>> b=mtimes(A,x) 

b = 

    19 

    14 

>> b2=A*x 

b2 = 

    19 

    14 

 

3. 기말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3-1. (-3, -70), (0, -1), (2, -25), (5, 74) 의 4 점을 지나는 3 차식을 가정하고 이를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 3 차식의 

계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      ]를 채우고 결과에선 어떻게 표시될지 써 넣으세요.  

x=[-3 0 2 5]';  

y=[-70 -1 -25 74]';  

A=[                     ]; 

 

A * b = y; 

b = (                  ); 

 

 



GNU Octave 설치 후 실행 

 

 

 

 

3-2. 

 

 

3-3. 

T는 온도 벡터, P는 압력 벡터이다. 온도와 압력이 100(K, kpa)간격 조건에 따른 기체 부피를 표로 보려고 

한다. ( )에 맞는 변수, 함수, 수식을 넣어라[( )]=( )(T, P);V=R*( ) 

 

(원 문제는 모든 온도 조건과 모든 압력 조건에 따르는 부피 계산으로 meshgrid()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이진만 여기선 단순히 온도 벡터와 압력 벡터를 넣어 연산하는 함수를 만드는 문제로 수정. 즉, 함수 

만드는 문제, 함수는 행렬, 벡터를 받아들여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 

 

T=100K ~ 500K, T=100kPa ~ 500kPa (V=RT/P), R=0.287 kJ/(kg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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