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청 겸손 반성] 

매틀랩 입문 2015년 2학기 세째 주 

3장 내장함수 

 

[중요] 

기초, 기본은 중요하나 너무 이것만 강조하고 집중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다음 단계로 나

갈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위에 있는 조금 높은 단계가 목표이다. 자동차 운전이 목표인데 

너무 이론과 기초, 기본에 집착하면 재미도 흥미도 없어지고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고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게 된다. 

 

자동차 이론, 기초, 기본은 최소로 하고 실전에 들어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운전 단계

를 높여가면서(이건 재미, 흥미, 노력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힘이 생긴다) 다시 처음의 배운 이론과 

기초, 기본을 조금씩 다진다면 실전과 이론, 기초, 기본을 갖추데 될 것이다. 

 

이제 처음으로 매틀랩이란 큰 우주선을 타고 하늘을 날라가려는 데 세세한 메뉴와 환경, 이론, 많

은 내장함수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이런 건 최소화하면서 브레이크 밝으면 서고 가속기 밟으면 빨

리 가고 핸들은 돌리면 돌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정도 하고 운전을 재미있게 하면서 다시 엔

진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브레이크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무슨 문제가 있

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믿는다. 

 

우린 수학, 공학 문제 풀이가 당면한 목표이다. 연습문제 풀이가 실전이요 우주선을 움직이는 것

과 같다. 기초를 조금밖에 하지 않고 연습문제를 푼다고 한탄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풀

어 내는 것이 그런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문제 풀이를 해가면서 다시 전에 지나쳤단 

기초, 기본, 이론을 다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들었는데 따라 했는데 모르는 것은 그

냥 지나가도 된다고 했다. 다음에 다시 반복되고 강조되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한 말을 왜 자꾸 

또 하나는 식이 될 것이다. 이제 3주차인데(한 주는 예비, 한 주는 처음으로 들어가고, 한 주 조금 

걸음마 해보는데) 수업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신경 쓸 일도 아니다. 여러분은 계속 

앞으로 나갈 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시간도 많다. 그 때가서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강사가 수업을 못해서 학생인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업에 도망가

지 않고 3시간 다하고(수업 시간을 채우지도 않아요) 과제물 다 풀어온다면 말입니다. 

 

실전 반복, 연습 반복, Practice – 이론, 기초, 기본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실전 회화, 읽기가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문법으로 가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을 나가면 나중에 뒤를 알게 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물론 중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이란 뜻) 

 

 

앞에 것을 자세히 하려하면 배우지 않은, 다음에 배울 뒤의 것이 연결되고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앞의 것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지나치고 앞으로 전진, 또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맨 

앞의 것이나 뒤의 것이나 다 연결되어 있어 이제 전체적인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앞의 것만 

보고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이고 이를 잘 지나가고(모르는 것이 있는데 참고 지

나가고 인내심, 참을성이 중요,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다시 앞의 것을 되새김하는 일을 해야 합니

다. 자동으로 되새김되는 경우도 많고, 아 이렇구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요약] 

함수(function)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중요하고 우린 3장 내장함수와 6장 사용자정의함수에서 두 

번을 함수와 만나게 된다. 우선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함수(내장함수)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

이 첫째이고 다음엔 자신만의 함수를 필요에 따라 만들어 쓰는 것이 필요하다(사용자정의함수). 

 

전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매틀랩 입문 수업에서 두 번 반복되는 주제로는 함수와 행령이 있다. 매

틀랩에선 행렬은 중요하고 MATlab 의 MAT는 MATrics(행렬)에서 온 말이고 행렬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숫자 자료를 하나 하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자료 묶음(행렬, 벡터)으로써 처리한

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3.1 내장함수 사용하기 

 

처음으로 명령창에서 내장함수를 연습해 본다. 

 

(1) 입력인수가 하나 

>> sqrt(2) 

ans = 

    1.4142 

>> 2^0.5 

ans = 

    1.4142 

 

sqrt는 squre_root로 제곱근을 구하는 내장함수로 입력인자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입력인

자를 행렬로 사용하면 여러 값에 대한 제곱근을 한번에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x=[4 9 16]; 

>> xx=sqrt(x) 

xx = 

     2     3     4 

 

(주의) 만약에 누승(거듭제곱) 연산자를 써서 행렬의 제곱근을 구하려면 ‘.^’을 써야 한다. 

>> x^0.5 

다음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함:  ^  



입력값은 스칼라 및 정사각 행렬이어야 합니다. 

POWER를 요소별로 계산하려면 POWER (.^)을 사용하십시오.  

>> x.^0.5 

ans = 

     2     3     4 

 

(2) 입력인수가 둘 

>> rem(10,3) 

ans = 

     1 

 

rem은 remain 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내장함수이므로 입력인자가 두 개가 필요하다. 

 

(3) 출력 값을 두 개 

입력인자와는 다르게 출력인자는 하나뿐이다. 그러니 출력 값을 여러 개 출력하려면 출력인자를 

백터(또는 행렬)로 하면 된다. 

 

>> [a, b]=size(x) 

a = 

     1 

b = 

     3 

 

x 행렬의 행의 수는 ‘1’이고 열의 수는 ‘3’이다. 1행 3열이라는 표시이다. 출력인자의 첫 번째 요소

(element)는 행의 수를 표시하고 두 번째 요소는 열의 수를 표시한다. 

 

>> c=size(x) 

c = 

     1     3 

 

3.2 도움말 사용하기 

도움말 help 를 잘 사용하는 것이 크게는 인생에서 작게는 프로그래밍(언어 배우기)에서 성공(?)

하는 지름길이다. help, doc, type을 연습해본다. 

 

(1) help 

>> help size 

size - Array dimensions 

 

    This MATLAB function returns the sizes of each dimension of array X in a vector, 



    d, with ndims(X) elements.If X is a scalar, then size(X) returns the vector [1 

    1]. 

 

    d = size(X) 

    [m,n] = size(X) 

    m = size(X,dim) 

    [d1,d2,d3,...,dn] = size(X), 

 

    size에 대한 함수 도움말 문서 페이지 

 

    참고 항목 exist, length, ndims, numel, whos 

 

(2) doc 

doc(document)는 더 자세한 도움 문서를 출력한다. 

doc size 

 

 

(3) type 

파일 내용을 알려주며 따라서 내장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볼 수 있다. 

 

>> type size 

'size'은(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진 코드로 작성된 내장함수나 명령어는 알려주지 못한다. 매틀랩으로 만들어진 내장함수는 다

름과 같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 type factorial 



 

function n = factorial(n) 

%FACTORIAL Factorial function. 

%   FACTORIAL(N) for scalar N, is the product of all the integers from 1 to N, 

%   i.e. prod(1:N). When N is an N-D matrix, FACTORIAL(N) is the factorial for 

%   each element of N.  Since double precision numbers only have about 

%   15 digits, the answer is only accurate for N <= 21. For larger N, 

%   the answer will have the correct order of magnitude, and is accurate for  

%   the first 15 digits. 

% 

%   Class support for input N: 

%      float: double, single 

%      integer: uint8, int8, uint16, int16, uint32, int32, uint64, int64 

% 

%   See also PROD. 

 

%   Copyright 1998-2012 The MathWorks, Inc. 

 

N = n(:); 

if ~isreal(n) || any(fix(N) ~= N) || any(N < 0) 

    error(message('MATLAB:factorial:NNegativeInt')) 

end 

if isa(n,'double') 

    thres = 171; 

elseif isa(n, 'single') 

    thres = 35; 

elseif isinteger(n) 

    thres = 21; 

else 

    error(message('MATLAB:factorial:unsupportedType')); 

end 

N = min(N,thres); 

m = max(1, max(N)); 

Fa = cumprod([1 1 2:m]); 

n(:) = Fa(N+1); 

 

 

3.3 기본 수학함수 

abs(x), sqrt(x), nthroot(x,n), sign(x), rem(x,y), exp(x), log(x), log10(x) 



 

e^3 은 exp(3)으로 쓴다. ‘e’를 자연대수 값으로 쓸려면 e=exp(1)로 하면 된다. 

>> e^2 

'e'은(는) 정의되지 않은 함수 또는 변수입니다.  

>> e=exp(1); 

>> e^2 

ans = 

    7.3891 

>> exp(2) 

ans = 

    7.3891 

 

log()는 프로그램밍 언어에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즉, 밑이 10인 상용대수인지 아니면 ‘e’인 자연

대수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 log(10) 

ans = 

    2.3026 

>> log(e) 

ans = 

     1 

 

따라서 매틀랩에선 log()는 자연대수이다. 그럼 상용대수는 log10()이다. 

>> log10(10^4) 

ans = 

     4 

 

 

3.4 삼각함수(Trigonometric Function) 

sin(), cos(), tan(), asin(), acos(), atan(), sinh(), cosh(), tanh() 

 

각도는 radian(호도법)이 디폴트(기본사용)이다. degree 를 쓰려면 cosd(), sind() 등으로 ‘d’를 붙여

야 한다. 

 

 

3.5 자료 분석 함수 

통계 함수로 말하는 게 편할 수도 … 내장함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숙달해야 한다.  

 



3.5.1 최대, 최소값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매틀랩(입문, 기초)

에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내장함수를 사용한다. 본 교재의 대부분 과제물은 이를 사용하는 문제

이다. 

 

(1) 1행이면(행벡터) 전체 요소(열) 중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 

>> x=[2 4 6 1 3 5]; 

>> max(x) 

ans = 

     6 

>> min(x) 

ans = 

     1 

 

(2) 2행 이상이면(행렬) 열별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 ‘열별’로 의미가 있고 이 의미 별로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 x=[1 5 3; 2 4 6] 

x = 

     1     5     3 

     2     4     6 

>> max(x) 

ans = 

     2     5     6 

>> min(x) 

ans = 

     1     4     3 

 

(3) 출력 값을 2 개로 하면 하난 최대, 최소값을 다른 하난 열 위치를 말한다. 

>> [a,b]=max(x) 

a = 

     2     5     6 

b = 

     2     1     2 

 

a는 열별 최대값이고 b는 열별 최대값이 있는 행 위치(행 번호)를 말한다. 

 

(4) 행별 최대, 최소값을 구하려면 

전치(tranpisition)을 쓰면 된다. 



>> row_min=min(x') 

row_min = 

     1     2 

 

(5) 전체 행렬(요소) 중에서 최대, 최소값 구하기 

>> maxmax=max(max(x)) 

maxmax = 

     6 

>> maxmax2=max(x(:)) 

maxmax2 = 

     6 

 

여기서 (:) 은 행렬을 열벡터로 만들어 모든 행렬 요소를 말하게 된다(몽땅다 연산자?) 

>> x(:) 

ans = 

     1 

     2 

     5 

     4 

     3 

     6 

 

(7) 입력인자가 둘이면 두 행렬을 비교하여 최대, 최소값을 출력 

>> x 

x = 

     1     5     3 

     2     4     6 

>> y=[2 4 6; 1 5 3] 

y = 

     2     4     6 

     1     5     3 

>> min(x,y) 

ans = 

     1     4     3 

     1     4     3 

 

3.5.2 평균과 중앙값 

mean(x), median(x), mode(x) 

 



(1) 벡터(행이나 열이 하나인 행렬) – 전체 평균과 중앙값 

>> x=[1 5 3]; 

>> mean(x) 

ans = 

     3 

 

(2) 행렬(2 행 이상인) – 열별 평균과 중앙값 

>> mean(x) 

ans = 

    1.5000    4.5000    4.5000 

 

이는 다음에 배울 sum()을 써서 구할 수도 있다. 

>> sum(x)/2 

ans = 

    1.5000    4.5000    4.5000 

 

>> median(x) 

ans = 

    1.5000    4.5000    4.5000 

 

중앙값은 개수가 홀수이면 중앙값으로 짝수이면 중앙 앞뒤값의 평균(중간)값으로 한다. 

예) 1 3 5 7 9 이면 3번째가 중앙값이므로 5가 된다. 그러나 1 3 4 5 7 9 이면 3번째와 4번째 값의 

평균(중간)값인 (4+5)/2 = 4.5 가 중앙값이 된다. 

 

3.5.3 덧셈 함수와 곱셈 함수 

sum(x), prod(x), cumsum(x), sumprod(x) 

 

sum 은 합이고 prod는 곱이다. ‘prod’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products, production. 

 

(1) 백터(1행, 1열)이면 전체 요소의 합이나 곱을 구한다. 

(2) 행렬(2행 이상)이면 열별로 합이나 곱을 구한다. 

 

>> x=[1 5 3; 2 4 6] 

x = 

     1     5     3 

     2     4     6 

>> prod(x) 

ans = 

     2    20    18 



>> sum(sum(x)) 

ans = 

    21 

 

전체 요소의 합은 따라서 sum(sum(x))가 된다. 물론 sum(x(:))해도 된다. 

 

cumsum()과 cumprod()는 cumulative sum, cumulative prod 로 누적합과 누적곱을 말한다. 우린 

지나쳐 간다. 

 

3.5.4 정렬 함수 

sort(x), sort(x, ‘descend’), sortrows(x), sortrows(x, n) 

 

정렬함수도 아주 중요하다. 여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sortrows()는 행 요소를 바꾸지 

않고(행 요소가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열은 학번, 2열은 국어 점수, 3열은 영어 점수, 

4열은 합계이면 4열 합계가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해야 학점을 줄 수가 있다. 이때 행 요소는 한 

학생의 자료이며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sortrows(x, 4)로 처리해야 한다. 

 

>> x=[1 80 70; 2 75 73; 3 90 65; 4 70 85] 

x = 

     1    80    70 

     2    75    73 

     3    90    65 

     4    70    85 

 

1열이 번호 2열이 국어, 2열이 영어 점수이다. 이제 4열을 합으로 넣는다. 

 

>> x(:,4)=x(:,2)+x(:,3) 

x = 

     1    80    70   150 

     2    75    73   148 

     3    90    65   155 

     4    70    85   155 

 

4열 합계 순으로 정렬을 하면 오름차순밖에 안 된다. 

>> sortrows(x,4) 

ans = 

     2    75    73   148 

     1    80    70   150 

     3    90    65   155 



     4    70    85   155 

 

내림차순으로 하면 오류가 난다. 

>> sortrows(x,4,'desecnd') 

다음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함: sortrows 

입력 인수가 너무 많습니다.  

 

내림차 순으로 하려면 ‘마이너스’ 부호를 열 번호 앞에 붙인다. 

>> sortrows(x,-4) 

ans = 

     3    90    65   155 

     4    70    85   155 

     1    80    70   150 

     2    75    73   148 

 

합계가 같은 경우 다른 정렬 기준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어서 쓰면 된다. 

>> sortrows(x,[-4 -3]) 

ans = 

     4    70    85   155 

     3    90    65   155 

     1    80    70   150 

     2    75    73   148 

 

3.5.5 행렬 크기를 구하는 함수 

size(x), length(x), numel(x) 

 

>> x=[1 3 5; 2 4 6]; 

 

>> size(x) //행과 열 수를 구한다 

ans = 

     2     3  

 

>> [a b]=size(x) //행과 열 수를 구한다 

a = 

     2 

b = 

     3 

 

>> length(x) // 행과 열 수 중에서 큰 값만 구한다. 따라서 벡터 길이를 구할 때 좋다 



ans = 

     3 

>> y=[1 2 3 4 5]; 

>> n=length(y) 

n = 

     5 

 

>> numel(x) // 행렬의 전체 요소 수를 구한다 

ans = 

     6 

 

>> prod(size(x)) // 이는 행과 열 수를 곱한 것과 같다 

ans = 

     6 

 

3.5.6 분산과 표준편차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에서 전체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분산과 표준편차가 있다. 분산은 표준편차 제곱이다. 

 

>> stdev=std(x) 

stdev = 

    0.7071    0.7071    0.7071 

>> varia=var(x) 

varia = 

    0.5000    0.5000    0.5000 

>> std(x).^2 

ans = 

    0.5000    0.5000    0.5000 

 

3.7 복소수(Complex Number) 

지나감, 단 허수 I, j를 사용하기에 반복문에서 정수 지시자를 I, j 대신 k 등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

한다. 

 

3.8 계산상의 한계 

realmax, realmin, intmax, intmin 

 

>> realmax 

ans = 

  1.7977e+308 



>> realmax+1 

ans = 

  1.7977e+308 

>> realmax+100000000000 

ans = 

  1.7977e+308 

>> realmax*1.1 

ans = 

   Inf 

 

>> rmin=realmin 

rmin = 

2.2251e-308 

 

>> rmin/10 // Denormalized number, 유효숫자를 줄이고 지수 크기를 늘인 것 

ans = 

  2.2251e-309 

 

>> rmin/10^15 

ans = 

2.4703e-323 

 

>> rmin/10^16 

ans = 

     0 

 

3.9 특수한 값과 기타 함수 

pi, Inf, NaN, clock, date, eps 

 

pi 원주율값 

Inf 무한대 표시 

NaN Not a Number, 계산할 수 없음을 표시 

eps Epsilon number로 1과 1보다 큰 수 사이의 간격 

 

>> pi 

ans = 

    3.1416 

>> 2/0 

ans = 



   Inf 

>> 0/0 

ans = 

   NaN 

>> eps 

ans = 

   2.2204e-16 

>> 1+eps/2 

ans = 

     1 

 

2015-09-25, 곽노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