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청 겸손 반성] 

2015년 2학기 매트랩 입문 4주차(2015-10-5, 월) 

4장 행렬 다루기 

 

수업에 앞서 

1. 매틀랩은 수학(공학)과 프로그래밍(언어)라는 쉽지 않은 두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라 어렵고 싫

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감정 처리가 되면 힘들어진다. 반대로 어려운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쉬운, 

재미난 매틀랩을 통해 다가설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감정, 마음을 버리고(전에 가졌던) 새롭게 매틀랩을 하면서 부딪치는 (단편적인) 수학

과 프로그래밍만 알고 반복하여 복습하고 가져가기 바란다.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부딪치는 매

틀랩(안의 수학과 프로그래밍)만 그 정도만 알고 지나간다. 작은 것이라도 편하게 내 것으로 하면 

점차 수학과 프로그래밍의 다른 (조금 깊은) 분야도 친근하게 여겨질 때가 온다(이렇게 되도록 마

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2. 기초, 기본은 매우 중요하나 처음에는 용어나 개념, 이해도가 없으므로 (완전한) 이해와 숙달하

는 데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수업과 문제풀이에) 최소한의 내용만 알고 앞으로 다양한 진도를 나

아가면 여러 전체적인 내용이 서로 융화되어 이해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 때 다시 뒤를 

돌아보며 음미하면 기초와 기본을 다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너무 용어 

정의나 메뉴 나열, 주제 나열 같은 백과사전식 설명 전개에 다 알아야 된다는 조급함을 떨치고 

조금 모자라는 대로 새로운 주제로 진도를 나아가는 것이 좋다. 여러 다양한 주제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매틀랩(수학,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개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 ‘경청, 겸손, 반성’이라고 말만 써놓고 실제로 실천하지 못한 점을 사과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의 문제점을 듣고도, 알고도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점이 있습니다. 

(1) 말과 설명과 진행이 빨라 따라가지 못하고 놓지는 학생이 많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고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수업과 연관성이 있어 인생을 논하는 시간이 많아 수업에 집중하고 진도를 나가는데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업 우선, 설명 우선이므로 인생론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수업보다 인생

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 

 



4. 과제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매트랩(수학과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우리 수업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 강의, 진도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제는 꼭 제시간에 스스로 힘으로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도 모르고 어렵더라도 처

음부터 차근차근 이리저리 부딪쳐가며 풀어가야 합니다. 교재에는 모든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

니다. 연습문제 풀이와 거의 같은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전에 수학을 프로그래밍을 해보지 않았

다 했지만 하나도 모른다 해도 그러한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매틀랩을 하는 것처럼 처

음으로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건드리는 수학과 프로그래밍은 아

주 작은 조각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모르면 찾아보고 물어보고 이해하고 지나가야 넘어

가야 합니다. 이 정도를 하지 못하면 인생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수업 진도를 나가면서 

1. 지금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 

매트랩입문에서 기초, 기본을 하려면 최소 10장까지는 나가야지 된다는 생각이다.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맛 물려 껴 있기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배우고 연습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소비, 

허비가 크다고 본다. 가볍게 다 보고 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3장 내장함수에서부터 행렬도 나오고 입출력도 나오고 하기 때문이다. 

. 

(1) 다시 전체적인 교재/수업 흐름을 보자. 

1장 개요 : 매틀랩은 수학/공학 문제 풀이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MATLAB의 MAT는 MATRICS, 행

렬이다. 행렬기반 언어이다. 자료 묶음(행렬)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언어이다. 사용처는 첫 과제

로도 나갔는데 신호처리(아날로그 음성, 영상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등), 의공학 영상 처리

(CT, MRI 영상 등), 시뮬레이션1(유체역학, 자동차, 선박, 로켓), 시뮬레이션2(대기오염, 기후, 해양 

오염, 흐름, 수질오염 흐름 등) 등등이다. 

 

2장 환경, 가장 기초, 기본적인 내용이다. 우린 그 많은 메뉴를 다 알아보지 않고 우선 필요한 몇 

개만 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메뉴에선 레이아웃, 기본설정을 조금 해보았다. 창은 명령

창, 현재폴더창, 작업공간창을 언급했다. 변수(자료)는 메모리에 기억되고 이는 작업공간창에 표시

된다. 이 변수를 파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러면 ‘save 파일이름 변수이름’으로 하며 된다. 이 

때 저장 파일 확장자는 *.mat 이다. 이 파일을 다시 읽어오려면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데이터가져

오기 위자드를 실행하거나 그냥 데이터가져오기를 실행하든가 명령창에서 ‘load 파일이름’하면 된



다. 이는 전 주 과제에서도 나왔다. 

 

3장 내장함수 : 연산자, 명령문처럼 내장함수는 쉬운 실행(수학,자료처리) 도구이다. 수학, 자료 처

리에 맞게 많은 편리한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하며 우리 교재, 

수업에선 3장 내장함수와 6장 사용자정의함수에서 2번 나온다. 남이 만든 내장함수를 먼자 잘 쓰

는 것이 중요하고 이어 역시 내 입맛에 딱 들어맞는 함수를 만들어 쓰는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함수를 만들어 파는 일도 흔하다. 우린 전 주 과제물에서 연습을 했다(하지 않은 학생은 똑 해야 

한다. 제출 기한에 지났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최대값 구하기이다. 왜? 최적화, 함수에서 최대 최소값 구하기와 연관. 3

장 과제를 보면 알 수 있다. 

 

4장 행렬 다루기 : 오늘 할 내용이다. 매틀랩에서 행렬은 가장 중요하여 우리 교재와 수업에서도 

두 번 나온다. 4장 행렬다루기, 10장 (수학)행렬 연산에서 이다. 자료 묶음인 행렬 단위로 매틀랩에

서 처리하므로 이를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2장 환경과 3장 내장함수에서 이미 행렬다루기가 

나왔다. 내장함수는 입력인자가 하나라도 행렬이면 많은 자료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우리

도 앞으로 함수(사용자정의)를 만들 때 입력인자가 행렬인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한다(물론 기

본적으로 행렬처리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5장 그래프 그리기 : 우린 plot() 하나만 살짝 알아보고 지나친다. 수치해석 결과물이 숫자 묶음이

므로(함수가 아니라) 이를 알아보려면 그래프가 필요하다. 

 

6장 사용자정의함수 

 

7장 입출력 : 프로그래밍에서 중요. 매틀랩에선 문제 풀이가 강조되어 입출력이 약화되어있긴 하

지만 … 

 

8장, 9장은 논리구조로 조건문/선택문(if 문)과 반복문(for 문, while 문)이 나온다. 가장 초보적인 프

로그래밍이라도 논리구조가 필요하다. 프로그래밍은 결국 논리구조이다. 여러분은 시간에 따라 살

아왔지만(남 가는 대로 따라 가는 것으로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 후는 각 자와 주어진 시대와 환경 조건에 따라 여러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이것

이 논리 구조이다. 

 

10장은 (수학)행렬 연산으로 수학행렬을 매틀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본다. 행렬 중에서 행

이나 열이 하나인 행렬을 특히 벡터라 하며 물리적이니 벡터를 매틀랩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도 알

아본다. 끝으로 연립방정시기 풀이가 수학 행렬의 목적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 전 주 과제 풀이 

1) 연습문제 3.15 p172 

(a) 각 열(열전쌍)의 최대값 

(b) 최소값 알아보기 

 

2) 연습문제 3.16, p173 

각도 theta 로 물체를 발사하여 날라간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d=v0^2/g*sin(2*theta) 

  0<=theta<=pi/2; 

  g=9.81 m/s,  

  (a) theta를 pi/100 씩 증가시켜 날아간 거리를 계산하여 그래프로 그려라 

  (b) 최대 거리가 얼마인지 그 때의 발사각이 얼마인지 알아본다. 

  (c) 알고 있는 최대 거리 발사각은 pi/4 인데 위에서 구한 각도와 비교한다. 

(d) pi/4 가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연습문제 3.17 p173 

  (a) 평균과 중앙값과 표준편차를 구해라 

  (b) 평균값과 중앙값 중 어느 것이 전채 학생 점수를 잘 대표하는가? 이유는? 

 G=[68 83 61 70 75 82 57 5 76 85 62 71 96 78 76 68 72 75 83 93] 

 

======================================== 

 

1) 첨부파일로 thermo.mat 변수저장파일을 올림. 변수 저장과 읽기를 연습했기에 이를 사용해봅니다. 

아니면 모두 손으로 쳐 넣으면 됩니다. 

 

** thermo.mat 파일 읽어오기 

명령창에서 load 경로/thermo.mat 하든지, 이 파일을 현재폴더에 넣고 load thermo.mat 하든지 

아님 메뉴에서 ‘데이터가져오기’로 이 파일을 열어 변수로 읽어 사용하면 됩니다. 



과제 의도 

최소, 최대값을 행렬에서 구한다. 첫 번째는 함수가 아닌 숫자 묶음(불연속 숫자 묶음)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두번째는 함수(연속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 마지막 과제는 내장함수 

평균과 중앙값 함수를 사용해보고 이 둘의 차이도 생각해본다. 

 

(문제 풀이) 

(1) 3.15 

thermo.mat 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현재폴더에 넣는다(다른 방법도 많음). 

 

 

복사해 넣으면 현재폴더창에 파일이 표시된다. 

 

이 파일을 읽어 온다(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져온다, 다른 방법도 많다). 



 

 

(a) 각 열전쌍마다 측정한 최고온도를 구하라. 

(b) 각 열전쌍마다 측정한 최저온도를 구하라. 

 

 

(2) 3.16 

 max(), min()에서 최대값(최소값)과 더불어 그 때의 순번(Index)를 하는 방법으로 과제에서 보듯이 

각도 0~pi/2 사이에서 최대 수평비행거리가 되는 각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g=9.81; v0=100; 

t=0:pi/100:pi/2; 

d=v0^2/g*sin(2*t); 

[max_d, max_d_index]=max(d); %여기서 최대 비거리가 되는 index 를 찾는다. 



max_d_t=t(max_d_index)      %이러면 최대 비거리가 되는 각도(t)를 구할 수 있다. 

 

결과는 

max_d_t = 

    0.7854 

>> max_d_t*180/pi 

ans = 

    45 

 

라디언(호도법)으로 말하면 0.7854(=pi/4)이고 360도 기준으로 말하면 45도 이다. 

 

(3) 3.17 

>>  G=[68 83 61 70 75 82 57 5 76 85 62 71 96 78 76 68 72 75 83 93]; 

>> ave=mean(G) 

ave = 

   71.8000 

>> med=median(G) 

med = 

    75 

 

평균값보다 중앙값이 더 전체를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5점 하나가 동떨어진 값으로 

전체 값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값은 5점이 하나이기에 전체 20개에서 하나 정도 

차이 나기에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다시 보면 

>>sG=sort(G) 

sG = 



     5    57    61    62    68    68    70    71    72    75    75    76    76    78    

82    83    83    85    93    96 

>> mean(sG(2:end)) 

ans = 

   75.3158 

‘5’를 제외한 평균값은 75 정도이다.  

중앙값은 원소 개수가 20이므로 10번째와 11번째 값의 평균으로 75가 된다. 

>> length(G) 

ans = 

    20 

 

2. 이번 주 진도 나가기(행렬 다루기) 

2-1. 행렬 입력 

공백이나 ',' (comma)는 한 행에서 (각 열에)원소를 넣고 ';'(Semicolon)은 행을 바꾸어 다른 행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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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1     2     3 

     4     5     6 

 

세미콜론 없이 명령창에서 행을 바꿔도 된다(행이 바뀌게 된다). 

>> B=[7 8 9 

4 5 6] 

B = 

     7     8     9 

     4     5     6 



 

입력 숫자가 많아 한 줄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을 넣고 다은 줄에 이어서 써넣으면 된다. 

>> C=[1 2 3 4; 5 6 7 8; 9 10 11 12; ... 

1 2 3 4] 

C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 C=[1 2 3 4; 5 6 7 8; 9 10 11 ...  

12; 1 2 3 4] 

C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2-2. 행렬 추출(뽑아내기) 

뽑은 행렬 = 원 행렬 ( 행 표기 , 열 표시 ) 이다. 

행 표시는 ':' 은 모든 행을, '2:4'는 2행에서 4행까지이고 '3:end'는 3행에서 끝행까지이다. 

열 표시는 ':' 은 모든 행을, '2:4'는 2열에서 4열까지이고 '3:end'는 3열에서 끝열까지이다. 

 

원 행에서 왼쪽 아래쪽 3x3 행렬 뽑기 

>> C 



C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 C_33=C(2:end, 2:end) 

C_33 = 

     6     7     8 

    10    11    12 

     2     3     4 

 

C 행렬에서 3, 4열을 뽑으려면 

>> C_34c=C(:, 3:4) 

C_34c = 

     3     4 

     7     8 

    11    12 

     3     4 

 

2-3. 콜론(:) 연산자 

':'은 모두 다란 뜻이다. 

 

A 행렬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려면 

>> sum(A(:)) 



ans = 

    21 

 

물론 ':' 연산자를 몰라도 

>> sum(sum(A)) 

ans = 

    21 

로 구할 수는 있다. 평균(mean) 등도 콜론 연산자 없이 전체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구할 수 

없는 것도 많다. 

 

이 경우 가장 좋은 선택은 몽땅을 말하는 ':'을 쓰는 것이다. 

 

':' 연산자는 실제로 행렬을 열벡터로 만든다. 

>> A(:) 

ans = 

     1 

     4 

     2 

     5 

     3 

     6 

 

물론 우리가 익히 알아 왔던 연속적인 수의 선택 개념으로도 사용한다. 

>> E=[1:2:10] 

E = 

     1     3     5     7     9 



 

[1:10] 이면 증감자는 기본설정(default)이 '1'이므로 1, 2, 3, ... 9, 10 이 된다. 

마치 for loop 같다. for (i=1; 2; 10) {     } ... 

 

2-4. 원소 값 알기와 값 바꾸기 

C(2,3)은 C 행렬의 2행 3열의 원소를 말하며 이는 C(10)과 같다. 원소 위치를 한 숫자로 표시하려

면 1열부터 아래로 번호를 붙이고 1열이 끝나면 2열 맨 위(2열 1행)부터 번호를 이어간다. 

C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 C(2,3) 

ans = 

     7 

>> C(10) % 이는 C(:)이면 열벡터가 되고 여기서 (10)이면 열 방향으로 번호가 증가 됨 

ans = 

     7 

 

2-6. 행렬 산술연산 

더하기, 빼기는 행렬 크기가 같으면 같은 위치의 값을 더하고 빼면 된다. 그러나 곱하기와 나누기 

거듭제곱은 그렇지 않다. 점(dot)를 앞에 넣어야 한다. 

스칼라와 행렬 곱셈은 행렬의 각 원소에 스칼라 값을 곱하면 된다. 

두 행렬의 차원이 같으면(즉, 행과 열 수가 같으면) 점곱을 하면 대응하는 원소를 곱한 행렬을 만

든다. 



 

A = 1     2     3 

    4     5     6 

B = 7     8     9 

    4     5     6 

 

>> A*3 

ans = 

     3     6     9 

    12    15    18 

 

>> A_B=A.*B 

A_B = 

     7    16    27 

    16    25    36 

>> A*B 

다음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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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렬 합치기는 수업 중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전에도 조금 했고 이번 과제에도 필요

하므로 다음 이야기(아주 간단한 예)를 듣고 따라 해보도록 한다. 

행렬을 옆에 넣으려면 행 수가 같아야 하고 밑에 넣으려면 열 수가 같아야 한다. 

A = 1     2     3 

    4     5     6 

B = 7     8     9 

    4     5     6 



 

>> AB=[A B]  % A 옆에 B를 놓으려면 행 수가 같아야 한다. 

AB = 

     1     2     3     7     8     9 

     4     5     6     4     5     6 

 

>> AB2=[A; B]  %A 밑에 B를 놓으려면 열 수가 같아야 한다. 

AB2 = 

     1     2     3 

     4     5     6 

     7     8     9 

     4     5     6 

 

♣ 특수 행렬 

zeros(), ones(), diag(), magic(), fliplr(), flipud() 

 

3. 이번 과제를 위한 기초 지식(행렬 합치기와 자료 파일 읽어오기) 

(1) 연습문제 4.3 

전 주 과제에서 나온 thermos.mat 자료 파일을 읽어 여기에 시간 자료 열벡터를 넣는다. 

>> load thermo.mat 

>> t=0:2:24; 

>> thermocouple=[t' thermo] 

thermocouple = 

         0   84.3000   90.0000   86.7000 

    2.0000   86.4000   89.5000   87.6000 



    4.0000   85.2000   88.6000   88.3000 

    6.0000   87.1000   88.9000   85.3000 

    8.0000   83.5000   88.9000   80.3000 

   10.0000   84.8000   90.4000   82.4000 

   12.0000   85.0000   89.3000   83.4000 

   14.0000   85.3000   89.5000   85.4000 

   16.0000   85.3000   88.9000   86.3000 

   18.0000   85.2000   89.1000   85.3000 

   20.0000   82.3000   89.5000   89.0000 

   22.0000   84.7000   89.4000   87.3000 

   24.0000   83.6000   89.8000   87.2000 

 

(2) 연습문제 4.5 

엑셀 파일 읽어오기 : ace.xlsx  ace_data 행렬(변수) 

엘셀자료파일 더블클릭, 또는 자료가져오기 실행, 또는 xlsread 파일명 실행 

 

 xlsread ace.xlsx 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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