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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장 논리구조까지 가야 기초적인, 기본적인,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을 생각할 수 있고 매틀랩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10장 (수학)행렬 연산이 있기에 이것도 조금 봐야 한다. 

그러나 수업 진도 나가는 데 한계가 있고 어려운 것 보다 쉬운 기초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소 진도는 나가는 데 범위를 줄여 기초, 기본, 핵심, 

꼭 필요한 부분만 건드리도록 한다. 이를 조금 설명하면 … 

 

주제 우리가 연습한(할) 것 맘 아프지만 지나친(칠) 것 

1장 개요   

2장 환경 Layout, 변수 저장,  

*.mat, *.xlsx 읽어오기 

 

3장 내장 함수 Max, min, mean, median, sort, 

sortrows, flipud, fliplr 

대부분의 내장 함수 

4장 행렬 다루기 행렬입력, 기본연산, 뽑기, 합치

기, 전치,  

 

5장 그래프 그리기 Plot() 다중 그래프, Log 그래프 등  

6장 사용자정의 함수 Function out=f_name(inputs) 

% 설명문(help 하면 보여짐) 

스크립트  

end 

Meshgrid(), 익명함수 

7장 입출력 Disp() Fprintf() 

8장 논리함수, 조건문 Find(), if  

9장 반복문 for While, switch case 

10장 행렬 연산 수학행렬 연산, 연립방정식 Vector 내적, 외적 

 

 

1. 전 주 행렬 다루기 과제 

수업 잘 듣기, 교재 잘 읽어보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과제(단 3문제, 그 중 하나는 수

업 중에 풀어주고)를 스스로 풀어보는 것이다. 우리 수업의 핵심이다. 모르면 모를수록 시간을 많



이 투자하여 이리저리 고민하고 책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가장 좋은 것은 실제 매

틀랩으로 이리저리 연습해 보는 것이다. 하다 안되면 냅두고, 쉬었다 다시 생각해보고 …  어떻게 

하든 한다는 의지가 중요. 매틀랩이 아니라 인생이 이러하다고 감히 강조한다. 모른다 안된다 배

우지 않았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행렬다루기 과제에선 (1) *.mat 자료 파일을 읽어와서 최대, 최소값 구하기와, (2) *.xlsx 엑셀 자료 

파일을 읽어와서 최대값, 평균, 중앙값 구하기와 어떤 값을 기준으로 올림차 순으로 정렬하기가 

있고 끝으로 (3) 마방진을 만들어 열별, 행별, 대각선 별로 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4장 행렬다루기 

연습용이다. 

이는 2장 환경에서 다룬(연습을 제대로 하진 않았기에 이제 연습해 보는) 변수를 자료 파일로 저

장하고 읽어오기를 연습하고 3장 내장함수도 연습하고 4장 행렬다루기에서 나온 행렬 합치기, 뽑

기 등을 연습하는 문제로 우리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적으므로(단 3문제, 여러분은 더 많은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또 연습해야 하는 데 …) 이 것을 달달달 숙달되지 않으면 아주 큰일입니다. 

 

연습문제 4.3 

온도표는 [시간, 온도 1, 온도 2, 온도 3] 

(a) 0에서 24시싸지 2시간씩 증가하는 times 란 열벡터를 만들어라. 

times = 0:2:24; 

 

(b) 온도 자료가 저장된 thermo.mat 파일을 불러온다. 

먼저 thermos.mat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디렉토리)에 있는 이 파일을 현재폴더로 옮긴다. 그러면 매틀랩 현재폴더창

에서 thermos.mat’ 파일이 보인다. 

멸령창에서 load thermo(.mat) 또는 load(‘thermo.mat’) 하여 읽어온다. 이제 작업공간창에서 

thermos 변수(행렬)이 보이게 된다. 

 

다른 방법으론 자료가져오기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디렉토리(현재폴더에 있으면 거기서)로 가서 읽

어온다. 

 



(c) 앞에서 만든 time 벡터와 thermo 행렬을 합쳐서 문제에 맞는 온도표를 만든다. 

thermocouple = [times, thermos] 

 

(d) max(), min() 함수를 사용하여 열 최대값과 이 때의 시간을 구하라, 또 최소값과 시간을 구하라 

[maxT, maxT_i]=max(thermocouple(:,2:end)) %첫번째 열은 시간이므로 최대값을 구하지 않는다 

[times(maxT_i), maxT’]   %최대값 순번으로 최대온도 시간을 알아낸다 

     %최대온도은 행벡터이므로 전치해서 열벡터로 

 

(풀이 예) 

 

 

최소값도 위와 같이 하면 됩니다. 

 

연습문제 4.4 

미국국립해양기상청에서 만든 1950~2012년까지의 허리케인 자료가 엑셀 파일로 제공된다. 이를 

읽고 다음에 물음에 답하라 

 

(a) ace.xlsx 파일 읽어와서 ace_data 이름의 행렬을 만든다. 

ace_data = xlsread(‘ace.xlsx’) 



(b) 행렬의 각 열을 다음과 같은 별도의 열벡터로 만든다. 

year, ace, tropical_storms, hurricanes, major_hurricanes 

(ACE 는 열대성 저기압의 강도, tropical_storms 는 열대성 폭풍, hurricanes 는 허리케인 태풍, 

major_hurricanes 는 아주 강한 허리케인을 말한다.) 

 

years=ace_data(:,1);  

ace=ace_data(:,2); 

tropical_storms=ace_data(:,3); 

hurricanes=ace_data(:,4);  

major_hurricanes=ace_data(:,5); 

 

(c) max() 함수를 써서 다음 값이 최대인 연도를 구하라. 

ACE, 열대성폭풍의 년 발생 개수, 허리케인 발생 개수, 강한 허리케인 발생 개수 

 

[maxACE, maxACE_i]=max(ace); 

maxACE_year=years(maxACE_i) 

[a, b]=max(tropical_storms); 

maxTropicalStorm_year=years(b) 

[a, b]=max(hurricanes); 

maxHurricanes_year=years(b) 

[a, b]=max(major_hurricanes); 

maxMajorHurricanes_year=years(b) 

 

(d) 행렬의 각 열에 대한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라 

mean_ACE_etc=mean(ace_data(:,2:end)) 

median_ACE_etc=median(ace_data(:,2:end)) 



 

(e) sortrows() 함수를 사용하여 ace_data 행렬 원소를 ACE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라. 

sortrows(ace_data,2) 하면 ACE(2 열에 있음) 기준으로 정렬되는데 올림차순으로 밖에 되지 않음. 

따라서 flipud()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4.10 크기가 6x6 인 마방진 행렬을 만들고 

(a) 각 행의 합을 구하고 

(b) 각 열의 합을 구하고 

(c) 끝으로 각 대각선의 합을 구하라 

(풀이 생략) 

 

 

2. 사용자 정의 함수 

기성복과 맞춤복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아무리 기성복이 많아도 내 몸(그 때 그 환경과 각 개인

에 따른)에 딱 맞는 옷은 맞춤복이 제일이다. 물론 제대로 만든 맞춤복이여 하지만 … 

 

y = sin(x), 0<=x<=3 의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어 보면서 그래프 그리

기도 함께 맛보도록 한다. 

 

매틀랩 함수는 수학 함수와 프로그래밍 함수 특징(겉과 속)을 모두 갖추고 있어 조금 어려울 수 

있다(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매틀랩 사용자정의 함수는 여러 개의 스크립트 모음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이 문서 편집창

에서 만들어 파일(확장자는 m)로 저장하여 사용하므로 M 파일(엠파일)로 부른다. 엠파일에는 단

순한 스크립트 모임인 엠파일과 함수 엠파일이 있다. 

 

이제부터 사인 그래프 그리기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과정(방법)을 살펴본다. 



(1) 문서편집창 열기 

새로만들기 매뉴를 클릭하여 편집기 창을 새로 띄운다. 

 

 

(2) 문서편집기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한다. 

1) function 이라고 써서 함수를 먼저 선언한다. 

2) 출력인자(변수)를 쓰고 

3) 수학함수 모양( y = f(x) )처럼 ‘=’을 넣는다. 

4) 함수 이름을 넣는다. 이는 변수 규칙에 따른다(영문자 + 영문자, 숫자, 언더바). 

5) (  )를 꼭 만들어 넣고 안에 입력인자(변수)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다(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입력과 출력인자는 행렬(벡터)가 될 수 있고 이러면 많은 자료를 한번에 처리하게 된다. 특히 출

력인자는 하나 밖에 쓸 수 없어 여러 개의 출력 값이 필요한 경우는 행렬(벡터)로 하면 된다. 

6) 함수 선언문 다음 줄에 나오는 ‘%’는 주석문(설명문)이지만 도움말 사용 시 보여주는 문장도 

된다. 

7) 여러 개 스크립트가 나오고(함수 목적/기능에 맞게) 

8) 마지막으로 ‘end’로 함수 끝임을 알린다. 없어도 동작하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 꼭 넣도록 한

다. 



 

 

(3) 그래프 그리기를 목적/기능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본다. 

1) % 사인 그래프 그리기, 주석문(설명문) 한 줄을 넣었다. 

주석문은 프로그램/스크립트에선 실행되지 않고 개발자가 추후 프로그램/스크립트 내용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추가로 적어 넣는 스크립트이다. 나중에 help sin_graph 하면 이 주석문은 보여

지게 된다. 

2) y=sin(x); 스크립트는 입력인자(변수)에 대한 출력인자(변수)를 계산해 낸다. 간단하게 내장함수 

하나를 사용했지만 실제는 여러 단계, 과정, 방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출력값을 구했기에 스크립

트 끝에 ‘;’을 꼭 넣어 두 번 출력이 되지 않게 한다. 

3) plot(x,y) 는 그래프 그리는 (내장)함수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그래프 그리기는 넘어간다. 물론 

옵션(색, 선 표기 등)은 교재나 전 학기 강의요약을 참고한다. 

 

(4) 엠파일로 저장 

저장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파일 자동으로 함수이름.m 파일로 현재폴더에 저장

된다. 

 



주의 할 것은 저장된 파일을 불러 함수이름을 고친 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꼭 파일 이

름도 바뀐 함수 이름과 같게 만들어야 한다. 

 

(5) 함수 실행하기 

함수는 그냥 실행하면 안되고 명령창이나 다른 스크립트에서 함수 이름을 불러주고 입력인자도 

넣어야 한다. 출력인자가 필요하면 출력인자도 넣어야 한다. 

 

1) 명령창에서 x 값을 넣어준다. 여기선 x=0:0.5:3; 으로 x=[0, 0.5, 1. 1.5, 2, 2.5, 3]의 7개 원소를 갖

는 행렬(정확히는 행벡터)를 만들어 이 값들을 한번에 넣어준다. 매틀랩은 행렬(숫자 자료 묶음)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만든 것을 다시 기억하다. 

2) ‘출력인자=함수이름(입력인자)’를 명령창에 넣어 실행한다. 

y=sin_graph(x) 

 

y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사인 그래프도 그려지고… 

 

 

(6) 그래프가 부드럽지 못하므로 ‘x’ 값을 더 세분화하여 넣어보자 

x=0:0.1:3; 

y=sin_graph(x); 



 

그래프가 부드러워졌다. 

 

plot(x,y, ‘-^r’) 로 그래프를 조금 바꿀 수 있다. 교재나 전 강의요약을 참조하세요. 

 

 

r red, b blue, k black 등이고 ^ 삼각형, v 는 역삼각형, s 는 사각형 등이다. – 실선, : 점선 등이다. 

 

다시 2장 매틀랩 환경 이야기로 돌아가면 

말한대로 2장에서 매틀랩 창을 이야기하면서 우린 명령창, 현재폴더창, 그리고 작업공간창의 3개 

창을 기본으로 말했다. 레이아웃에서 2열이면 [[현재폴더창; 작업공간창], 명령창]으로, 3열이면 [현

재폴더창; 명령창; 작업공간창]으로 되었다. 이제 문서편집창과 그래픽 창이 추가되었다. 

문서편집창은 스크립트 엠파일(함수 포함)을 작성, 저장, 수정하기 위한 편집기이다. 그래픽창은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한 별도의 창이다. 



 

(7) 0 <=x <=3 범위에서 y=sin(x)의 최대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1) sin_graph 를 더블클릭하여 문서편집에서 불러들이고 

2) 출력인자를 y 최대값과 그 때의 x 값 두 개로 한다. [maxy, maxy-x]= 

3) 함수 이름을 sin_max로 바꾸고 다른 이름(sin_max)으로 저장한다. 다음부턴 그냥 저장하면 된

다. 

4)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maxy, maxy_i]=max(y); 를 추가하고 

5) 그 때의 x 값을 구하기 위해 maxy_x=x(maxy_i);를 추가한다. 

 

 

 

(8) 사인 함수 최대값은 1.0이고 그 때 x 값은 pi/2=1.5708 이다. 따라서 위 최대값은 오차가 크

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려면 x 간격을 더 줄이면 된다. 사인 함수와 같은 삼각함수에서는 간격을 

pi/64 등으로 사용하면 (더) 정확한 출력 값을 얻을 수 있다. 

 



(9) 출력인자 값이 두 개인 경우를 연습한 것이다. 다르게 하려면 

 

 

마무리는 다음으로 ,,, 

 

2015-10-17, 곽노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