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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 주에 한 사용자정의함수(user defined function)을 복습하고 과제도 단 한 문제만 풀어

본다.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 전에 배운 것들을 다시 익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전 주 과제물을 봤는데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이 있다. 문제를 알고 풀이와 답이 틀리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다. 풀이와 답을 틀릴 수 있지만 문제는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인생을 가끔 논하지만 인생에서 중

요한 일은 문제를 정확히 아는 일이다. 넘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 풀지 못할지라도 … 또 정해진 방법이 아니

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온 학생도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 주어진 방식으로 풀고 더해서 다른 방식

으로 풀었다면 모를까? 주어진 방식을 연습하는 시간에 다른 방식을 연습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나중

에 다른 방식을 또 나온다. 그 것 그 때가서 연습해야 한다. 

 

1. 사용자 정의 함수 복습 

건설회사 예를 들었다. 연약지반이라서 파일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회사에서 파일 공사에 필요

한 모든 인원(설계, 시공 등)과 장비를 갖추는 것은 회사 규모나 여러 조건에 따라 좋고 나쁨이 

정해지겠지만 우리는 자회사나 외주 회사에서 파일 공사하도록 하였다. 그럼 그 파일 공사 회사

는 사용자정의함수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 사용자정의함수를 만들어 필요

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직경 얼마에 길이 얼마짜리 강관 파일 몇 개를 어디에 어떻게 밖는가?하

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함수에는 (  ) 가 나오고 그 안에 입력인자가 주어진다. 입력인자는 함수에

게 일을 시키기 위한 정보인 것이다. 다음에 출력인자가 필요하다. 파일 회사에 일을 시키고 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다음에 사용자정의함수 형식을 보자. 

function 출력인자 = 함수_이름( 입력인자1, 입력인자2 … ) 

여려 명령문 

end 

 

처음에 나오는 function 은 다음부터 사용자정의함수가 시작됨을 알리는(선언하는) 표시이다. 이는 

함수 끝의 end와 짝을 이룬다. 함수 안에 함수가 있고 려러 명령문 안에 함수가 들어 있는 경우

가 많기에 꼭 ‘end’를 넣도록 한다. 

 



2.  숫자 2개를 받아 이의 합과 곱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1) 함수 만들기 

 

 

전 주에 배운 데로 함수이름.m 파일명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그냥 저장하면 된다. 아무튼 함수이

름과 파일이름이 같아야 나주에 함수를 실행할 때 제대로 실행이 된다. 명령창에서 쓴 함수이름

을 자기고 같은 이름의 파일을 찾아 그 함수를 실행시키기 때문이다. 

 

또 함수를 만들면서 중요한 일은 입력입자가 숫자 하나가 아이라 숫자들의 묶음인 행렬이나 벡터

인 경우를 고려해서(대부분은 행렬이나 벡터임) 이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 

간단한 것은 행렬 간의 곱셈, 나눗셈과 행렬의 거듭제곱(이건 행령들의 곱셈이다) 연산에서 꼭 ‘.’

을 넣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x1*x2 로 했기에 입력 값이 하나씩이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값의 

묶음(행렬, 벡터)으로 하면 오류가 날 것이다. 

 

(2) 함수 실행 

자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여 두 숫자의 합과 곱을 구해보자. 가장 쉬운 방법은 명령창에서 함수 

이름을 부르고 ( ) 안에 입력인자를 넣어주는 것이다. 

>> [y1 y2]=sum_mul(2,3) 

y1 = 

     5 



y2 = 

     6 

이제 행벡터를 입력인자로 해보자. 

 

 

(3) 함수 정정(행렬 처리하게끔) 

오류가 난다. 함수 안의 연산방식이 잘못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 다시 실행해 보자. 

 

 

이제 잘 돌아간다. 

물론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선언하여 이를 입력인자로 하여도 결과는 같다. 

>> x1=[1,2,3]; x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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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1 = 

     3     6     9 

y2 = 

     2     8    18 



(4) 도움말(주석문) 넣기 

함수 선언문 다음 줄에 있는 주석문은 도움말로 표시된다(help 함수이름 할 때 표시된다). 

 

 

다른 함수에도 이러한 도움말을 넣었기에 나중에 ‘help’ 를 써서 어떤 함수의 기능이나 사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3. 전 주 과제 연습 

교재에 나온 문제와 선생이 알려준 문제가 조금 다르다(문제는 같지만 배우지 않은 방식을 피하

고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하나는 문제를 잘못 해석하여 …). 

 

3-1. 복리계산 함수 

월 이자를 가지고 몇 년 후의 원리금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린 월 이자 대신에 연 이자로 하였다.

주의할 것은 년 5% 면 5/100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입력 값은 5로 하고 함수 내에서 5/100 으

로 계산해줘야 한다. 

 

함수는 다음과 같다. 

function fp=future_value(pv,i,n) 

fp=pv*(1+i)^n; 

end 

 

행렬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계산식을 손 봐야 한다. ‘^’ 앞에는 무조건 ‘.’이 들어가고 ‘*’ 곱하기는 

봐야 하는데 pv가 행렬(벡터)이고 i 도 행렬(벡터)이면 ‘.*’으로 점을 넣어야 한다. 즉, 원금 만원에 

이자가 연5%, 원금 5만원이면 연 4.5% 이런 식이면 그렇다. 



(2) 실행하기 

연이자 7%로 만원을 빌리면 10년 후에 얼마를 갚아야 하나? 

 

 

원금의 두 배를 갚아야 한다. 진화론에서 나오는 복리 이론을 조금 언급하였다. 이 세상에서 복리

가 가장 무서운 것으로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아주 조금만 바꾸어도(이건 복리이자) 세월이 지

나면(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야 한다) 여러분은 아주 전혀 다른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 fv=future_value([10000,20000,50000],[7,6,5]/100,10) 

fv = 

   1.0e+04 * 

    1.9672    3.5817    8.1445 

벡터를 넣어 처리한 결과이다. 만원이면 7%, 이만원에는 6%, 오만원에는 5%의 이자를 적용하였

다. 

 

>> fv=future_value([10000,20000,50000],[7,6,5]/100,[10,8,7]) 

fv = 

   1.0e+04 * 

    1.9672    3.1877    7.0355 

입력인자 모두를 벡터로 하여도 이 함수를 잘 처리하여 결과를 출력하였다. 

 

3-2. 세 물질의 몰 수 구하기(1~10g) 



벤젠과 에틸알코올, 그리고 냉각제가 있다. 이들의 분자량은 각각 78.114 g/mole, 46.07 g/mole, 

102.3 g/mole 이다. 

 

 

 

먼저 벤젠이 1 ~ 10 g 이면 이들의 몰 수는 각각 0.0128 ~ 0.128 몰이 된다. 

다음에는 에틸알콜과 냉각제도 차례로 구해보자 

>> m_n = nmole(m,MW(2)) 

m_n = 

  열 1 ~ 6 

    0.0217    0.0434    0.0651    0.0868    0.1085    0.1302 

  열 7 ~ 10 

    0.1519    0.1736    0.1954    0.2171 

 

>> r_n = nmole(m,MW(3)) 

r_n = 

  열 1 ~ 6 

    0.0098    0.0196    0.0293    0.0391    0.0489    0.0587 

  열 7 ~ 10 



    0.0684    0.0782    0.0880    0.0978 

 

3-3. 로켓 날리기 문제 

지면 위 500m 절벽 위에서 바로 위로 로켓을 쏘아 올렸다. 지구 중력으로 로켓을 최고 높이에 

도달한 후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로켓의 높이는 오직 시간에 따른 함수이고 그 식은 다음과 같

다. h(t) = -9.8/2*t^2+125*t+500 이다. 

 

(a) 함수 만들기 

 

 

(b) 0.5초 간격으로 0초에서 30초까지 시간에 따른 로켓 높이를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오류가 나므로 함수 식은 다음과 같이 바꾸고 

h=-9.8/2*t.^2+125*t+500; 

 

>> %(b) 

>> t=0:0.5:30; 

>> h=height(t); 

>> plot(t,h) 



 

 

(c) 원 문제는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최고높이 시간을 구하는 것이

다. 그러나 다음 문제에서 말하는 땅에 떨어지기 직전 시간을 구하는 문제로 잘못 이해하여 

[a,b]=min(abs(h)); t(b)로 이 문제 푸는 법을 수업 중에 알려주었다. 

그래서 최대높이 시간을 구해도 좋고 수업 중에 한대로(바로 다음 문제와 같이) 로켓 높이가 ‘0’이 

되는 시간(조금 다를 수 있지만)을 구해도 좋다. 

 

* 최대높이 시간 

출력인자를 두 개로 하려 구한 최대값 순번(index no.)를 써서 최대높이 시간을 구한다. 

>> [maxh,maxh_i]=max(h); 

>> maxh_t=t(maxh_i) 

maxh_t = 

    13 

즉 로켓이 최대높이에 올랐을 때 시간은 13초이다. 물론 시간 간격이 0.5초 이므로 최대 0.5초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 땅에 부딪치기 직전 시간 



앞서 말한 데로 이것은 비선형 방정식 풀이로 보아 높이가 ‘0’인(영에 가장 가까운) 시간을 구한다. 

>> [abs_minh,abs_minh_i]=min(abs(h)); 

>> abs_minh_t=t(abs_minh_i) 

abs_minh_t = 

    29 

즉, 로켓의 절대값 높이 최소가 되는 시간은 여기서는 29초이다.  

 

>> hh=h([abs_minh_i-1,abs_minh_i,abs_minh_i+1]) 

hh = 

   82.4750    4.1000  -76.7250 

 

절대값 최소 순번과 그 앞, 뒤의 높이를 알아보면 우리가 구한 시간이 로켓이 땅에 부딪치기 바

로 전의 시간이며 또한 로켓 높이가 ‘0’에 가장 가까운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참고용으로 시간에 따른 로켓 높이의 절대값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 땅에 부딪치기 직전 시간 구하기 2 

8장에서 배울 관계연산자를 여기에서 사용해봅니다. (3>2) 면 ‘True’이고 ‘1’ 이 반환됩니다. (5==6)

이면 5와 6이 같지 않으므로 ‘False’ 즉 ‘0’ 값이 반환됩니다. 일반적으로 C/C++과 자바 같은 프로

그램언어에선 (숫자)자료를 하나씩 비교하고 반환값을 하나씩 돌려줍니다. 그러나 매틀랩에선 행

렬/벡터와 같은 숫자자료 묶음을 한꺼번에 처리(비교)하고 그 결과값을 행렬/벡터로 한번에 다 돌

려줍니다. 이를 이용하는 풀이입니다. 

>> 3>2 

ans = 

     1 

>> 5==6 

ans = 

     0 

>> h>=0 

ans = 

  열 1 ~ 11 

     1     1     1     1     1     1     1     1     1     1     1 

  열 12 ~ 22 

     1     1     1     1     1     1     1     1     1     1     1 

  열 23 ~ 33 

     1     1     1     1     1     1     1     1     1     1     1 

  열 34 ~ 44 

     1     1     1     1     1     1     1     1     1     1     1 

  열 45 ~ 55 

     1     1     1     1     1     1     1     1     1     1     1 

  열 56 ~ 61 

     1     1     1     1     0     0 



 

이와 같이 [1 1 1 … 1 1 0 0] 행벡터가 반환됩니다. 즉, 끝에서 3번째 값이 땅에 부딪치기 바로 전

의 값(여기선 높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곱하고 가장 큰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 [a,b]=max((h<=0).*t); 

>> t(b) 

ans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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