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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 전진 

우린 오늘 중간시험에 앞서 전체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 주로 전에 풀었던 과제물과 전 학기 기

출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인 입출력 제어를 조금은 진도를 나

가야 한다. 앞서 누차 강조하듯이 여러 다양한 내용을 엮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매틀랩이나 인생이다)봐야 하기에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은 개략적으로 알아야 한다. 

 

우린 수학이나 프로그래밍에 기초가 매우 부적한 상태임을 알고 찬찬히 천천히 나아가야 하고 배

웠던 것을 반복하는 개념이 옳다고 보지만 진도는 계속 나아가야 하고 단지 아주 중요하고 필수

적인 것만 연습하고 다른 것은 지나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입출력 제어는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미틀랩에서 조금 그 중요성이 완화되었으므로(왜? 외모보단 수학, 공학 문

제를 푸는 실직적인 내용에 더 충실해야 하고, 앞서 우리가 연습한 매틀랩 프로그래밍에서와 같

이 입출력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 몇 가지만 연습하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도록 한다. 

 

1. 입출력 제어 

7.1 입력, 7.2 출력 : input(), disp(), error() 을 입출력 제어 함수로 조금만 연습하고  

7.5 데이터파일 읽고 (쓰기) : load *.mat, xlsread *.xls(x), 2장 매틀랩환경에서부터 연습한 거 

 

(0) 지금까지의 입출력 

>> a=4  // a=4로 입력한다. 다음에 ‘;’이 없기에 출력한다. 

a = 

     4  // a=4 를 출력하였다. 

 



 

명령창에서 변수 값을 넣어 자료를 입력하고 함수를 실행할 때 끝에 ‘;’ 을 붙이지 않아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 [sum1,mul1]=sum_mul(2,3) 

sum1 = 

     5 

mul1 = 

     6 

직접 자료(숫자)를 넣어도 된다(입력) 

 

(1) input( )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input() 는 필수적이다. 자료(숫자, 문자)를 사용자가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틀랩에서는 대화형태로(interactive) 명령창에서 자료를 사용자가 넣을 

수 있기에 덜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유용한 내장함수이다. 

a = input('설명 ... '); 

 

i) 숫자(디폴트) 

>> a=input('입력 자료: ') 



입력 자료: 22 

a = 

    22 

 

(ii) 문자(열) 입력 

a=input('설명 ..' ,'s'); 

>> a=input('Write down your name : ', 's') 

Write down your name : Notae 

a = 

Notae 

 

(iii) 아니면 입력 할 때 '문자(열)'과 같이 단일인용부호(single quotation mark)를 사용한다. 

>> a=input('Write down your name : ') 

Write down your name : 'Notae' 

a = 

Notae 

 

(iv) 벡터/행렬 자료 입력도 가능하다 

>> A=input('Write down many data : ') 

Write down many data : [1 23 4 5; 5 6 7 8] 

A = 

     1    23     4     5 

     5     6     7     8 

 

(2) display(), disp() 



>> display('I love you!') 

I love you! 

>> disp('Do you love me?'); // 끝에 ‘;’이 있어도 출력한다. 출력명령(함수)이기에… 

Do you love me? 

 

>> a=[1 2 3]; 

>> disp(a)   // 행렬도 출력한다. ‘a=’ 이 없다. 

     1     2     3 

>> a    // ‘a=’이 출력된다. 

a = 

     1     2     3 

 

* concatenation(문자열 연결) 

다른 프로그램에선 연결연산자(+, . 등)를 사용하나 매틀랩에선 벡터/행렬을 이용 

[문자열-1, 문자열-2]; 

 

disp( )에서 고정된 문자열과 변수값을 같이 쓰려면 num2str(변수) 사용 

>> a=25; 

>> disp(['I am ', num2str(a), 'years old.'])  

I am 25years old. 

 

(      ) 함수의 입력인자 괄호, [    ] 문자열을 묶는 행렬연산, num2str() 숫자를 문자열로 

 

(3) error() 

disp()와 비슷하게 문자열을 출력하나 빨간색으로 경고를 하며 프로그램 실행을 멈추고 빠져나온

다. 



 

 

(4) load(), load *.mat 

 

 

load( )는 자료 파일이름을 문자열(‘   ‘)로 넣어야 한다. 

*.dat(ascii data) 나 *.csv(콤마로 분리한 자료 파일) 등도 읽어 올 수 있다. 

 

물론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으로도 자료를 읽어 올 수 있다. 

 

 

 



(5) xlsread( ) 

xlsread *.xls(x) 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출력 연습  

다음과 같이 열 별로 결과를 출력할 때 맨 윗줄에 설명을 넣을 수 있다. 

 

 

문자열과 숫자 자료를 같이 넣을 수 있다. 위의 ‘문자열 연결’을 보세요! 

 

 

1. 전 주 과제 연습 

p330 연습문제 6.14를 조금 바꾸어 이번 주 과제로 한다. 

6.14 [문제 6.7]에서는 시간에 따른 로켓 높이를 계산하는 height() 함수를 만들었다. 

h(t) = -9.8/2*t^2 + 125*t +500, 단 t>0 

(익명함수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함수로 한다. 앞 6.7번 문제와 같다) 

 

(a) 함수만들기 

(b) t=0:60 그래프 그리기 

(c) 최대높이와 시간 구하기, max(), fminbnd() 사용 

(d) 땅에 부딪치는 시간 구하기, min(), fzero() 사용 

* 주의할 점 

(1)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호출하는 함수의 함수핸들을 입력인자로 넣어야 한다. 



      그래서 fminbnd()나 fzero() 내장함수에서 우리가 만든 height(t)함수를 호출하려면(즉 실행시키려면) 

       fminbnd(@height, ... )처럼 함수이름 앞에 '@'을 붙여 넣어야 한다. 

 

(2) fminbnd() 내장함수는 function - min - band 로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내장함수로 band 는 구간을 뜻한

다. 즉 일차함수의 독립변수 한 구간 내에서 최소값을 나타내는 독립변수 값을 찾아낸다. 

 

(3) fzero()는 function zero 로 함수가 영이되는 독립변수 값을 구하는 것으로 비선형함수 방정식을 푸는 내

장함수이다. 기본설정은 독립변수 추정값에 가까운(실제는 여기를 근거로 하여 근을 구할 수 있는) 근을 구

한다. 

 

(풀이) 옥타브-온라인에서 

(a) 메일 주소로 등록하여 함수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다. 

 

(b) 

 



 

 

(c) 최대높이와 시간 구하기 

 

 

height_m.m 파일을 다시 만들어 fminbnd() 함수를 써서 최고값과 그 시간을 구한다. 

 

 

(d) 땅에 부딪치는 시간 



 

 

* 참고로 지면 충돌시간의 오차 정도를 알아보려면 충돌시간의 높이를 알아보면 된다. 

 

 

fzero() 함수로 구한 충돌시간은 거의 오차가 없다. 그러나 1 초 시간 간격으로 구한 충돌시간에

서의 로켓 높이는 4.1 m로 지면(높이가 0)과는 차이가 있다. 

 

(옥타브-온라인 사용법) 

먼저 오른쪽 위를 클릭하여 사용자 등록을 한다(메일을 등록하면 스크립트(파일) 사용 가능. 

 

 



 

 

 

 

옥타브-온라인에서 보낸 메일을 찾아 확인하면 로긴이 되고 위와 같이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

는 문서편집기를 볼 수 있다. 

 

3 전 학기 풀기시험 기출문제 풀이 

전체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결과는 ? 

(여기선 생략. 각자 풀어보기를 …) 

 

 

2015-10-30, 곽노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