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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tlab 기초 프로그래밍

3.1 관계 및 논리 연산자

MATLAB은 기본적인 산술 연산 뿐 아니라 관계 연산(relational operation)과

논리 연산(logical operation)을 지원한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연산의 목적은 진리(참/거짓) 문제에 대한 참과 거짓이라는 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관계 및 논리적인 표현식의 입력 값에 대하여, MATLAB은 모든 0 아닌 수를 참

으로, 0은 거짓으로 취급한다. 또한, 모든 관계 및 논리적인 표현의 결과 값으로는 참인

경우 1을, 거짓인 경우 0을 보낸다. 이러한 진리 연산자의 중요한 용도 중 하나로는 진

리 문제의 결과에 바탕을 둔 (대개 M-file안에서) MATLAB command의 실행순서를

제어하는 것이다.

MATLAB 관계 연산자는 같은 크기의 두 개의 배열을 비교하거나 어떤 배열

과 상수를 비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상수는 배열 안의 모든 원소

들과 비교된 후 그 배열과 같은 크기의 배열로 결과를 준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

은 =과 ==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은 두 변수를 비교해서 같은 경우는 1을 그렇

지 않은 경우는 0을 돌려주는 반면, =은 변수에 연산의 결과 값을 할당한다.

관계연산자 의미

<

<=

>

>=

==

~=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 (=로 쓰지 않는다)

같지 않다

예제 1.1 (관계연산자)
>>  A=1:9, B=9-A
A = 
     1    2    3    4    5    6    7    8    9
B =
     8    7    6    5    4    3    2    1    0

>>  tf = A>4          % 4보다 큰 A의 원소들을 찾을 경우
tf =
     0    0    0    0    1    1    1    1    1

>> tf = (A==B)        %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똑같은 경우를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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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 
   0    0    0    0    0    0    0    0    0

>> tf = B-(A>2)    % 관계 연산자의 결과가 0과 1의 수치배열이기 때문에
                   % 수학적인 연산(+, -, ..., etc)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

tf = 
   8    7    5    4    3    2    1    0    -1

이러한 관계 연산자는, 계산 과정에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별도의

연산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3:3]/3에 대하여 함수 sin(x)/x를

계산하려는 경우, 다섯 번째 원소가 0이기 때문에 sin(0)/0은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MATLAB은 결과로서 그 위치에 경고 메시지인 NaN(Not-a-Number)을 보낸다. 하지

만, 0을 특별한 MATLAB 원소 eps(약 2.2e-16)로 바꾸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예제 1.2 (==관계를 이용한 예외의 처리)
>> x = [-3:3]/3
x = 
   -1.0000    -0.6667    -0.3333    0    0.3333    0.6667    1.0000
>> sin(x)./x       % sin(0)/0은 정의되지 않으므로 MATLAB은 그 결과로서 
                   % 5번째 위치에 NaN(Not-a-Number)을 출력한다.
Warning : Divide by zero
ans = 
    0.8415    0.9276    0.9816    NaN    0.9816    0.9276    0.8415

>> x = x + (x==0)*eps;     % x=0인 경우 sin(eps)/eps=1이라는 극한값을 준다. 
>> sin(x)./x
ans = 
    0.8415    0.9276    0.9816    1.0000    0.9816    0.9276    0.8415

특히, 관계 연산자는 불연속점을 가지거나나 다른 함수들로 구성된 함수들을

표현하는 배열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기본 개념은 배열 안에서 유지되기 원하

는 수를 1에 곱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0에 곱하는 것이다. 아래 예제를 보면,

예제 1.3 (관계연산자를 이용한 불연속함수의 생성)
>> x = linspace(0,10,100);   % create data
>> y = sin(x);             % compute sine
>> z = (y>=0).*y           % set negative values of sin(x) to zero
>> z = z + 0.5*(y<0);      % where sin(x) is negative add 1/2
>> z = (x<=8).*z           % set value past x=8 to zero
>> plot(x,z), xlabel('x'), ylabel('z=f(x)'), title('A Discontinuous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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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 연산자로부터 얻어진 논리 값은 AND, OR, NOT과 같은 논리 연

산자를 이용하여 보다 복잡한 경우를 표시할 수 있다.

논리 연산자 의미

&

|

~

AND (논리곱)

OR (논리합)

NOT (부정)

예제 1.4 (논리연산자)
>> A=1:9; B=9-A;

>> tf = A>4
tf = 
    0    0    0    0    1    1    1    1    1

>> tf = ~(A>4)
tf = 
    1    1    1    1    0    0    0    0    0

>> tf = (A>2) & (A<6)
tf = 
    0    0    1    1    1    0    0    0    0

MATLAB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뿐만 아

니라 수많은 관계 함수와 논리 함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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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함수와 논리 함수 (Other Relational and Logical Functions)

xor(x, y) Exclusive OR operation. x와 y 중 하나만 1(참)이면 1을,

x와 y 둘 다 0(거짓)이거나 둘 다 1(참)이면 0을 돌려준다.

any(x) 벡터 x안의 어떤 원소가 0이 아니면 1을 준다.

행렬 x안의 0이 아닌 원소를 가지는 각각의 열에 대해서

1을 돌려준다.

all(x) 벡터 x안의 모든 원소가 0이 아닌 경우에 1을 돌려준다.

행렬 x안의 모두 0 아닌 원소를 가지는 각각의 열에 대해

1을 돌려준다.

또한, MATLAB에서는 특별한 값이나 조건의 존재를 테스트하거나 논리적인

결과 값을 돌려주는 많은 함수들을 제공한다.

원소의 특징을 조사하는 함수들

finite 원소들이 유한할 때 참을 준다

isempty 계수(argument)가 비었을 때(empty) 참을 준다

isglobal 계수가 전체 변수(global variable)일 때 참을 준다.

ishold 현재의 plot hold 상태가 on인 경우 참을 준다

isieee 컴퓨터가 IEEE 산술을 수행할 때 참을 준다

isinf 원소들이 무한값인 경우 참을 준다

isletter 원소들이 알파벳 문자인 경우 참을 준다

isnan 원소들이 NAN인 경우 참을 준다

isreal 계수가 복소수부분(imaginary part)을 가지면 참을 준다

isspace 원소가 빈칸(whitespace character)을 가지면 참을 준다

issparse 계수가 sparse matrix이면 참을 준다

isstr 계수가 문자열(character string)이면 참을 준다

isstudent Student Edition of MATLAB이면 참을 준다

isunix 컴퓨터가 UNIX이면 참을 준다

isvms 컴퓨터가 VMS이면 참을 준다

3.2 NaN과 공행렬

MATLAB에서 NaN(Not-a-Number)와 공행렬(empty matrices)([ ])은, 관계식이나 논

리식에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IEEE 수학적 표준(IEEE

mathematical standards)에 따르면 NaN에 대한 대부분의 연산의 결과는 NaN이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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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NaN을 NaN과 비교하는 경우에도 결과로 거짓을, 즉 0을 돌려준다. 또한

(a~=nan)은 모두 참, 즉 1을 결과로 준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NaN은 서로서로 같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NaN의 성질 때문에 MATLAB은 NaN을 찾기 위한 논리 함

수를 가진다.

예제 2.1 (NaN의 연산)
>> a=[1 2 nan inf nan]  % note, in use, NaN can be lowercase
a =
     1    2    NaN    Inf    NaN
>> b=2*a
b =
     2    4    NaN    Inf    NaN
>> c=sqrt(a)
c =
   1.0000    1.4142     NaN    Inf    NaN

>> d = (a==nan)
d =
   0    0    0    0    0
>> f = (a~=nan)
f =
   1    1    1    1    1
>> g = (a~=a)                    %  NaN은 자기 자신과 다른 유일한 원소이다.
g = 
    0    0    1    0    1
>> g = isnan(a)
g = 
    0    0    1    0    1

>> i=find(isnan(a))               % find indices of NaN
i = 
    3    5
>> a(i)=zeros(size(i))            % changes NaNs in a to zeros
a = 
    1    2    0    Inf    0

MATLAB에서 많은 함수들은 적당한 결과가 없을 경우 zero size를 가지는

공행렬을 되돌려준다. 공행렬은 어떤 공행렬이 아닌 어떠한 행렬이나 상수(scalar)와도

같지 않다.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공행렬과의 비교결과값을 거짓(0)으로 반환하는 경

우와 공행렬( [ ] ) 로 반환하는 경우가 모두 있다. )

예제 2.2 (공행렬의 연산)
>> x=(1:5)-3  % ne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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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    -1    0    1    2
>> y=find(x>2)
y = 
    []
>> isempty(y)
ans = 
      1
>> find(y==0)
ans =
      []

NaNs와 공행렬(empty matrices)의 성질을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현식 a=[1 2 nan inf nan]를 적용한 결과 값

2*a [2 4 NaN ∞ NaN]

(a==nan) [0 0 0 0 0]

(a~=nan) [1 1 1 1 1]

isnan(a) [0 0 1 0 1]

y=find(a==0) y=[]

isempty(y) 1

find(y==0) []

j=find(y~=0) j=[]

y(j) []

(y==0) 0 혹은 [ ]

(y~=0) 1 혹은 [ ]

3.3 조건분기문 : If-Else-End 명령문

우선 가장 간단한 If-End 구조(structures)를 살펴보면,

                   if expression
                       {commands}
                   end

이다. 이때, if와 end사이의 {commands}는 만약 expression의 모든 원소가 참이면 계산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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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1 (조건분기명령문)
>> apples=10;        % number of apples
>> cost=apples*25    % cost of apples
cost =
   250

>>if apples>5       % give 20% discount 
    cost = cost*(1-20/100);
  end

>> cost
cost =
   200

위의 예제처럼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경우 If-Else-End 구조를 사용한다. 두

가지 이상의 경우 If-Else-End 구조는

           if expression
              commands evaluated if expression is True
           else 
              commands evaluated if expression is False
           end

           if expression1 
             commands evaluated if expression1 is True
           elseif …
             ․
           else
             commands evaluated if no other expression is True
           end

이다.

3.4 간단한 For-반복문과 While-반복문

For-반복문(For Loops)은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한 무리의 명령을 반복하게

한다.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순차적으로 더하는 sum= ∑
10

n= 1
n 연산은, 처음 0에다 1

을 더하고, 다음 2를 더하고 하는 동일한 작업을 10번 반복하여 전체 합을 구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주어진 반복변수(loop variable)의 값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명령이 반복

되는 경우에 For Loop은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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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4.1 (For 반복문의 이용)
>> clear
>> sum = 0   % sum=0이 없으면, []+n=[]가 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 for n=1:10
      sum = sum + n;
   end
>> sum 
         55

반복문 안에 다시 반복문을 넣거나 If-조건문을 넣음으로써 보다 복잡한 명령

을 수행할 수 있다. 아래는 이중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예이다.

예제 4.2 (다중 반복문의 이용)
>> A = zeros(9,9);
>> for i = 1:9
     for j = 1:9
        if i>j; A(i,j) = i*j; end
        if j>i; A(i,j) = i+j; end
    end
end
>> A
A =
     0     3     4     5     6     7     8     9    10
     2     0     5     6     7     8     9    10    11
     3     6     0     7     8     9    10    11    12
     4     8    12     0     9    10    11    12    13
     5    10    15    20     0    11    12    13    14
     6    12    18    24    30     0    13    14    15
     7    14    21    28    35    42     0    15    16
     8    16    24    32    40    48    56     0    17
     9    18    27    36    45    54    63    72     0

Matlab에서는 For-반복문 이외에 While-반복문을 제공하고 있다. While-문은

뒤의 expression 조건이 만족되면 commands 명령문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while expression
                      {commands}
                  end 

이 두 명령은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으나 For문은 주로 반복 횟수가 미리 결정된

반복문에 사용하는 반면 While-반복문은 주로 반복 횟수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반복문

에 사용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 1절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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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ATLAB M-화일

MATLAB은 명령어를 prompt에 입력할 때마다, 즉시 그에 대한 실행 결과를

보여 준다. 간단한 문제일 경우, MATLAB prompt에 명령어를 직접 쳐 넣는 것은 빠

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명령어의 수가 증가하면, MATLAB prompt에 이를

일일이 쳐 넣는 것은 지겨운 작업일 것이다. 이런 경우 MATLAB은 유용한 방법을 가

지고 있다. 즉, MATLAB 명령어들을 텍스트 파일(text file)에 입력시켜 놓은 후,

MATLAB에게 그 파일을 열어 명령문들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MATLAB은

텍스트 파일 안의 명령어들을 prompt에 직접 쳐 넣은 것처럼 명령들을 순차적으로 수

행한다. 이러한 파일을 script file 또는 MATLAB M-file라고 부른다. script라는 용

어는 MATLAB이 파일 안에서 발견한 명령을 단순히 따르라는 것을 상징하고, M-file

이라는 용어는, test.m이란 예에서처럼, script file의 이름의 확장자가 m으로 끝나야 됨

을 상징한다.

원래, M-file로부터 읽어진 명령어들은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함

으로써, 필요 없는 출력으로 화면이 가득 차는 것을 막아 준다. 그러나 MATLAB이

수행하는 script 파일의 명령어들을 보고 싶으면, echo on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Command window의 echo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script 파일 안에 있는 명령문들의

끝에 세미콜론(semicolon)을 사용하면, 필요 없는 계산 값의 출력을 줄여, 중요한 결과

값들만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Script M-file을 만들기 위해서는, File menu에서 New를 선택하고 M-file을

택한다. 이런 절차는 문서 편집 창(text editor window)에서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파일을 M-file인 example.m으로 저장하고, MATLAB prompt에 간단히 example

이라고 적어 넣으면 example.m안의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예제 5.1 (MATLAB M-file example.m)
x = linspace(-pi, pi, 80);
y = sin(x);
plot(x,y)

>> example                         % -------- example.m 의 실행

MATLAB이 위의 명령어를 해석할 때, 우선은 현재 example이란 MATLAB 변수

(variable)가 있는지, 또는 이미 만들어진 MATLAB 명령어(command)가 있는지를 알

아본 후, 만약 없으면 MATLAB은 파일 example.m을 열고 그 안에서 찾아지는 명령어

들을 마치 윈도우 prompt에 명령어를 직접 쳐 넣은 것처럼 계산한다. 이때, M-file 안

에 있는 명령어들은 MATLAB workspace 안의 모든 변수들에 접근할(access) 수 있

고, M-file 안에서 생성된 모든 변수들은 workspace의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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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파일은 명령어들을 저장할 때 뿐 만 아니라, MATLAB prompt에 큰

배열을 입력할 때에도 매우 요긴하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큰 배열들을 입력할 때,

text editor의 편집(editing) 기능을 이용하면, 잘못된 배열을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수

정할 부분만을 쉽게 고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런 방법은 자료가 입력된 배열을 추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디스크에 저장할 때도 사용된다. M-file을 만들 때, 유용한

MATLAB 명령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령어 기능 설명

disp(ans)

echo

keyboard

pause

pause(n)

waitforbuttonpress

배열 ans를 변수명 없이 출력함

M-file 안에서 실행 중인 명령어를 보여줌.

Keyboard에서의 입력된 명령어를 실행함

Keyboard가 눌러질 때가지 작업을 멈춤

n 초 동안 실행을 멈춤

Keyboard나 Mouse 입력이 있을 때까지 멈춤

MATLAB은 파일의 이름을 나열하고, M-file을 보고 또는 지우고, 현재의 디

렉토리(directory)나 폴더(folder)를 보여주거나 바꾸게 하는 여러 가지의 파일 관리 명

령어들을 제공한다. 이런 명령어들을 아래의 표로 요약할 수 있다.

명령어 기능 설명

dir, ls

cd, chdir, pwd

cd path, chdir path

what

type test

delete test

which test

현재 작업 위치의 파일이나 폴더를 보여짐

현재 작업 위치를 보여줌

현재 작업 위치를 path로 바꾸어줌

현재 작업 위치에 있는 모든 M-file들을 보여줌

M-file test.m을 명령창에 보여줌

M-file test.m을 삭제함

test라는 명령어에 해당하는 test.m의 위치를 알려줌

MATLAB M-file은 수학적 혹은 논리적으로 정의된 함수를 계산할 때도 유용

하게 사용되어진다. Abs, sqrt와 같은 함수들을 사용할 때, MATLAB 함수 M-파일

(function M-file)은 주어진 입력 값(input)을 사용하여 요구되는 결과 값을 사용자에

게 돌려준다. 이때, 함수는 결과 값을 계산하기 위해 중간에 생성된 변수들은 숨겨진다.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함수의 결과 값뿐이다. 유용한 수학적 함수이나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필요로 하는 논리적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성질들은 함수를 매우 강력한

도구로 만든다. 사용자는 자신만의 함수들을 새로이 만들어 나감으로써, MATLAB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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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 함수 M-파일은 .m이라는 확장자(extension)를 가진 텍스트 파일인

script 파일과 유사하다. script M-file처럼 텍스트 에디터(text editor)로 만든 외부의

텍스트 파일(external text file)이고, .m이라 확장자를 가진다. 단지, 함수 M-file은 명

령어 윈도우(command window)안에 들어갈 수 없고, 함수가 단지 MATLAB의 작업공

간을 지나는 변수들과 그것이 생성하는 결과 변수들을 통해서만 MATLAB의 작업공간

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script 파일과는 다르다. 즉, 함수에서 사용된 중간 변수들

(intermediate variables)은 MATLAB의 작업공간에 변수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아래 함수 fliplr은 MATLAB M-file 함수의 좋은 예이다.

예제 5.2 (MATLAB function-file fliplr.m)
function y = fliplr(x)
%FLIPLR Flip matrix in the lefr/right direction.
%   FLIPLR(X) returns X with row preserved and
%   columns flopped in the lerft/right direction.
%
%   X = 1  2  3 becomes 3  2  1
% 4  5  6 6  5  4
%
%   See also FLIPUD, ROT90.

%   Copyright (c) 1984-93 by The MathWorks, Inc.

[m, n] = size(x);
y = x(:, n:-1:1);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함수 M-file의 첫 번째 줄은 M-file을 함수로써 정의

하고, 그것의 이름과, 입력 변수들과 출력 변수들(input and output variables)의 이름을

분류한다. 다음 %로 시작되는 비실행 명령문들은 help 명령어를 이용할 때 보여지는

주석문들이다. M-file의 나머지 부분은 출력 변수들(output variables)을 생성하는

MATLAB 명령어를 포함한다.

MATLAB 함수에서는 입력 값과 출력 값의 개수를 변화시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입력 변수들의 수는 변수 nargin 안에, 출력 변

수의 수는 변수 nargout 안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함수에게 전달된다. MATLAB 함수

linspace는 nargin을 사용하는 좋은 예이다.

예제 5.3 (MATLAB function-file linspace.m)
function y = linspace(d1, d2, n)
%LINSPACE Linearly spaced vector. 
%  LINSPACE(x1, x2) generates a row vector of 100
%  linearly equally spaced points between x1 and x2. 
%  LINSPACE(x1, x2, N) generates N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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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x1 and x2.
%
%   See also LOGSPACE, :.

%   Copyright (c) 1984-94 by The MathWorks, Inc.

if nargin == 2
   n = 100;
end
y = [d1+(0:n-2)*(d2-d1)/(n-1) d2];

n의 값이 함수 호출시 제공되면, 사용자 제공 값(user-supplied value)이 사용된다. 그

러나 x=linspace(0,pi)에서와 같이 n에 대한 어떤 값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linspace는 n

의 존재를 체크하는 if-else-end 구조를 사용하여 기본(default)값을 100으로 준다. 즉,

입력 변수(input argument)의 개수가(nargin) 2라면, 함수를 호출할 때 x1과 x2 만이

주어지고 n의 값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n의 값이 100으로 자동 설정

된다.

1. 함수 이름과 파일 이름은 동일해야만 한다.

2. 함수 M-file 안의 명령문이 시작되기 전 %로 시작되는 줄들은 사용자가 help를 요

구할 때 돌려주는 주석문들이다. 이때, H1 라인(line)이라고 알려진 제일 처음의

help 라인은 lookfor 명령어에 의해 사용되는 줄이다.

3. 함수들이 가진 모든 변수들은 MATLAB의 작업공간으로부터 분리된다. 함수들이

가진 변수들과 MATLAB 작업공간 사이의 유일한 연결은 대입 변수(input

variables)와 결과 변수들(output variables)이다. 만약 함수가 어떤 대입 변수의

값을 바꾸면, 변화는 함수 안에만 나타나고, MATLAB 작업 공간 안의 변수들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함수가 하나 이상의 결과 변수를 가질 때, 결과 변수들은 대괄호(bracket)안에 묶

인다. 예를 들면, [V, D] = eig(A)에서 결과 값은 V와 D이다.

5. MATLAB은 script M-file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함수 M-file을 찾는다. 예를 들어,

만약 prompt에 cow라고 치면, MATLAB은 먼저 cow를 변수로 생각한다. cow라

는 변수가 없으면 cow라는 함수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없으면, 현재의 디렉

토리나 폴더에서 cow.m이 있는지 체크한다. 그렇지 않으면 MATLAB 상에서

cow.m에 대한 패스를 찾기 위해 모든 디렉토리와 폴더를 체크한다.

6. 처음 MATLAB이 M-file을 실행할 때는 동일한 텍스트 파일을 열고 내부에 있는

명령어들을 컴파일(compile)하며 뒤이어 함수들이 부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실행

을 급속히 진행한다.

MATLAB 함수(function)의 주요 성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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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습문제

#1. 논리배열과 plot(x, f) 명령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

려라.

 










     ≤   

sin 

    ≤   

    ≤   

#2. 소득세는, 아래에 주어진 소득세율 표에 따라, 소득세=소득*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

산한다. 입력된 소득 x에 대하여, 소득세 y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소득(만원) 세율 누진공제액(만원)

1,200이하 6% 0

4,600이하 15% 108

8,800이하 24% 522

15,000이하 35% 1,490

15,000초과 38% 1,940

#3.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 sn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4. 3번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1의 배수들(모든 수)의 합을 sn(1)에, 2의 배수들의 합을

sn(2)에, 3의 배수들의 합을 sn(3)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Hint: MATLAB

에서 i가 k의 배수인가는 if rem(i,k)==0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f 1=1, f 2=2을 초기 값으로 하고, 점화식 f n + 2= f n + 1+f n , n≥1에 의해 정

의된 피보나치 수열의 15번째 항까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6. 다음과 같이 주어진 수열  ×


 ⋯    


에 대하여,

m번째 항까지의 합 fsum(m)을 구하는 Matlab 함수 file fsum.m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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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factorial은

0! = 1, n! = n * (n-1)! for n>0

와 같이 정의된다. 재귀적(recursive) 프로그램 기법을 이용하여, n!을 구하는 Matlab

함수 factor(n)을 작성하여라.

#8. 이중계승(double factorial) n!!은

1!! = 1, 2!! = 2, n!! = n * (n-2)!! for n>2

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재귀적(recursive) 프로그램 기법을 이용하여, n!!을 구하는

Matlab 함수 Dfactor(n)을 작성하여라.

#9. f(1)=1, f(2)=2를 초기 값으로 하고, 점화식 f(n+2)=f(n+1)+f(n), n>0으로 정의된 피보나

치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는 계산하는 Matlab 함수 fibo(n)을 작성하여라.

#10. 위 문제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f(n)이 주어진 limit 값보다 클 때까지만 프로그램

을 수행하도록 수정하여라.

#11.     의 근을 구하는 뉴튼 방법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 

 
  


  

이를 이용하여 p와 m에 대하여   에서 시작하여 을 계산하는 Matlab 함수

newtonsq(p, m)을 작성하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