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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tlab 응용 프로그래밍

6.1 흐름제어문 : For와 While 반복문

Matlab은 반복되는 명령의 수행을 위하여 For-반복문과 While-반복문을 제공

하고 있다. For-반복문(For Loops)은 주로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한 무리의 명령을 반

복하게 하는 경우 사용된다. For-반복문의 일반적인 형태는

                    for x = loop array
                        {commands}
                    end 

이고, for와 end 사이에 있는 {commands}는 array 안의 모든 열(column)에 대해서 한

번씩 수행된다. n=1:10이라는 문장은 표준 MATLAB 배열 문장이다. 이 뿐 만 아니라

다른 MATLAB에서 유효한 문장 역시 For Loop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For-loop

은 loop array의 열의 수만큼 반복되며, loop변수(loop variable) n을 재 할당하는 것에

의해 종료될 수 없다.

예제 1.1 (For 반복변수의 이용)
>> data=[3  9  45  6;  7  16  -1  5]
data =
     3    9    45    6
     7   16    -1    5
>> for n=data
     x=n(1)-n(2)
   end
x =
     -4
x =
     -7
x =
     46
x =
     1

>> for n=1:10
     x(n)=sin(n*pi/10);
     n=10;
   end
>> x
x =
   Columns 1 throug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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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90    0.5878    0.8090    0.9511    1.0000    0.9511    0.8090
   Columns 8 through 10
     0.5878    0.3090    0.0000

For-Loop은 시작하는 시점에서 명령문의 반복회수가 loop variable의 열의 수

만큼 정해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시작할 때 주어진 명령어가 몇 번 반복할지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While-Loop이다. While Loop의

일반적인 형태는

                  while expression
                      {commands}
                  end 

이다. 이 때 while과 end 사이에 있는 {commands}는 expression이 참(즉 0이 아닌 값)

이면 계속해서 명령문을 수행된다. 대개 expression의 계산은 수(scalar)가 결과 값으로

주어지지만, 배열(array)을 결과로 줄 수도 있다. 배열의 경우, 결과로 주어지는 배열의

모든 원소(elements)가 참이어야 한다. 이러한 While-Loop는 고정된 횟수만큼 수행되

는 For Loop와는 다르게 정해지지 않은 횟수만큼 명령문을 수행할 수 있다. 아래의 예

제에서는 MATLAB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EPS를 구한다.

예제 1.2 (While 반복문의 이용)
>> num=0; EPS=1;
>> while (1+EPS) > 1
     EPS=EPS/2;
     num=num+1;
   end

>> num 
num = 
     53
>> EPS=2*EPS
EPS = 
    2.2204e-16

여기서 대문자 EPS는 MATLAB의 가장 작은 수를 표시하는 eps와 다르다.

EPS는 1부터 시작하여 (1+EPS)가 1보다 크면 While Loop 안의 명령들을 계산한다.

EPS가 계속 2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EPS는 결국 1에 EPS를 더한 것이 1보다 크지 않

게 되는 매우 작은 수가 된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고정된

자릿수(fixed digits)를 사용하기 때문에 16자리(16 digits)를 쓰는 MATLAB에서 결국

EPS가 10-ⁿ(n=16)에 가까워 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1+EPS) >1은 거짓이

되고 While Loop는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EPS는 2가 곱해지는데 왜냐하면 2에 의해

마지막으로 나뉘어진 것이 인수(factor)에 의해 너무 작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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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는 For-반복문과 If-Else-End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예제 1.2와 동일한 연산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제 1.3 (For와 If를 이용하여 While문 대치하기)
>> EPS=1;                    % EPS를 수렴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준다.

>> for num=1:1000
     EPS=EPS/2;
     if (1+EPS)<=1
        EPS=EPS*2
        break                % break는 loop를 빠져나가라는 명령문이다.
     end
   end

EPS =
    2.2204e-16

>> num
num =
     53

Loop의 이용할 때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면, 아래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는 For-Loop에 대한 경우를 제시하였으나 While문의 경우도 이와 유사

하다.

A. For, While Loop는 원한다면 여러 번 겹쳐 쓸 수 있다.

예제 1.4 (반복문의 다중 이용)
>> for n=1:5
     for m=5:-1:1
        A(n,m)=n^2+m^2;
     end
   end
>> A
A =
     2     5    10    17    26
     5     8    13    20    29
    10    13    18    25    34
    17    20    25    32    41
    26    29    34    4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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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속도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초기화 작업을 하여 준다. 예를 들어, For While Loop

가 수행되기 전에 배열들은 미리 할당되어 있어야 한다. 아래 예제에서는 동일한 작업

을 수행하는 두 가지 MATLAB 명령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의 경우 For Loop안의

명령(commands)이 매번 수행될 때마다 변수 x의 크기는 하나씩 증가된다. 이것은

MATLAB에게 loop가 수행되는 매 회마다 메모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를 제거하기 위해 예제의 두 번째처럼 미리 메모리를 할

당해두면 단지 x(n)이라는 벡터의 값만 바뀌는 것이므로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

예제 1.5 (반복문의 초기화)
>> clear
>> for n=1:10                         % 배열의 크기가 자동으로 1씩 증가한다.
    x(n) = sin(n*pi/10);
   end

>> x=zeros(1,10);                     % 변수 x를 위한 공간을 미리 할당한다.
>> for n=1:10
        x(n)=sin(n*pi/10);
   end
>> n, x            % n이 1부터 10까지, 마지막 end문에 이를 때까지 계산한다.
n = 
      10
x =
   Columns 1 through 7
     0.3090    0.5878    0.8090    0.9511    1.0000    0.9511    0.8090
   Columns 8 through 10
     0.5878    0.3090    0.0000

C. Loops는, 동일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배열이용방법(array approach)이 존재하면 loops

를 사용치 않아야 한다. 특히 For-Loop는 많은 경우 배열이용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

로 배열을 이용한 방법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쪽 방법 모두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내지만, 후자가 더 빠를 뿐 아니라 훨씬 더 직관적이고 타이핑도 적다.

예제 1.6 (Loop 이용법 보다 효율적인 배열 이용법)
>> n=1:10;
>> x=sin(n*pi/10)
x =
Columns 1 through 7
    0.3090    0.5878    0.8090    0.9511    1.0000    0.9511    0.8090
Columns 8 through 10
    0.5878    0.309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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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문자열 만들기

Label과 그래프(plots)의 제목(title) 등에 글자를 넣기 위해서, MATLAB에서

는 문자열(character string)을 이용한다.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자들을 ‘(single

quote marks)에 둘러싸면 된다. MATLAB에서의 문자열은 문자열 표식(character

string representation)으로 나타내지는 ASCII 값의 단순한 수치적 배열이다. 즉, 문자열

안의 각각의 문자는 배열 안의 하나의 원소가 된다. 이때, 문자열의 용량(storage of

character string)은 다른 MATLAB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문자당 8 바이트(8 bytes per

character)를 요구한다. ASCII 문자들은 단지 1 바이트만 요구함으로, 이 요구되는 용

량은 배정된 용량의 7/8이 사용되지 않는 낭비를 보인다. 그러나, 문자열에서 똑같은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MATLAB의 내부 데이터 구조를 단순화한다.

예제 2.1 (단순 문자열)
>> x=-pi:.1:pi; y = sin(x); plot(x, y)
>> title('sin(x)'), xlabel('x'), ylabel('y')

>> t=’How about this character string?'
t =
How about this character string?
>> size(t)
ans =
      1  32

>> v=’I can''t find the manual!'   % 문자열 안의 작은따옴표(single quote)는
                                   % ’를 두 번 연속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낸다
v =
I can't find the manual!

문자열에 관한 기초적인 ASCII 표현(ASCII representation)을 보기 위해서, 아

래 예제들에서와 같이 간단한 산술 연산자로서 배열의 절대값(absolute value)을 취해

볼 것이다. 함수 setstr은 역으로 ASCII 표현을 문자열로 바꾸어준다(reverse

transformation). 열(strings)은 수치적 배열이기 때문에 MATLAB 안에서 유용하게 배

열의 모든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다.

예제 2.2 (문자열의 연산)

>> u=abs(t); u=t+0      % 문자열에 0을 더해도 역시 ASCII 표현으로 바뀐다
u =
  Columns 1 through 12
     72   111   119   32   27   98   111   117   116   32   11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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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s 13 through 24
    105   115    32   99   104   97   114   97    99   116   101   114
  Columns 25 through 32
     32   115   116   114   105   110   103   63
>> v=setstr(u)
v =
How about this character string?

>> u=t(16:24)        % 문자열의 16에서 24번째 원소는 character라는 단어이다
u = 
character

>> u=t(24:-1:16)     % character의 spell을 거꾸로 나열
u =
retcarahc

행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문자열을 이어 긴 문자열을 만들거나(string

concatenation), 한 문자열이 여러 행(multiple rows)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각 행은 똑같은 수의 열(column)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다음 예제에서처럼 빈칸

은 모든 열을 같은 길이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함수 str2mat는 여러 열 목록(list of

several strings)을 열 행렬(string matrix)로 바꾸어준다. 아래 예제에서도 알 수 있듯

이 각각의 행(row)은 똑같은 수의 원소를 가진다. 더 짧은 행이 있다면, 빈칸을 이용해

서 유효한 행렬이 되도록 만든다. (Cemtool에서는 str2mat, str2num 기능이 없다.)

예제 2.3 (문자열의 합성)
>> u=’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 v=’ how much wood would a woodchuck chuck?';

>> w=[u v]
w =
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how much wood would a woodchuck chuck?

>> v=[’Character strings having more than '
      ’one row must have the same number  '
      ’of columns just like matrices!     ']
v =
Character strings having more than 
one row must have the same number  
of columns just like matrices!     

>> a=’one' ; b=’two' ; c=’three' ;
>> disp(str2mat(a, b, c, ’four'))        % char() instead of str2mat()
on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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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four

다음 예제에서는 소문자를 대문자 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알아보자. 우선 find

함수로 소문자의 위치(indices)를 찾는다. 그러면 소문자에서 대문자를 빼는 것으로 소

문자만 남게 된다. 여기서 얻어진 배열은 setstr을 사용하여 문자 표현으로 바꾼다.

예제 2.4 (문자열 변환)
>> disp(u)
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 i=find(u>=’a' & u<= ’z');         % find is a very powerful function!
>> u(i)=setstr(u(i)-(’a'-’A'))
u = 
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 disp(v)
Character strings having more than 
one row must have the same number
of columns just like matrices! 
>> i=find(v>=’a' & v<= ’z');     % here i is a single index vector into v,
>> v(i)=setstr(v(i)-(’a'-’A'))   % and matrix keeps the same orientation.
v =
CHARACTER STRINGS HAVING MORE THAN 
ONE ROW MUST HAVE THE SAME NUMBER
OF COLUMNS JUST LIKE MATRICES!

MATLAB에서는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거나, 반대로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열 변환 함수들(string conversion function)을 제공한다. 아래 표는 몇몇 열 변환 함수

의 예들이다.

수나 기타 입력 값을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함수들

abs 문자열을 ASCII 값으로 하여 반환

dec2hex 십진수를 16 진수 문자열로 변환

fprintf 형식을 갖춘 문장을 파일이나 화면에 표시

hex2dec 16 진수 문자열을 10 진수로 변환

hex2num 16 진수 문자열을 IEEE 소수로 변환

int2str 자연수를 문자열로 변환

lower 문자열을 모두 소문자로 바꾼다

num2str 수를 문자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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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 기타 입력 값을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함수들

str2mat 문자열들을 문자열의 행렬로 변환

str2num 문자열을 수로 변환

setstr ASCII 값을 문자열로 변환

sprintf 형식 제어하에서 수를 문자열로 전환

sscanf 형식 제어하에서 문자열을 수로 전환

upper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바꾼다

예를 들어, num2str은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시켜 주는데, 이와 같은 열 변환

함수는 문자열에 수치적 결과를 끼워 넣을 때 유용하다. 비슷하게 int2str은 정수

(integers)를 열로 바꾼다. num2str과 int2str은 둘 다, 숫자를 열로 변환하기 위한 문구

(syntax)들로 C를 사용하는 함수 sprintf를 부른다. 반대로 문자열로부터 숫자를 얻기

위해서는 str2num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

예제 2.5 (숫자와 문자열의 변환)
>> rad=2.5; area=pi*rad^2;
>> t=[’A circle of radius ' num2str(rad) ’ has an area of ' ...
      num2str(area) ’.'];
>> disp(t)     % 함수 num2str은 숫자를 열로 바꾸는데 사용된다.
A circle of radius 2.5 has an area of 19.63.

>> s=’[1 2; pi 4]'    % a string of a MATLAB matrix
s = 
[1  2; pi 4]
>> str2num(s)
ans =
    1.0000    2.0000
    3.1416    4.0000

>> s=’123e+5'    % a string containing a simple number
s =
123e+5
>> str2num(s)
ans =
    12300000

함수 fprintf 혹은 sprintf는 출력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

문에, disp 함수 대신에 유용하게 쓰인다. fprintf와 sprintf는 서로 유사하고, 특히 변수

를 대입하는 방법은 같지만, fprintf는 결과를 화면이나 파일로 보내는 반면, sprintf는

결과를 문자열(character string)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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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6 (printf 명령문)
>> fprintf(’See what this does')
See what this does
>> fprintf(’See what this does\n')   % \n은 새 줄(new line) 문자를 뜻한다.
See what this does
  
>> t=sprintf(’A circle of radius  %.4g has an area of  %.4g.',rad,area);
>> disp(t)
A circle of radius 2.5 has an area of 19.63.
>> fprintf(’A circle of radius  %.4g has an area of  %.4g.',rad,area)
A circle of radius 2.5 has an area of 19.63.

실수의 출력에는 g(general) format, e(exponential), f(fixed point) 변환이 사용

되어 진다. 또한, 십진법으로 출력하기 위한 d(decimal), 16진법으로 표시하기 위한

x(hex format) 등이 존재한다. 아래 표는 pi 값을 여러 변환형식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법을 보여준다. e와 f 포맷에서 소수점 오른쪽의 숫자는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나타

낼 것인지를 말해준다. 반면에 g 포맷에서의 소수점 오른쪽의 숫자는 출력하는 총 자

릿수이다. 또한, 포맷에서 정수 자리 숫자는 출력 문자열의 길이를 말한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8.5g를 이용하면, 출력 결과의 길이를 8문자로 만들어 준다. 그러나 가

장 마지막 줄에서는 결과를 8자리 이상이 열거되어야 하므로(%8.10g) 출력 길이 8은

무시된다.

수를 출력하는 fprint문의 형식과 결과 예들

fprintf('%.5e\n', pi) 3.14159e+00

fprintf('%.5f\n', pi) 3.14159

fprintf('%.5g\n', pi) 3.1416

fprintf('%10.5g\n', pi) 3.1416

fprintf('%10.10g\n', pi) 3.1415927

6.3 문자열 함수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자열은 다양한 출력결과를 보여주는데 요긴하

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자열이 단순히 출력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번 절에서

는 문자열을 이용한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input 함수에 대해 알아

보자. input 함수는 문자열을 출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아들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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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1 (input 함수)
>> t=’Enter number of rolls of tape > ' ;
>> tape=input(t)
Enter number of rolls of tape > 5
tape =
     5
>> x=input(’Enter anything > ',’s')  % 's'는 MATLAB에게 입력값을 문자열로서
                                     % output 변수에 전달하라는 표현이다.
Enter anything > anything can be entered 
x =
anything can be entered 

eval 함수는 MATLAB에 macro 기능(macro capability)을 제공한다. 즉, 명령

수행 중에 새로운 명령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게 할 수 있다. eval

함수는 특히 계산된 열(string)을 부분열(substring)과 함께 잇는 것에 의해 구성될 때

나 열이 계산을 위한 함수를 가질 때 유용하다. 이때, eval에서 열이 해독될 수 없는

경우에 MATLAB은 아래와 같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간다. 이러한 비정규적 상황을 알

고자 할 때에는 feval(try,catch)라는 문법(syntax)의 명령문을 이용할 수 있다. 함수

feval은 eval과 유사하지만, 사용하는데 훨씬 더 제한적이다. feval(’fun',x)은 대입 상수

(input argument)가 x인 열(string) 'fun'에 의해 주어지는 함수를 계산한다. 즉,

feval('fun',x)는 fun(x)를 계산하는 것과 동등하다. 일반적으로 feval은 많은 대입 상수

(input argument)를 가진 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eval('fun',x,y,z)은

fun(x,y,z)와 동등하다.

예제 3.2 (eval, feval  함수)
>> a=eval(’sqrt(2)')
a =
    1.4142
>> eval(’a=sqrt(2)')            % eval 함수를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의 방법
a =
    1.4142

>> eval(’a=sqrtt(2)’,’a=[]')    % sqrtt는 MATLAB 함수로 유효하지 않다.
a =
     []

>> a=feval('sqrt',2)
a =
    1.4142

MATLAB은 이외에도 아래 표와 같은 많은 열 함수(string functions)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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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표의 많은 문자열 함수들은 기본적인 문장 분석 능력을 가진다. 즉, 입력된 문

자열의 내용을 실행할 때 계산하여 그 계산된 결과 값에 따라 다른 명령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문자열 함수

eval(string) 문자열을 MATLAB 명령어로써 계산한다.

eval(try,catch) 문자열을 계산하고 에러를 잡는다.

blanks(n) n 개의 공백이나 빈칸의 문자열을 반환한다.

deblank(str) 문자열로부터 뒤의 공백을 제거한다.

feval('sin',x) 문자열에 의해 주어진 함수를 계산한다.

findstr(str1,str2) 다른 문자열에서 하나의 문자열을 찾는다.

isletter(str) 알파벳 문자가 있으면 참(True)

isspace(str) 공백 문자가 있으면 참(True)

ischar(str) 입력된 문자열이 있으면 참(True)

lasterr 마지막 MATLAB 에러의 문자열을 리턴한다.

strcmp(str1,str2) 문자열들이 동일하면 참(True)

strrep(str,s1,s2) 하나의 문자열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strtok(str,tok) 문자열에서 첫 번째 신호(token)를 찾는다.

문자열 안에 특정 문자열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indstr 함수를 이

용할 수 있다. 길이가 1인 문자를 찾기 위한 경우에는 관계 연산자 == 와 find 함수를

이용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길이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 함수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고

자 하는 부분 문자열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findstr은 맞는 것

을 찾지 못하면 공행렬(empty matrix)를 되돌려 준다. 그러나 findstr은 문자열 행렬

(string matrix)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예제 3.3 (findstr  함수)
>> b =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 findstr(b,’ ')     % find spaces
ans =
     6    12    19    21    26    29    37

>> findstr(b,’p')     % find the letter p
ans =
     9    13    22    30    38    40    41
>> find(b==’p')    % for single character searches the find command works too
ans =
     9    13    22    30    38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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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str(b,’cow')     % find the word cow
ans =
     []
>> findstr(b,’pick')     % find the string pick
ans =
     13    30

strrep 함수는 간단한 열 치환(string replacement)을 수행한다. strrep 역시 열

행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예제 3.4 (strrep 함수) 
>> strrep(b,’p',’P')      % capitalize all p's
ans =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 strrep(b,’Peter',’Pamela')    % change Peter to Pamela
ans =
Pamela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strtok 함수는 공백 문자들에 의해 경계지어진 문자열 안에서의 단어들을 찾아

준다. 즉, 공백 문자 혹은 빈칸(whitespace)을 경계기호로 사용하여 strtok는 배열에서

단어들을 집어낸다. 이러한 경계문자는 사용자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다. strtok 역시

열 행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예제 3.5 (strtok 함수)
>> disp(b)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 strtok(b)   % find first token in above string separated by whitespace
ans =
Peter
>> [c,r]=strtok(b)   % return the remainder of the string array in r
c =
Peter
r =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 [d,s]=strtok(b,’pP')   % let delimiter be lower or uppercase P
d =
eter
s =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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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습문제

#1. 매월 100만원씩 불입하여, 불입 원리금에 대하여 월 0.5%의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

는 60개월짜리 적금의 만기 원리금을 계산하여라.

#2. 위 문제에서 원리금이 3000만원 미만인 달은 월 0.4%, 4000만원 미만은 0.5%, 4000

만원 이상은 0.6%의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만기 원리금을 계산하여라.

#3. 불입 원리금에 대하여 월 0.5%의 복리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에 매월 100만원씩 적

립하여, 5000만원 이상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Matlab프

로그램을 for-반복문과 while-반복문을 각각 이용하여 작성하여라.

#4. 매년마다 원금 a원씩을 적립하고 1년마다 이자율 r가 복리로 주어지는 경우, 원리

금 합 s가 b보다 클 때까지 적립하는 경우, 소요기간 n을 함께 계산하는 Matlab 함

수 [s, n] = fund(a, r, b) 작성하여라.

#5. 자연수 N을 input 명령을 이용하여 입력 받고, 모든 k( ≤ ≤  )에 대하여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 k의 배수들의 합을 sn(k)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6.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의 10줄짜리 출력을 얻기 위한 프로

그램을 작성하여라. (빈칸과 줄 바꿈 그리고 숫자의 출력 형식에 유의하여라.)

Degree= 60 is Radian= 1.05
Degree=120 is Radian= 2.09
     ..... 
Degree=600 is Radian=10.47

#7.    의 근을 구하는 뉴톤 방법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 

 
  


  

input 명령어를 이용하여 P값을 입력받고, x(1)=1에서 출발하여 x(10)까지를 계산하고

x(n)과 함께 error(n)=x(n)-sqrt(P)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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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에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 f(n)의 값을 구하는 MATLAB script file hail.m을 작

성하여라.

(a) 임의의 자연수 f(1)의 값을, input 명령어를 이용하여, 입력받는다.

(b) n값을 1부터 10까지 순차적으로 변경하며 다음 (c)를 실행한다.

(c) f(n+1)의 값을 f(n)이 짝수이면 f(n)/2, f(n)이 홀수이면 3*f(n)+1으로 계산한다.

#9. 위 프로그램에서 f(n)이 1이면 f(n+1)=4, f(n+2)=2, f(n+3)=1의 값이 반복됨을 확인하여

라. f(n)의 값이 1이면 알고리즘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프로그램 (b)

를 수정하여 f(n)=1일 때,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는 hail2.m을 작성하여라.

#10. 아래에 주어진 숫자 행렬들은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은 마방진(Magic

Square)의 예이다.

8 1 6

3 5 7

4 9 2

17 24 1 8 15

23 5 7 14 16

4 6 13 20 22

10 12 19 21 3

11 18 25 2 9

홀수 n에 대하여,. 다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n*n 마방진 행렬 A를 구하여라.

(a) 입력받은 홀수 값 n에 대하여, A=zeros(n,n)을 이용하여 마방진을 초기화한다.

(b) 첫째 행 i=1, 중앙에 j=(n+1)/2에 k=1을 대입한다.

(c) 우측 i=i+1, 상단 j=j-1에 다음 값 k=k+1을 순차적으로 n*n까지 대입한다.

주의1: 이때,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이, 아래쪽 끝과 위쪽 끝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i>n이면 i=i-n으로 j>n이면 j=j-n으로 바꾼다.

주의2: 이때, 정해진 칸에 이미 값이 들어 있는 A(i,j)<>0 경우,

우측 상단 (i+1,j-1)이 아니라, 하단 (i,j+1)에 k값을 대입한다.

#11. 실수 x의 값과 x에 대한 함수를 포함하는 문자열 str을 입력받아 문자열을 계산하

여 출력하는 Matlab 프로그램 fn_in.m을 작성하여라. (단, x라는 글자는 변수로만 사

용되고, x=1.5에 대하여, str이 sin(x)+cos(x)이라면 출력은

sin(1.500)+cos(1.500) = 1.068

와 같은 꼴로 출력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