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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atlab 그림 그리기*
3

9.1 2차원 그래프 그리기

2차원 데이터를 그리는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명령어는 plot이다. plot 명

령어는 두 개의 배열 x=(x1, x2, ... , xn)과 y=(y1, y2, ... , yn)을 입력받아, 적당한 xy-축

을 만든 후, 2차원 평면상에 n개의 점들 (x1,y1), (x2,y2), ... , (xn, yn)을 연결하는 선을

그려준다. 아래의 예제는, y=sin(x)의 그래프를 0에서 2π까지 구간에서 30개의 점을

연결하여 그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x=linspace(0,2*pi,30);
>> y=sin(x);
>> plo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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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그림의 가로축을 형성하기 위해 0≤x

≤2π에 30개의 데이터 점들을 만들고, x안의 데이터 점들의 sine 값을 포함하는 또 다

른 벡터 y를 만든다. plot 명령어는 그림 창(figure window)이라고 불리는 그래픽 창

(graphics window)을 열고, 데이터에 맞는 축을 만들고, 점들을 찍은 후에 선으로 점들

을 연결한다. 또한 자동적으로 양쪽 축에 숫자와 표식을 추가한다.

3) Octave를 이용하면, 그림 그리기 기능의 일부(특히 2, 3, 5, 6절) 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MATLAB과의 차이점은 이 장 마지막 간단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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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명령어를 이용하여 보다 복잡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입력 배열을 쌍으로 주면, 동시에 하나 이상의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이때, plot 명령어

는 자동적으로 각각의 곡선을 다른 색으로 그린다. 아래의 예제는 같은 그림 상에 두

개의 함수 y=sin(x)와 y=cos(x)를 포함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 x=linspace(0,2*pi,30); y=sin(x); z=cos(x);
>> plot(x,y,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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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력 값 중 하나가 행렬이고 다른 것은 벡터이면, plot 명령어는 주어진

벡터와 행렬을 구성하는 각 벡터들에 대해 각각의 곡선을 그려준다. 만약 입력 값들의

순서를 바꾼다면, 그림은 90도 회전할 것이다:

>> x=linspace(0,2*pi,30); y=sin(x); z=cos(x);
>> W=[y;z]; % create a matrix of the sin and cosine
>> plot(x,W) >>plot(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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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제들에서, MATLAB은 각각의 점들을 노랑과 자홍색 실선으로 연결하

였다. 각각의 xy-데이터 배열 뒤에 추가적인 입력 값을 주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색

깔(Colors)과 선 모양(Linestyle)을 만들 수 있다. 색과 모양을 결정하는 입력 값은 아

래 표로부터 선택된 1, 2 또는 3개의 문자들로 구성된 문자열이다. 만약 색깔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MATLAB은 아래의 6개의 색깔을 돌아가며 사용한다. 또한, 점, 원,

x표, 더하기와 별 모양과 같은 표식(Markers)이나 선 모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선

모양은 실선(solid)이 된다.

기호 색 기호 표식

y yellow

m magenta

c cyan

r red

g green

b blue

w white

k black

. point

o circle

x x-mark

+ plus

* star

- solid line

: dotted line

-. dash-dot line

-- dashed line

아래는 서로 다른 선 모양과 색깔, 표식을 사용한 예제이다.

>> plot(x,y,'g:', x,y,'ko‘, x,z,'r--', x,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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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그래프 조작하기

grid 명령어는 현재의 그림에 점 표시(tick marks)에서 눈금을 더한다. grid

off 명령어는 눈금을 제거한다. 어떤 상수도 가지지 않은 grid는 on과 off를 교대로 한

다. 수평축과 수직축은 xlabel과 ylabel이라는 명령어로 각 축에 제목을 붙여질 수 있

다. 예제로 sine과 cosine을 다시 사용해보자.

>> x=linspace(0,2*pi,30);
>> y=sin(x); z=cos(x);
>> plot(x,y,x,z)
>> grid % turn on grid lines
>> xlabel('Independent Variable X') % x-axis label
>> ylabel('Dependent Variables Y and Z') % y-axis label
>> title('Sine and Cosine Curves') % title the plot

text 명령어로 그림 위의 어떤 특별한 위치에 제목이나 텍스트 문자열을 더할

수 있다. 형식은 text(x,y,'string')이고, 이 때 (x,y)는 그림 축에서 텍스트 문자열의 왼쪽

모서리의 좌표를 나타낸다. 만약 문자열을 쓰기 원하지만, 사용하는 좌표를 계산하고

싶지 않다면, gtext 명령어를 이용하여 텍스트 문자열을 붙일 수 있다. gtext(‘text') 명

령어를 실행하면, 현재의 그림 창에서 마우스 클릭이나 키를 누르는 때를 기다리다 마

우스 현 위치에 text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일치시킨다. 아래의 예는 그림의 (2.5, 0.7)

의 위치에 sine 곡선의 이름을 적고, 두 번째 곡선의 제목을 gtext를 이용하여 쓰는 방

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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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2.5, 0.7, 'sin(x)')
>> gtext('co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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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림의 스케일링과 수평과 수직 축들의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MATLAB은 axis 명령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유용

한 것들만 나열하면 아래 표와 같다.

명령어 기능 설명

axis([xmin xmax ymin ymax])

axis auto

axis('auto')

axis(axis)

axis xy

axis('xy')

axis ij

axis('ij')

Set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the

axes using values given in the row vector.

Return the axis scaling to its automatic defaults:

xmin=min(x), xmax=max(x), etc.

Freeze scaling at the current limit, so that if hold

is turned on, subsequent plots use the same

axis limits.

Use the (default) Cartesian coordinate form,

where the system origin (the smallest coordinate

pair) is at the lower left corner.

Use the matrix coordinate form, where the

system origin is at the top left corner. The

vertical axis increases top to bot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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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기능 설명

axis square

axis('square')

axis equal

axis('equal')

axis normal

axis('normal')

axis off

axis('off')

axis on

axis('on')

Set the current plot to be a square rather than

the default rectangle.

Set the scaling factors for both axes to be equal

Turn off axis equal and axis square

Turn off all axis labeling, grid, and tick marks.

Leave the title and any labels placed by the text

and gtext commands.

Turn on axis labeling, tick marks, and grid.

다음 예제들은 axis 명령어를 이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원상태를 돌

리려면, axis('xy','normal'), grid off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 axis off % turn off the axes >> axis on, grid off

   

Sine and Cosine Curves

sin(x)

cos(x)

       
0 1 2 3 4 5 6 7

-1

-0.8

-0.6

-0.4

-0.2

0

0.2

0.4

0.6

0.8

1

Independent Variable X

D
ep

en
de

nt
 V

ar
ia

bl
es

 Y
 a

nd
 Z

Sine and Cosine Curves

sin(x)

cos(x)

>> axis ij >> axis('square', 'equal') 
   % turn the plot upside down    % give axis two commands at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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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is('xy','normal') % return to the def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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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명령어를 이용하면 존재하는 그림 위에 새로운 그림들을 추가할 수 있다.

hold on으로 두면, MATLAB은 새로운 plot 명령어를 사용해도 존재하는 곡선을 지우

지 않는다. 대신에, 현재의 축에 새로운 곡선을 추가한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데이터

가 현재의 축의 한계에 맞지 않으면, 축이 다시 그려진다. hold off로 설정하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전에 현재의 그림을 지운다. 이전의 예제와 같이 y=sin(x)와 y=cos(x)를

동시에 그려보자. 먼저 y=sin(x)를 그리고 다시 y=cos(x)를 그리면 이전의 y=sin(x) 그

래프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hold on 명령어를 실행한 후 y=cos(x)를 그리면 두 개

의 그래프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아래 예제에서 두 번째 색깔을 다르게 했음을 주의

하자. 각 plot 명령어 안에는 단지 하나의 데이터 배열이 있기 때문에, 각 plot 명령어에

대한 줄 색깔은 기본 값인 노란색이 되므로, 이와 같지 하지 않으면 두 개의 노란 그림

이 생긴다.

>> x=linspace(0,2*pi,30); y=sin(x); z=cos(x);
>> plot(x,y)
>> hold on
>> plot(x,z,'m')
>> hol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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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은 더욱 자세히 보거나 관심 있는 부분만 확대해보기 위해서 zoom

명령어를 제공한다. zoom 상태에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2배 확대되

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2배 축소된다. 또한 마우스를 이용하여 확대할 영역을 지

정할 수 있다. zoom out은 그림을 초기 상태로 돌려놓는다. zoom 명령어는, hold 명령

어와 마찬가지로, on, off를 이용하여 현재의 상태를 지정하거나, 아무 인자도 없이 사

용하여 줌 상태를 on에서 off로, off에서 on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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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새로운 그림 창에 그림 그리기를 원한다면, 그림 창안의 File 메뉴에서

New Figure를 선택하거나, 명령어 창에서 figure 명령어를 사용한다. 어떤 입력 값도

없는 figure 명령어는 새로운 그림 창을 만든다. figure(n) 명령어는 n번쨰 그림 창을

그림 그리게 사용하는 기본 창으로 선택한다.

새로운 그림 창을 열지 않고, 하나의 그림 창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다. subplot(m,n,p) 명령어는 현재의 그림 창을 그림 그리는 위치의 m×n 행렬로 나

누고, p-번째 위치에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한다. 부분 그림은 꼭대기 행을 따라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 세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행이 이전의 순서처럼 세어진다. 예를 들

어서 아래 보기는 네 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림 창에 보여주고 있다.

>> x=linspace(0,2*pi,30); 
>> y=sin(x); z=cos(x);
>> a=2*sin(x).*cos(x); b=sin(x)./(cos(x)+eps);

>> subplot(2,2,1); plot(x,y), axis([0 2*pi -1 1]), title('sin(x)')
>> subplot(2,2,2); plot(x,z), axis([0 2*pi -1 1]), title('cos(x)')
>> subplot(2,2,3); plot(x,a), axis([0 2*pi -1 1]), title('2sin(x)cos(x)')
>> subplot(2,2,4); plot(x,b), axis([0 2*pi -20 20]), title('sin(x)/cos')

>> subplot(1,1,1) % return to a single plot in the figure window

명령어 subplot(1,1,1)은 그릴 위치를 전체 영역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사용된

다. 만약 여러 그림들을 포함하는 그림 창을 프린트하면 모든 그래프는 하나의 페이지

에 인쇄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현재의 그림 창이 네 개의 부분 그림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림의 각각은 프린트되는 페이지의 사분의 일 씩 차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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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프린트하는 것은 메뉴 바(bar)의 명령어나 MATLAB 명령어를 사용하

는 것에 의해 수행된다. 메뉴 바의 File 메뉴로부터 Print 메뉴를 이용하면 현재의 그

림창을 프린터에 출력할 수 있다. 명령 창에서 print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은 File 메

뉴에서 Print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orient 명령어를 이용하여 프린트 방향 모드를 바

꿀 수도 있다. 디폴트 portrait 모드는 페이지의 중간에 수직으로 프린트한다.

Landscape 모드는 수평으로 프린트하고 페이지를 채운다. Tall 모드는 수직으로 프린

트하면서 페이지를 채운다. 이러한 조작은 File 메뉴의 Print Setup이나 Page Setup

메뉴 안의 매개 변수들을 조작해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다양

한 방식의 출력물을 원하면 명령 창에서 print 명령어 이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그

림창의 그래프를 EPS, JPEG, META, Bitmap 형식으로 복사하여, 위드프로세서와 같

은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삽입하려면, print 명령어를 활용하면 된다.

>> orient % what is the current orientation?
ans =

portrait
>> orient landscape % print sideways on the page
>> orient tall % stretch to fill the vertical page
>> print -djpeg myfig.jpg % make a jpeg file for the figure

9.3 2차원 그래프 그리기의 다른 방법들

 loglog는 양 축에 대해 로그 눈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plot과 동일하다.

 semilogx는 x축은 로그 눈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plot과 동일하다.

 semilogy는 y축은 로그 눈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plot과 동일하다.

>> x = linspace(-5,5,50); y = exp(-x.*x);
>> plot(x,y); grid  >> semilogy(x,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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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좌표 그림은 polar(t, r, S) 명령어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데, 이 때 t는 각도 벡

터이고, r은 반지름 벡터이며, S는 색깔과 마크 표시(marker symbol) 혹은 선모양

(linestyle)을 표시하는 문자열 옵션이다.

>> t=0:.01:2*pi;
>> r=sin(2*t).*cos(2*t);
>> polar(t,r)
>> title('Polar Plot of sin(2t)cos(2t)')

Polar Plot of sin(2t)cos(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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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와 계단 그림들은 bar와 stairs라는 그림 그리기 명령어를 사용하여 일반화시

킬 수 있다. 다음은 종 모양 곡선(bell curve)의 예를 두가지 방식을 그린 것이다.

>> x=-2.9:0.2:2.9; y=exp(-x.*x);
>> bar(x,y) >> stairs(x,y)
>> title('Bar Chart of a Bell Curve') >> title('Stair Chart of a Bell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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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y)는 벡터 y의 값들을 10개의 막대를 가진 히스토그램으로 그린다. n개의 막대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hist(y,n)을 이용한다. x가 벡터일 때, hist(y,x)는 x에 의해 구

획된 막대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린다. 가우스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로부터 종 모

양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x=-2.9:0.2:2.9; % specify 29 bins to use
>> y=randn(5000,1); % create 5000 random points
>> hist(y,x) % draw the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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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stem(y) 함수는 수평축에서 시작하는 수

직선으로 y의 값들을 표시한다. 어떤 문자열 상수 옵션은 줄 모양을 지정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stem(x,y)는 수평축의 x값에 해당하는 y 데이터들을 그린 것이다.

>> y=randn(50,1); % create some random data
>> stem(y,':') % draw a stem plot with dott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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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bar(x,y,e)는 벡터 x와 벡터 y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벡터 e의 값에 해당하는

에러 바(error bar)를 포함시킨다. 이때, 세 벡터들은 똑같은 길이여만 한다. 각각의 데

이터 점 (xi,yi)에 대하여, 에러 바는 데이터 점 위 아래로 ei만큼의 길이로 그려진다.

>> x=0:0.1:2; % create a vector
>> y=erf(x); % y is the error function of x
>> e=rand(size(x))/10; % generate random error values
>> errorbar(x,y,e) % create th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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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소수 데이터는 compass와 feather를 사용하여 그릴 수 있다. compass(z)는 z의

복소수 원소들의 각과 크기를 원점으로부터 발산하는 화살표로서 나타낸다. feather(z)는

수평선 위의 똑같은 간격의 점들로부터 발산하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똑같은 데이터를

그린다. 실수 x, y에 대하여, compass(x,y)와 feather(x,y)는 compass(x+i*y)와 feather(x+i*y)

와 같다. quiver(u,v,x,y)는 (u,v)에서 출발하는 벡터(x,y)를 그려준다.

>> z=eig(randn(20,20));
>> compass(z) >> feathe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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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e(t)는 벡터 t 안의 각에 대해 20개 간격으로 극-히스토그램을 그린다. n이 상수

일 때, rose(t,n)은 n-간격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린다. x가 벡터일 때 rose(t,x)는 x에 의해

구획되는 간격들을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린다. 아래의 예는 극-히스토그램을 그리

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t=randn(1000,1)*pi;
>> rose(t)
>> title('Angle Histogram of Random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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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put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현재의 그림으로부터 점들을 선택하는 법을 제공한다.

[x,y]=ginput(n)은 현재의 축으로부터 n개의 점들을 입력받아 이들의 좌표를 행벡터 x와

y에 되돌려 준다. 만약 n이 생략되면, Return이나 Enter 키가 쳐질 때까지 점들이 무제

한 얻어진다. 예로서, 어떤 함수를 그리고 나서 임의의 점들을 마우스로 그려보자.

>> x=linspace(-2*pi,2*pi,60);
>> y=sin(x).^2./(x+eps);
>> plot(x,y)
>> title('Plot of sin(x)^2/x')
>>
>> [a,b]=ginput(8); % get up to 8 points
>> hold on
>> plot(a,b,'co') % plot the collected points
>> hol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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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lot 명령어는 데이터 집합을 만드는 것 없이 일변수 함수를 자동으로 그리는 쉬

운 방법을 제공한다. fplot('fun', [xmin xmax])는 xmin≤x≤xmax 범위에서 y-축을 자

동적으로 조정하여 함수 fun(x)을 그린다. fplot('fun', [xmin xmax ymin ymax])를 사

용하면 x축 범위 뿐 만 아니라 y축의 범위도 지정할 수 있다.

>> fplot('sin(x)./x', [-20 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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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x,y,'c')는 행벡터 x와 y에 의해 정의된 2-차원 다각형을 c에 의해 지정된 색깔로

채운다. 다각형의 모서리는 (xi,yi)의 쌍에 의해 지정된다. 만약 필요하다면, 다각형은 처

음에서 마지막을 연결하는 것에 의해 닫혀 진다.

>> t=(1/8:2/8:15/8)'*pi; % column vector with 8 elemets
>> x=cos(t); % x coordinate of points on a unit circle
>> y=sin(t); % y coordinate of points on a unit circle
>> fill(x,y,'r') % a filled red circle using only 8 points
>> axis('square')
>> text(0,0,'STOP')
>> title('Red Stop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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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3차원에 곡선과 곡면 그리기

3차원 상에서의 그림은 그려지는 대상이 1차원 물체(곡선)이냐 2차원 물체(곡

면)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명령어가 사용된다. 3차원 상의 곡선 그리기에는 2차원 상의

곡선 그리기에 사용된 plot 명령어를 확장한 plot3 명령어를 이용한다. 또한 격자점에

서 함수값을 원소로 가지는 행렬을 이용하면, 3차원 상에 곡면을 그릴 수 있다.

2차원에서 plot 명령어는 3차원에서 plot3으로 확장될 수 있다. plot3의 형식은

데이터가 3개라는 것을 제외하고 2-차원의 plot과 매우 유사하다. xn, yn, zn이 벡터이거

나 행렬이고, Sn들이 색깔이나 점 표시 그리고(또는) 선 모양을 지정하는 옵션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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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plot3의 일반화된 형식은 plot3(x1, y1, z1, S1, x2, y2, z2, S2,...)이다. 다음은 3-차원

나선을 그리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이다.

>> t=0:pi/50:10*pi;
>> plot3(sin(t),cos(t),t)
>> title('Helix'), xlabel('sin(t)'), ylabel('cos(t)'), zla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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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abel과 ylabel에 마찬가지로 zlabel 함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ext(x,y,z,'string')은 문구 ‘string'을 좌표 (x,y,z)에서 위치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axis 명

령어는 3-차원 형태를 가진다. axis([xmin xmax ymin ymax zmin zmax])는 세 개의 축

모두에 한계를 설정한다. 다른 axis 명령어들 역시 3차원에서 작동한다.

MATLAB은 xy-평면에서 사각형의 격자(rectangular grid) 위에 점들의 z-좌

표에 의한 그물 평면(mesh surface)을 정의한다. 이와 같은 격자그림은 이변수 함수를

그리게하거나 큰 행렬을 시각화는데 유용하다. 이변수 함수 z=f(x,y)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i}와 {yj}에 대하여 f(xi, yj)의 함수값을 i행 j열의 원소값으로 가지는 행렬

Z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xi, yj)에서의 x-좌표값과 y-좌표값

을 i행 j열 원소로 가지는 X와 Y 행렬 만드는 일이다. MATLAB은 이러한 목적을 위

해 함수 meshgrid를 제공한다. [X,Y]=meshgrid(x,y)는 벡터 x를 각각의 행에 복사한

행렬 X와 벡터 y을 각각의 열에 복사한 행렬 Y를 만들어 준다.

>> x = 1:4;  y = 2:2:6;
>> [X,Y] = meshgrid(x,y)
X =
     1     2     3     4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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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2     2     2     2
     4     4     4     4
     6     6     6     6

이런 행렬 쌍을 MATLAB의 배열 도구를 사용하면, 이변수의 함수값을 격자

점에서 계산할 수 있다. 다음은 x와 y 모두 -7.5에서 7.5 사이일 때 xy-평면에서 고른

간격의 데이터 점들을 일반화하는 meshgrid를 사용하는 예이다. 함수 z=f(x,y)는 이러한

점들을 사용하여 표시될 수 있다. 아래 예에서, R은 각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표시

하는 행렬이다. 분모에 eps를 더하는 것은 0에 의해 나누는 것과 데이터에서

NaNs(Not-a-Numbers)로 일반화하는 것을 막는다. 이제 행렬 Z는 평면의 각 점에 대

해서 반지름의 사인(sine) 값을 반지름으로 나눈 값을 포함한다.

>> x=-7.5:.5:7.5;
>> y=-7.5:.5:7.5;
>> [X,Y]=meshgrid(x,y);
>> R=sqrt(X.^2+Y.^2)+eps; % distance from the origin (0,0)
>> Z=sin(R)./R; % calculate sin(r)/r

>> mesh(X,Y,Z) >> surf(X,Y,Z)

          

mesh(X,Y,Z)는 점 (X ij,Yij,Z ij)들의 위치를, mesh(Z)는 점 (i,j,Z ij)들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표시한다. 이 둘의 차이는 단지 x와 y축의 크기의 변화에 있다. 예제에서

보듯이, 선 색깔은 x-y 평면 위의 그물의 높이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mesh는

그림에서 사용되는 색깔과 색깔의 범위를 제어할 수 있는 상수 옵션을 받아들일 수 있

다. surf(Z)를 이용하여 그린 표면그림(surface plot)은 그물 사이의 공간들이 패치

(patches)라고 불리는 조각들에 의해 꽉 찬 것을 제외하고는 그물그림(mesh plot)과

동일하다.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예들은 peaks

함수를 이용하고 있다. (Cemtool에서는 [x,y]=meshgrid(-3:1/8:3); peaks(x,y)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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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h(peaks)
>> title('Mesh Plot of the Peaks Function')

 

등고선 그림(contour plots)은 고도(elevation)나 높이가 같은 점들을 선으로

연결한 그림이다. 만약 지형학적인 지도를 본적이 있다면, 등고선 그림이 무엇을 나타

내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MATLAB에서 2차원과 3차원 등고선 그림은 각각

contour와 contour3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 상수값은 그림에서 사용될 등

고선의 개수를 지정하는 값이다.

>> [x,y,z]=peaks;
>> contour(x,y,z,20) >> contour3(x,y,z,20)
   % generate 20 2-D contours   % the same contour plot in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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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고선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방법은 함수 값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다. pcolor 명령어는 함수 높이를 색깔로 표시하여

등고선 그림과 같은 정보를 나타낸다. 다음의 예제는 그림의 색을 바꾸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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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map과 격자선을 표시하기 위한 shading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다. mesh, surf,

pcolor와 fill 그림들에 대한 음영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flat,

interpolated, and faceted shading(default). flat shading에서는 각각의 그물 선분이나

표면 패치가 일정한 색깔을 가진다. faceted shading은 이중 인화된(superimposed) 검

은 그물 선을 가지고 flat shading한 것이다. interpolated shading은 패치나 선형의 선

분의 색깔이 변한다.

>> [x,y,z]=peaks(20); >> [x,y,z]=peaks;
>> pcolor(x,y,z) >> pcolor(z);colormap(hot);shading flat
>> colormap default, shading faceted >> hold on, contour(z,20,'k'), hold off

9.5 3차원 그림 다루기

3차원 상의 물체를 2차원으로 투영하기 위해서는 보는 위치가 결정되어야 한

다. 함수 view(azimuth,elevation)은 방위각(azimuth)과 고도각(elevation)을 이용하여,

조망각(angle of view)을 설정한다. 방위각은 xy-평면에서 당신이 서 있는 위치를 음의

y-축으로부터 각도로 나타낸다. 고도는 그림을 관찰하는 높이를 xy-평면 위의 각도를

묘사한다. 아래의 그림은 MATLAB의 기본 조망각인 방위각이 -37.5도이고, 고도가 30

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x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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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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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망점들(viewpoints)을 설정하기 위해 view를 사용하년 임의의 방향으

로부터 그림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약 고도가 음으로 설정되면, 당신

은 바닥으로부터 그림을 본다. view(0,90)으로 전망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직접 위로부

터 그림을 볼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디폴트 2-차원 관점인데, 이 때, x-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y-축은 바닥에서 위로 증가한다. 다음의 예는 다양한 조망각을

통해 본 peaks(20) 함수의 모양이다.

>> subplot(2,2,1); mesh(peaks(20));
>> subplot(2,2,2); mesh(peaks(20)); view(0,0); title('view(0,0)')
>> subplot(2,2,3); mesh(peaks(20)); view(-90,0); title('view(-90,0)')
>> subplot(2,2,4); mesh(peaks(20)); view(0,90); title('view(0,90)')

view([x y z])는 3-차원에서 직교 좌표 (x,y,z)를 포함하는 벡터의 관점에서 위치

한다. 이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view([0 -10 0]),

view([0 -1 0])과 view(0,0) 모두는 똑같은 조망각을 표시한다. 또, 현재의 조망각은

[az,el]=view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 view([-7 -9 7]) % view through (-7,-9,7) to the origin
>> [az,el]=view % find the azimuth and elevation
az =

-37.8750
el =

31.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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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명령어는 숨겨진 선을 지우는 것을 컨트롤한다. 당신의 조망점으로부

터 스스로 겹쳐지는 그물(peaks나 sinc 함수 같은)을 그릴 때, 다른 부분 뒤에 있는 그

물 부분, 즉 숨겨진 선을 지운다. 만약 hidden off로 바꾸면, 그물을 통과해서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그림은 투영시 곡면의 뒤 부분을 가린 그림과 나타낸 그림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 mesh(peaks(20)+7) % coarse (20) mesh, shifted up
>> hold on; pcolor(peaks(20)); hold off
>> hidden on >> hidden off
>> title('Mesh with Hidden On') >> title('Mesh with Hidden Off')

          

9.6 3차원 그림 그리기 도구들

 meshc는 그물을 그리고 그 밑에 등고선 그림을 더한다. meshz는 그물을 그리고

그 밑에 커튼 그림(curtain plot)을 그리거나 참고 평면을 그린다.

>> meshc(peaks); >> meshz(peaks)

 또한 surfc는 surf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등고선 그림을 더한다. surfl은 surf 그림을



190  9. Matlab 그림 그리기

그리고 나서 빛에 의한 하이라이트를 평면에 첨가한다. 일반적인 형태는 X, Y, Z가

surf와 같을 때, surfl의 일반형은 surfl(X,Y,Z,S,K)이다. S는 직교좌표 (S=[Sx Sy Sz])나

구면 좌표(S=[az,el])를 이용하여 빛의 방향을 나타내는 옵션 벡터이다. 만약 빛의 방향

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S는 현재의 전망(view) 방향에서 반시계방향으로 45도인 값을

기본값으로 한다. K는 퍼진 빛(ambient light), 흩어진 반사(diffuse reflection), 비추는

반사(specular reflection)와 비추는 뿌려진 상수(specular spread coefficient)를 분담을

지정하는 옵션 벡터이다(K=[ka,kd,ks,spread]).

>> colormap(gray)
>> surfl(peaks), shading interp
>> title('Surfl Plot of Peaks with Default Lighting')

 clabel함수는 등고선(contour) 그림에 높이 표시(label)를 첨가하기 위한 명령어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clabel(cs), clabel(cs,V), clabel(cs,'manual'). cs가 contour 명령어로

부터 돌려지는 등고선 구조일 때, 즉, cs=contour(z), clabel(cs)는 높이를 가지는 모든 알

고 있는 등고선에 표시를 한다. 표시 위치는 임의로 선택된다. clabel(cs,V)는 단지 벡터

V에서 주어진 등고선 단계만 표시한다. clabel(cs,'manual')은 ginput 명령어와 유사하게,

마우스로 위치를 클릭하는 곳에 등고선 표시가 나타난다. 표시하기를 끝내려면 Return

키를 누르면 된다.

 fill의 3차원 버전인 fill3은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다각형을 채운다. 일반적인 형태는

다각형의 꼭지점의 세 가지 성분들이 x, y, z일 때, filll3(x,y,z,c)이다. 필요하다면, 다각형

은 마지막 꼭지점과 처음의 것을 연결하는 것에 의해 닫힌다. 만약 c가 문자라면, 다각

형은 그림에 대한 표에서 보여진 지정된 색깔로 채운다. c는 또한 r, g, b가 결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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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색깔에서 빨강, 녹색, 파랑의 양을 표현하는 0과 1 사이의 값일 때, RGB 행벡

터([r g b])가 될 수 있다. 만약 c가 벡터거나 행렬이면, 그것은 색지도(color map)에서

표식(index)으로 사용된다. 다중 다각형(multiple polygon)은 3개 혹은 4개씩 쌍으로 구

성된 입력 값들을 fill3(x1,y1,z1,c1, x2,y2,z2,c2, ...)와 같이 나열하여 그릴 수 있다. 다음의

예제는 색깔을 가진 네 가지의 임의의 삼각형 내부를 채운 그림을 그린다.

>> fill3(rand(3,4),rand(3,4),rand(3,4),rand(3,4))

0
0.2

0.4
0.6

0.8
1

0

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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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6

0.8

1

>> P = [-1 -1 0 11; 1 -1 0 12; 0 1 0 13; 0 0 1 14];
>> X=P(:,1); Y=P(:,2); Z=P(:,3); C=P(:,4);
>> T = [1 2 3; 1 2 4; 2 3 4; 1 3 4]';
>> fill3(X(T), Y(T), Z(T), C(T))

-1

-0.5

0

0.5

1

-1

-0.5

0

0.5

1

0
0.5

1

색을 지정할 수 있는 함수들은 대개 세 개의 형태 중 하나로 색을 표현한다.

먼저, plot은 색을 표현하는 문자(예를 들어, 'r')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0에서 1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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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수를 사용하여 빨강, 녹색, 파랑의 강도을 나타내는 RGB 값(예를 들어[.25 .50

.75])을 이용하여 색깔을 정의한다. 다음은 몇몇 색의 RGB 값을 나타낸 표이다.

적 녹 청 색

0
1
1
0
0
1
1
0
0.5
0.5
1
0.49

0
1
0
1
0
1
0
1
0.5
0
0.62
1

0
1
0
0
1
0
1
1
0.5
0
0.4
0.83

black
white
red
green
blue
yellow
magenta
cyan

medium gray
dark red
copper

aquamarine

plot, plot3, contour와 contour3 함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색을 표현하지만,

mesh, surf, fill, pcolor와 대부분의 그림 그리기 함수들은 색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값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MATLAB에서는 3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이용하여 색지도(color map)를 정의한다. 아래는 MATLAB이 이용하는 10개의 색지도

함수의 예들이다.

함수명 색지도에 대한 설명

hsv Hue-saturation-value

hot Black-red-yellow-white

cool Shades of cyan and magenta

pink Pastel shades of pink

gray Linear gray-scale

bone Cray-scale with a tunge of blue

jet A variant of HSV

copper Linear copper-tone

prism Prism

flag Alternating red, white, blue, and black

각각의 색지도들은 64개의 색깔을 묘사하는 RGB값을 가진 64×3 행렬로 표현

된다. 예를 들어, hot은 검은 색으로부터 빨강, 오렌지, 노랑, 흰색까지 범위로 하는 색

깔의 RGB 값을 포함하는 64×3 행렬을 이용하여 색의 높낮이를 표현한다. hot(m)은

색의 고저를 m×3 행렬로 표현한다. colormap(M)은 행렬 M을 현재 그림에 사용되는

색지도로서 지정한다. 예를 들어, colormap(cool)은 cool 색지도의 64-원소 버전을 현재

의 색지도로 지정한다. 색지도가 행렬이라는 사실은 다른 배열들처럼 색지도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brighten(n)은 현재의 색지도를 밝게 하거나(0≤n≤1) 어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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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0). 명령어 newmap=brighten(n)은 현재의 지도를 바꾸는 것 없이 현재의 색지

도의 더 밝거나 어두운 버전을 만든다. 또한 몇몇 색지도를 혼합하여 새로운 색지도를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inkmap=sqrt(2/3*gray+1/3*hot)는 pink와 유사한 색지도를

만들어 준다.

색지도는 행렬이기 때문에 rgbplot(colormap) 명령어를 이용하여 그릴 수 있

다. rgbplot(hot)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붉은 부분을 우선 증가시키고, 그러고 나서 녹색

을, 그 다음에 파란색을 증가시킨다. rgbplot(gray)는 모든 세 가지 열을 선형으로 똑같

이 증가시킨다. 보통, 색지도는 데이터의 최소 값에서 최대 값으로 펼쳐지도록 짜여져

있다. 그러나, caxis 함수를 이용하면, 데이터 범위의 부분집합에 대한 전체적인 색지도

나, 단지 전체적인 데이터 그림에 대한 현재의 색지도에 대한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

한다.

colorbar 함수는 현재의 그림창에 대한 색지도를 보여주는 색깔 막대(color

bar)를 더한다. colorbar('horiz')는 현재의 그림 밑에 수평의 색깔 막대를 오게 한다.

colorbar('vertical')은 그림의 오른쪽에 수직의 색깔 막대를 위치시킨다. 상수가 없는

colorbar는 만약 어떤 색깔 막대도 존재하지 않으면 수직의 색깔 막대를 더하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색깔 막대를 업데이트한다. 다음의 예는 색지도를 변경하고 색지도

막대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있다.

>> mesh(peaks)
>> colormap(hsv)
>> color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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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요약

 plot 명령어는 벡터나 행렬의 행의 그림을 만들어준다. 명령어의 형태는 (xn,yn)이 데

이터 배열의 집합이고 Sn이 색깔과 점 표시와 선 모양을 지정하는 열 옵션일 때,

plot(x1,y1,S1, x2,y2,S2, ...)이다.

 grid는 그림의 축 표시에 격자 무늬를 넣는 것이다.

 제목과 축 이름은 title, xlabel, ylabel을 이용하여 더해질 수 있다.

 text(x,y,S) 명령어는 좌표 (x,y)에 현재 그림에 문자열 S를 넣는다.

 gtext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그림에 문자열의 위치를 정하게 한다.

 axis([xmin xmax ymin ymax])는 상수로서 주어진 값들에 현재의 그림을 맞춘다.

string이 수많은 특별한 옵션 중 하나일 때, axis('string')은 축의 한계를 바꾸거나 많

은 방법으로 그림의 표현을 바꾼다.

 print 명렁어는 프린터나 클립보드 또는 파일에 현재의 그림 창 안의 그림이 프린트

되게 한다.

 프린트된 그림의 방향은 orient 명령어로 바꿀 수 있다. 세 가지의 방향은 portrait,

landscape, tall이다.

 hold on으로 설정하면 현재의 그림에 다른 그림들을 더할 수 있다. hold off로 설정

하면 그리기 전에 그림 창을 제거한 후 다음의 plot 명령어를 실행한다.

 여러 그림 창은 figure 명령어를 이용하여 열 수 있다. figure(n)은 그림 창 n을 그리

기 기본창으로 설정한다.

 subplot 명령어를 이용하면 그림 창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zoom on으로 두면, 실행 그림 창은 마우스를 사용하여 확장시킬 수 있다.

 plot3은 plot 명령어의 3차원 버전이고 plot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zlabel은 3차원 그림에서 z축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axis([xmin xmax ymin ymax zmin zmax]) 명령어는 모든 세 개의 축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다. axis('ij')는 3차원 그림의 원점을 옮기고, 디폴트 관점에서 y축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도록 변하게 한다.

 텍스트 함수의 3차원 형태, text(x,y,z,S)는 현재의 그림 위 (x,y,z) 위치에 문자열 S를

오게 한다.

 xy 평면에서 똑같은 간격의 점들의 사각 격자는 meshgrid를 사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다. x, y가 벡터일 때, [X,Y]=meshgrid(x,y)는 행이 벡터 x의 카피(copies)인 행렬 X

와 열이 벡터 y의 카피(copies)인 행렬 Y에 의해 일반화한다. 좌표 (Xij, Yij)는 xy 평

면의 일반적인 사각 격자를 표현한다.

 Z가 행렬일 때, mesh(Z)는 점 (i,j,Zij)의 교점을 가진 3차원에서 그물을 그린다.

mesh(X,Y,Z)는 점 (Xij,Yij,Zij)의 교점을 가진 그물을 그린다. 색깔 상수는 옵션이다.

 surf는 mesh의 표면 버전이고 똑같은 상수들을 사용한다. surf는 그물 그림을 그리

고 선분 사이의 구멍 안을 적당한 색깔로 채운다.

 contour 명령어를 이용하여 등고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함수는 X와 Y가 x와 y

축을 지정하는 옵션 벡터이고 Z가 데이터 점들의 행렬이며, n이 그려지는 외곽선의

숫자 옵션, plot 명령어에서처럼 S가 색깔과 선 종류를 지정하는 문자열일 때, 일반



9.8 연습문제  195

적인 형태인 contour(X,Y,Z,n,S)로 사용한다.

 모조 색깔(pseudocolor) 그림은 pcolor를 사용하여 일반화될 수 있다. pcolor(C)는 C의

원소의 값이 그림의 각 셀(cell)의 색깔을 결정할 때, 행렬 C의 “체스판

(checkerboard)"을 일반화한다. X와 Y가 벡터거나 행렬일 때, pcolor(X,Y,C)는 X와 Y

에 의해 정의된 그물 위에서 모조 색깔 그림을 그린다.

 3-차원 그림의 관점에서의 각은 view 명령어로 설정할 수 있다. 대개의 포맷은 a가

방위(y-축으로부터 떨어진 각)이고 e가 고도의 각(x-y 평면 위의)일 때, view(a,e)이

다. 또 다른 형태는 (x,y,z)가 직교 좌표일 때, view([x y z])이다. view(2)는 2-차원 디

폴트 관점(view(0,90))을 설정하고, view(3)은 3-차원 디폴트 관점(view(-37.5,30))을 설

정한다.

 숨겨진 줄을 없애기는 hidden off와 hidden on가 사용된다.

 명암법의 세 가지 타입은 shading flat, shading interp와 shading faceted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색지도는 [r g b] 형태에서 어떤 색깔의 RGB 값을 포함하는 행이 있는 3열 행렬이

다. MATLAB은 다른 색지도를 만드는 10개의 함수를 제공한다.

 색지도는 어떤 배열 연산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고, colormap(M)은 행렬 M을 현재

의 색지도로 인스톨한다. M은 세 개의 열을 가져야만 하고 단지 0과 1 사이의 값을

포함한다.

 색깔 상수를 가지는 함수들은 대개 그림 색깔 안에서의 색깔들 중 하나를 표현하는

문자와 선 모양 표, [r g b] 형태의 하나의 RGB 값이나, 원소들이 규격화되어 있고

현재의 색지도의 표식으로 사용되는 열벡터나 행렬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

 색지도는, 색깔 막대를 표시하는 pcolor를 사용하거나 존재하는 그림에 색깔 규격을

더한 colorbar 함수를 사용하여, 색지도 행렬의 원소들을 보이게 표시할 수 있다.

 brighten은 현재의 색지도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색지도

를 만든다.

 CEMTool이나 Octave에서 차이를 가지는 MATLAB 그리기 함수들

그리기 기능 함수 : text/gtext(일부), grid/axis(일부), orient, ginput(Octave)

2차원 그리기 함수 : rose, fplot, fill, pcolor, contour(일부 상이),

stem/errorbar/compass/feather(Octave)

3차원 그리기 함수 : plot3/view(Octave), contour3, meshc, meshz, surfl,

hidden, shading, fill3, hsv, colorbar

9.8 연습문제

#1. 다항식   의 그래프를 ≦≦ 영역에서 그려라.

#2. x = [-2π, 2π] 영역에서 y=2*cos(x)와 y=sin(2*x) 그래프를 함께 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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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좌표평면에 곡선 [x, y, z]=[cosθ, sinθ, θ2+1]를 θ=[0, 10π] 영역에서 그려라.

#4. sin(x)의 테일러 급수는     


 ⋯     
 
  

와 같이 주어진

다. x = -2π에서 2π 영역에서, 를 함께 그려라.

#5. y=x3-ax+1의 그래프를 그리고, grid 명령어와 zoom 명령어를 이용하여, a=1일

때 함수의 해가 몇 개인지를 조사하여라. a의 값을 증가시키면서, 한 개의 단순 근

과 한 개의 중근을 가지는 a의 근사 값을 구하여라.

#6. x = 0에서 π 영역에서, y=x sin ( 1x )의 그래프를 그려라. x 사이의 간격을 0.1,

0.01, 0.001로 바꾸면서, zoom 명령어를 이용하여 확대한 x=0 근처에서 그래프의 모

양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구간을 조사하여라.

#7. 반지름이 a인 원A 내부에 반지름이 b인 원B이 접하면서 회전할 때, 원B 위의 한

점이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cos

   cos     sin

   sin 
점의 자취를 t=0에서 nπ까지 그려라.

#8. 다음의 극 곡선들을 polar 명령어를 이용하여 그려라.

(a) r = a(1-cosθ) (b) r =a sin(2θ)

(c) rθ=a (d) x=aθ-bsinθ, y=a-bcosθ, b> a

#9. x = 0에서 1 구간을 50개로 나눈 영역에서, y=rand(1000,1)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그려라.

#10. 곡면 z= 1-x2-y2을 


≤  ≤


영역에서 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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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이차곡면들을 z>0 영역에서 그려라.

(a) x2+y2+z 2=1 (b) x2+y2-z 2=1 (c) x2+y2-z 2=-1

(d) x2+y2-z 2=0 (e) x2+y2=z (f) x2-y2=z

#12. x2-y2=z의 곡면과 등고선 그림을 함께 그려라.

#13. x2-y2=z의 곡면의 높낮이를 색으로 표현하여라. (Hint: pcolor 명령의 2차원 함

수값을 색으로 나타내준다.)

#14. x2-y2=z의 곡면과 z=1, z=-1의 절단면에 생기는 교선을 plot3(x,y,z)를 이용하여

함께 그려라. (Hint: z=1의 절단면에 의해 두 개의 교선이, z=-1에 의해 두 개의 교선

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