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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도서출판 교우사는 1994년 창립 이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

교양과 지식의 기본을 가르치는

양서 출판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교양도서, 전문서적 등 다양한 도서를 통해

독자들과 함께 성장해온 저희 교우사는

신뢰와 가치를 기본으로

앞으로도 오래 갈수록 빛을 더하는 책,

독자의 가슴에 오래 남을 좋은 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입안내

목록에 수록된 모든 도서는 대형서점 및 각 대학의 구내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도서의 가격은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견본도서 및 강의자료 신청안내

이메일 신청(kyowoo@kyowoo.co.kr)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www.kyowoo.co.kr)을 이용하여 주시

고, 전화(02-925-286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서 및 번역서 의뢰

교우사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혁신적이고 참신한 도서를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습

니다. 이공계열 분야의 전공도서와 교양도서, 일반 단행본까지 검토 후 출간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겠습

니다. 

번역서의 경우 번역하시고자 하는 원서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번역권 체결부터 편집 

및 인쇄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8 교우빌딩 2층

대표전화 02-925-2861~2 팩스 925-2860 편집부 02-925-2825

E-mail kyowoo@kyowoo.co.kr Homepage www.kyowoo.co.kr

온라인 계좌번호 안내

국민은행 057-24-068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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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ㆍ276면ㆍ18,000원

ISBN 978‒89‒8172‒907‒3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르베그적분
‖김경화 역 ‖

∙ 르베그적분론-기원과 발달

∙ 리만의 적분론

∙ 리만의 아이디어의 전개: 1870-80

∙ 집합론과 적분론

∙ 세기 말: 전환의 시기

∙ 현대 적분론의 창조

∙ 르베그적분의 개척적 응용

∙ 에필로그: 르베그-스틸테스 적분

∙ 부록-연속함수의 미분에 대한 다니 정리

∙ 용어해설

2011년 발행

46배판ㆍ320면ㆍ20,000원

ISBN 978-89-8172-852-6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Financial Math 04

투자와 금융수학
‖전흥기 ‖

∙ 금리측정            ∙ 연 금  

∙ 수익률 ∙ 대출원리금 상환  

∙ 채 권 ∙ 이자율 기간구조  

∙ 채권의 듀레이션과 면역

∙ 선도계약과 선물계약

∙ 옵션 등

2010년 발행

46배판ㆍ252면ㆍ17,000원

ISBN 978-89-8172-841-0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전기 ․ 전자시스템 신뢰도 예측 
217Plus, MIL-HDBK-217, SR-332를 중심으로

‖전태보 ‖
∙ 서 론  ∙217-Plus 구조 및 방법론

∙ 부품 모형(Component Models)

∙ 시스템 신뢰도 예측

∙ 217-Plus를 이용한 신뢰도 평가 사례

∙ 217-Plus S/W에 의한 신뢰도 예측

∙ RIAC 데이터에 의한 고장률 산출

∙ MIL-HDBK-217 및 고장률 산출

∙ SR-332 규격 및 고장률 산출  ∙ 부록  

2011년 발행

46배판ㆍ318면ㆍ20,000원

ISBN 89-8172-867-0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Financial Math 06

파생상품 C++ 
‖이종희·김성기·정다래·김준석 ‖

∙ 파생금융상품

∙ MATLAB 기초 

∙ C++기초 

∙ 이또의 보조정리 

∙ 옵션가격이론

∙ 변동성 추정 

∙ 유한차분법

∙ Tree 가격결정모형 

∙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2010년 발행

46배판ㆍ288면ㆍ15,000원

ISBN 978-89-8172-775-8

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암호학의 이해
‖황규범 ․ 이시창 ․ 정명인 ‖

∙ 암호학 ∙ 고전암호 ∙암호해석 

∙ 암호학의 정보이론적 접근 

∙ DES와 AES ∙ 스트림암호 

∙ 공개키암호 ∙ 현대암호 

∙ 암호학적 해시함수 

∙ 인증과 무결성 ∙ 전자서명 

∙ 키의 분배 ∙ 공개키 기반구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2011년 발행

46배판ㆍ451면ㆍ29,000원

ISBN 978-89-8172-902-8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수학의 역사발생에 따른 
초등 수학교육 신서 

‖김용태 ‖
수학과 수학교육

∙ 수학의 인식론 

∙ 수학의 기초 

∙ 수학교육사의 개관 

∙ 수학학습심리학 

∙ 수학과 교수 - 학습의 기본 방향 

영역별 교수 - 학습 이론과 실제

∙ 수와 연산  ∙도형  ∙ 측정  ∙확률과 통계 

∙ 규칙성과 문제해결 

∙ 초등수학 영재교육론 

∙ 학습내용의 이해도 측정을 위한 진단과 

처방 

2013년 발행

46배판ㆍ324면ㆍ20,000원

ISBN 978-89-8172-801-4

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한국수학교육학회 수학교사 시리즈 10

수학교육연구방법-이론과 실제
‖전평국 ․ 박성선 ‖

∙수학교육연구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

∙ 문헌검토       ∙연구대상의 표집 

∙ 측정과 검사   ∙ 실험연구 

∙ 인과-비교연구 ∙ 상관관계연구 

∙기술연구  ∙문화기술적 연구 및 역사 연구 

∙ 자료의 통계적 분석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작성 

∙ 참고문헌 ∙부 록 ∙찾아보기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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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ㆍ240면ㆍ14,000원

ISBN 978-89-8172-777-2

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한국수학교육학회 수학교사 시리즈 8

교사를 위한 현대물리의 이해 
‖윤종국 ‖

전자기학
∙벡터 해석학  ∙맥스웰 방정식 

∙전기력과 자기력의 통합 

∙전자기와 빛의 통합

특수상대론
∙아이슈타인 이전 ∙ 로렌츠 변환식

∙로렌츠 변환의 결과들

∙특수상대론적 역학    

∙고유시간과 쌍둥이 역설

2007년 발행

46배판ㆍ322면ㆍ17,000원

ISBN 978-89-8172-693-5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유한체 및 그 응용
‖조성진 ‖

∙기본 개념

∙유한체의 구조

∙유한체 위에서의 다항식

∙유한체 위에서의 인수분해

∙선형점화수열

∙BCH 부호

∙자동 선형 순차 네트워크

∙타원곡선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풀이
일반상대론
∙ 휜 공간의 기하학 ∙시공간의 기하학 ∙등가 원리   

∙ 아이슈타인 방정식 ∙Schwarzschild 시공간과 블랙홀    

∙ 일반 상대론의 실험적 검증 

양자 역학
∙ 파동과 간섭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 불확정성의 원리 ∙슈뢰딩거 방정식 ∙찾아보기

2009년 발행

46배판ㆍ362면ㆍ24,000원

ISBN 978-89-8172-724-6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Proofs from The Book

하늘책의 증명
‖Martin Aigner, M. Ziegler 저

이상욱·고영미·강미현 역 ‖
∙정수론

∙기하

∙해석학

∙조합론

∙그래프 이론

∙삽화에 관하여 

2009년 발행

46배판ㆍ296면ㆍ15,000원

ISBN 978-89-8172-705-5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정수론과 암호학 (개정판)

‖이민섭 ‖
∙정수

∙합동식과 암호

∙Euler 정리와 원시근

∙공개키 암호

∙이차잉여와 소인수분해

∙연분수와 응용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07년 발행

신국판ㆍ322면ㆍ16,000원

ISBN 978-89-8172-708-6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비아르키메디언 적분과 
그 응용

‖김태균 ․ 장이채 ․ 임석훈 ․ 박순철 ․
석정영 ․ 최준용 ․ 유천성 ‖

∙수의 산술에 관한 소개

∙비 아르키메디언 불변적분

∙베르누이 수와 오일러 수

∙매스매티카 활용과 컴퓨터 알고리즘 

소개

∙특수함수의 q-아날로그

∙q-볼켄본 적분과 관련된 공식

∙비틀림 특수함수의 q-아날로그

∙참고문헌

2009년 발행

크라운판ㆍ590면ㆍ29,000원

ISBN 978-89-8172-709-3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수학

‖김용무 ‖
제1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수학
∙우리를 슬프게 하는 수학 

∙국립학과(國立學科) 

∙엉뚱한 생각 많이 하십시오? 

∙수학은 정의에서 시작한다 

∙보충 해설

제2장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수학
∙ 집합과 논리 ∙ 수의 성질과 연산 ∙ 식 계산하기와 방정식 

∙ 도형 ∙ 함수 ∙ 확률과 통계

∙ 그래프 이론과 이산수학 ∙맺음말 ∙ 보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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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신국판ㆍ184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95-3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수상

수학의 역사 2권

3대 작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곡선과 기구
‖김진호 ․ 김용대 ․ 서보억 ‖

∙ 작도  

∙ 역사적 유래 

∙배적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곡선 및 기구

∙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곡선 및 기구 

∙각의 삼등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곡선

및 기구 
2010년 발행
46배판ㆍ212면ㆍ15,000원

ISBN 978-89-8172-799-4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실용 에폭시 핸드북
‖이창훈 ‖

∙ 에폭시소개 

∙ 에폭시 수지의 구조와 특성 

∙ 에폭시 수지의 종류별 특성과 차이 

∙ 에폭시 수지의 경화제 

∙ 배합용 첨가물 

∙ 포뮬레이션 

∙ 포뮬레이션 예제 

∙ 부록 

∙ 찾아보기 

∙ 맺음말

2010년 발행
46배판ㆍ488면ㆍ27,000원
ISBN 978-89-8172-853-3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문제해결을 위한 수학 Power Math
‖장경윤 ․ 류현아 ․ 한세호

장만석 ․ 서효훈 ․ 홍선표 ‖
∙ 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

∙ 연립방정식과 행렬

∙ 이차방정식과 인수분해

∙ 다항식과 다항함수

∙ 제곱근과 역함수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 유리함수

∙ 삼각비와 일반각

∙ 삼각함수와 삼각방정식

2010년 발행
신국판ㆍ226면ㆍ12,000원
ISBN 978-89-8172-833-5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수상

수학의 역사 1권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  
‖김진호 ․ 김인경 ‖

∙ 피보나치 수열

∙ 황금분할

∙ 황금비의 적용

∙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에 관한 수학적 

정리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분할에 관한 Excel 

활동

2010년 발행
46배판ㆍ406면ㆍ23,000원
ISBN 978-89-8172-842-7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Financial Math 05

현대보험수리학
‖심주용 ․ 이장택 ․ 황창하 ‖

∙ 개요 ∙ 확률론 개요 

∙ 이자론 ∙ 생존분포와 생명표 

∙ 생명보험 ∙ 생명연금 

∙ 순보험료 ∙ 책임준비금 

∙ 손해보험 

2010년 발행
46배판ㆍ204면ㆍ12,000원
ISBN 978-89-8172-630-0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정수론 문제 탐구
‖윤영진 ‖

∙ 정수

∙ 소수

∙ 합동식

∙ 오일러 정리

∙ 원시근

∙ 이차잉여

∙ 부정방정식

∙ 연분수와 펠방정식

∙ 1000 이하의 소수에 대한 표

∙ 연습문제 해답

∙ 보충문제 해답

2009년 발행
46배판ㆍ296면ㆍ16,000원
ISBN 978-89-8172-798-7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계산기를 활용한 초등수학교육 
‖강  완 ․ 김진호 ․ 강태석 ․ 황정화

송정환 ․ 안희진 ․ 김숙현 ‖
∙ 교재 개발의 필용성 ∙계산기의 종류 

∙ 계산기의 기능 ∙3학년 

∙ 4학년 ∙5학년 

∙ 6학년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 우수교양도서

6



7

전

기

전

자

공

학

정
보
통
신

2006년 발행

46배판ㆍ244면ㆍ15,000원

ISBN 978-89-8172-637-9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한국수학 교육학회 수학교사 시리즈 2

유아수학교육의 탐구
‖김민경 ․ 홍혜경 ․ 이지현 ․ 이정욱 ‖

제1부 유아수학교육의 이론적 고찰
∙수학교육의 역사적 고찰

∙수학 교수-학습 이론

∙유아수학 교육의 내용 구조 

제2부 유아수학교육의 연구동향
∙수와 연산

∙기하

∙측정

∙규칙성과 통계

∙교수-학습 방법

제3부 유아수학교육의 비전
∙유아수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2007년 발행

46배판ㆍ234면ㆍ13,000원

ISBN 978-89-8172-665-2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명석·판명한 정신 : 
논리와 수학

‖정계섭 ‖
제1부 논리편
∙명제논리 ∙ 술어논리 ∙λ-연산

제2부 인문수학편
∙수학의 통일:집합

∙모든 것은 관계다

∙수학의 꽃:함수 ∙수학적 귀납법

∙우연의 정복 ∙백만인의 미적분

∙그래프 이론 첫걸음

∙게임이론: 윈－윈(win－win)게임은 가능한가? 

∙참고문헌

∙연습문제 풀이

2007년 발행

46배판ㆍ448면ㆍ25,000원

ISBN 89-8172-380-X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물리학자 푸리에와 
고속 푸리에 변환

‖최행진 ‖
∙균등수렴

∙델타함수

∙삼각다항식에 의한 최소제곱

∙푸리에 급수

∙푸리에 급수의 응용

∙이산 푸리에 급수

∙푸리에 적분

∙푸리에 적분의 응용  

2006년 발행

신국판ㆍ482면ㆍ20,000원

ISBN 89-8172-372-9

200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수학과 개연추론 
I권 : 수학에서의 귀납과 유추

‖G.polya 저|이만근 외 역 ‖
∙ 귀납법

∙ 일반화, 특수화 유추

∙ 입체기하에서의 귀납법

∙ 정수론에서의 귀납법 

∙ 귀납법의 다양한 예제들

∙ 좀더 일반적인 명제

∙ 수학적귀납법

∙최대와 최소

∙물리수학 

∙등주문제

∙더많은 종류의 개연추론

∙풀이

∙ 푸리에 변환

∙ 이산 푸리에 변환

∙ 이산 푸리에 변환에서 고속 푸리에 변환으로 도약

∙ 기수 2 고속 푸리에 변환 알고리즘

∙ 기수 4 고속 푸리에 변환 알고리즘들

∙ 분할 기수 고속 푸리에 변환

∙ 혼합된 기수 고속 푸리에 변환

∙ 다중차원 고속 푸리에 변환

∙ 정수론

∙ 소인수 고속 푸리에 변환

∙ 모듈라 고속 푸리에 변환

∙ Goertzel 알리고리즘

∙ 합성곱

2002년 발행

46배판ㆍ452면ㆍ23,000원

ISBN 89-8172-306-0

200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짧게 그러나 완벽하게 
위대한 수학자들의 삶

‖김승욱 ‖
∙고대 수학

∙중세시대의 수학

∙르네상스시대의 수학

∙이성주의시대의 수학

∙계몽주의시대의 수학

∙19세기의 수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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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Alan Jeffrey ‖

∙Part One : Review Material

∙Part Two : Vectors and Matrices 

∙Part Three :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Part Four : Fourier Series, Integrals, and The Fourier Transform

∙Part Five : Vector Calculus

∙Part Six : Complex Analysis

∙Part Seven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art Eight : Numerical Mathematics

2002년 발행ㆍ35,000원ㆍISBN 0-12-382592-X

 Numerical Methods (4/e)
‖ Faires, Burden ‖

∙Mathematical preliminaries and error analysis. 

∙Solutions of equations of one variable. 

∙ Interpolation and polynomial approximation. 

∙Numerical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Numerical solution of initial-value problems. 

∙Direct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 Iterative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Approximation theory. 

∙Approximating eigenvalues. 

∙Solutions of systems of nonlinear equations. 

∙Boundary-value problems fo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Numerical methods fo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2013년 발행ㆍ38,000원ㆍISBN 9780495385691 

THIRTEENTH EDITION

Introduction to Probability & Statistics (13/e)

‖Mendenhall ․ Beaver ․ Beaver ‖
∙Describing Data With Graphs 

∙Describing Data With Numerical Measures 

∙Describing Bivariate Data 

∙Probability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Several Useful Discrete Distributions 

∙The 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 

∙Sampling Distributions 

∙Large-Sample Estimation 

∙Large-sample Tests of Hypotheses 

∙ Inference from Small Samples 

∙The Analysis of Variance ∙ Linear Regression and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of Categorical Data 

∙Nonparametric Statistics ∙Appendix Ⅰ 

∙Data Sources ∙Answers to Selected Exercises 

∙ Index ∙Credits

2009년 발행ㆍ40,000원ㆍISBN 978-0-495-38959-0

－ 8 －



 

정보통신 ․ 전자 ․ 전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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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통계 분야의 자세한 도서목록이 필요하시면 
02) 925-2861로 연락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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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Thomson

38,000원

ISBN 978-1-4180-4173-1

Analog and Digital 
Signal Processing : 
An Integrated 
Computational approach 
With Matlab

‖ John Kronenburger
John Sebeson ‖

∙An Introduction to Signal Processing

∙Describing Signals 

∙Continuous-Time and dis-

crete-Time Systems 

∙The Frequency domain of Signals and 

Systems 

2002년 발행

ELSEVIER

35,000원

ISBN 0-12-382592-X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Alan Jeffrey ‖
Part One : Review Material
∙ Review of Prerequisites

Part Two : Vectors and Matrices 
∙ Vectors and Vector Spaces

∙ Matrices and Systems of Linear 

Equations

∙ Eigenvalues, Eigenvectors, and 

Diagonalization

Part Three :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s

∙ 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 Design 

∙ In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 Design 

∙ Oversampling and Multirate Digital Signal Processing Systems 

∙ Correlation and Autocorrelation of Signals 

∙ Adaptive Filters 

∙ Basic Digital Signal Processing of Images 

∙ Signal Processing With Wavelets 

∙ Case Studies in Digital Signal Processing 

∙ Complex Numbers and Complex Functions 

∙ Analog-to-Digital and Digital-to- Analog Conversion 

∙ What Makes A DSP A DSP? 

∙ The 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s 

∙ Bibliography 

∙ Index 

∙Second and Higher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and Systems

∙ The Laplace  Transform

∙ Series Solutions of Differential Equations, Special Functions, and 

Sturm-Liouville Equations

Part Four : Fourier Series, Integrals, and The Fourier Transform
∙ Fourier Series

∙ Fourier Integrals and the Fourier Transform

Part Five : Vector Calculus
∙ Vector Differential Calculus

∙ Vector Integral Calculus

Part Six : Complex Analysis
∙ Analytic Functions

∙ Complex Integration

∙ Laurent Series, Residues, and Contour Integration

∙ The Laplace Inversion Integral

∙Conformal Mapping and Applications to Boundary Value Problems

Part Seven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art Eight : Numerical Mathematics
∙ Numerical Mathematics

2004년 발행

Cengage

346면 / 35,000원

ISBN 0534391230

Digital Signal Processing 
Implementations: Using 
DSP Microprocessors 

‖ Srinivasan, Singh ‖
∙ Introduction. 

∙ Introduction To Digital Signal 
Processing. 

∙Computational Accuracy In Dsp 
Implementations. 

∙Architectures For Programmable 
Digital Signal Processing Devices. 

∙Programmable Digital Signal 
Processors. 

∙Development Tools For Digital Signal 
Processing Implementations. 

강의자료 제공

2007년 발행

Pearson Education

38,000원

ISBN 0-13-129331-1

Calculus (9/e)
‖Dale Varberg ․ Edwin J. Purcell

Steven E. Rigdon ‖
∙Preliminaries

∙Limits

∙The Derivative

∙Applications of the Derivative

∙The Definite Integral

∙Applications of the Integral

∙Transcendental Functions

∙Techniques of Integration

∙ Indeterminate Forms and Improper 

Integrals

∙ Infinite series

∙Conics and Polar Coordinates∙ Implementations Of Basic Dsp Algorithms. 

∙ Implementation Of Fft Algorithms. 

∙ Interfacing Memory And Parallel I/O Peripherals To Programmable Dsp 
Devices. 

∙ Interfacing Serial Converters To A Programmable Dsp Device. 

∙Applications Of Programmable Dsp Devices.

∙Geometry in space and Vectors

∙Derivatives for Functions of Two or More variables Multiple Integrals

∙Vector Calculus

∙Appendix

∙Answers to odd-Number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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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978-1-133-49257-3

Early Transcendentals

Essential Calculus (2/e)
‖ James Stewart ‖

∙Functions and Limits.

∙Derivatives.

∙ Inverse Functions: Exponential, 

Logarithmic, and Inverse 

Trigonometric Functions.

∙Applications of Differentiation.

∙ Integrals.

∙Techniques of Integration.

∙Applications of Integration.

∙Series.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Vectors and the Geometry of Space.

∙Partial Derivatives.

∙Multiple Integrals.

∙Vector Calculus.

2008년 발행

Pearson Education

40,000원

ISBN 978-0136033929

Elementary 
Differential Equations 

(6/e)

‖C. Henry Edwards
David E. Penney ‖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Linear Equations of Higher Order

∙Power Series Methods

∙Laplace Transform Methods

∙Linear Systems of Differential 

Equations

∙Numerical Methods

∙Nonlinear Systems and Phenomena

2006년 발행

Cengage Learning

18,000원

ISBN 978-0495014294

Essential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Student Solutions Manual)

‖ James Stewart ‖
∙ Functions and Limits

∙ Derivatives

∙ Inverse Functions

∙ Applications of Differentiation

∙ Integrals

∙ Techniques of Integration

∙ Applications of Integration

∙ Series

∙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 Vectors and the Geometry of Space

∙ Partial Derivatives

∙ Multiple Integrals

∙ Vector Calculus

2012년 발행

Pearson Education

40,000원

ISBN 978-0321758200

Fundamentals of 
Differential Equations 

(8/e)

‖Nagle, Saff, Snider ‖
∙ Introduction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Methematical Models and 

Numerical Methods Involving 

First-Order Equations

∙Linear Second-Order Equations

∙ Introduction to Systems and Phase 

Plane Analysis

∙Theory of Higher-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Laplace Transforms

∙Series Solutions of Differential 

Equations

∙Matrix Methods for Linear System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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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Academic Press

40,000원

ISBN 978-0123749352

Introductory  
Differential Equations
with Boundary Value Problems (3/e)

‖Martha L. Abell

James P. Braselton ‖
∙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First-Order Equations 

∙Applications of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Higher Order Equations 

∙Applications of Higher-Order 

Differential Equations 

∙Systems of Differential Equations 

∙Applications of Systems of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Introduction to the Laplace 

Transform 

∙Eigenvalue Problems and Fourier 

Serie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2001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0-534-37388-7

A First Course in 

Differential Equations 
(The classic) (5/e)

‖Dennis G. Zill ‖
∙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Applications of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of 

Higher-Order 

∙Applications of Second-Order 

Differential Equations: Vibrational 

Models 

∙Differential Equations with Variable 

Coefficients 

∙Laplace Transform 

∙Systems of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Numerical Methods fo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2009년 발행

Academic Press
38,000원

ISBN 978-0-12-374746-4

A Modern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2/e)

‖Henry J. Ricardo ‖
∙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 The Numerical Approximation of 

Solutions 

∙ Second- and Higher-Order 

Equations 

∙ Systems of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 The Laplace Transform 

∙ Systems of Non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 Some Calculus Concepts and 

Results 

∙ Vectors and Matrices 

∙ Complex Numbers 

∙ Series Solutions of Differential 

Equations

2007년 발행

Walter de Gruyter

35,000원

ISBN 978-3110191240 

Elements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avel Drabek
Gabriela Holubova ‖

∙Mathematical Models, 

Conservation and Constitutive Laws

∙Classification, Types of Equations, 

Boundary and Initial Conditions

∙Linea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of the First Order

∙Wave Equation in One Spatial 

Variables-Cauchy Problem in ℝ
∙Diffusion Equation in One Spatial 

Variable-Cauchy Problem in ℝ
∙Laplace and Poisson Equations in 

Two Dimensions

∙ Solutions of Boundary Value Problems for Stationary Equations

∙ Methods of Integral Transforms

∙ General Principles

∙ Laplace and Poisson equations in Higher Dimensions

∙ Diffusion Equation in Higher Dimensions

∙ Wave Equation in Higher Dimensions

∙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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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Academic Press

40,000원

ISBN 978-0-12-374719-8

Boundary Value Problems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6/e)

‖David L. Powers ‖
∙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Fourier Series and Integrals 

∙ The Heat Equation 

∙ The Wave Equation 

∙ The Potential Equation 

∙ Higher Dimensions and Other 

Coordinates 

∙ Laplace Transform 

∙ Numerical Methods 

2013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9781133111343 

Elementary 
Linear Algebra (7/e)

‖Ron Larson ․ Davidc Falvo ‖
∙Systems of Linear Equations 

∙Matrices 

∙Determinants 

∙Vector spaces 

∙ Inner Product Spaces 

∙Linear Transformations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Complex Vector Spaces (online) 

∙Linear Programming (online) 

∙Numerical Methods (online) 

2004년 발행

Prentice-Hall

48,000원

ISBN 0-13-065243-1

Applie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with Fourier Series and Boundary 
Value Problem (4/e)

‖Haberman ‖
∙ Heat Equation 

∙ Method of Separation of Variables 

∙ Fourier Series 

∙Wave Ewuation : Vibrating Strings and 

Membranes 

∙ Sturm-Liouville Eigenvalue 

Problems 

∙Finite Difference Numerical Methods 

fo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 Higher Dimensional Partial differ-

ential Equations

2009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7637-8248-1 

Alternate Edition

Linear Algebra 
with Applications (7/e)

‖Gereth Williams ‖
Part 1. 
Linear Equations, Vectors, 
and matrices
∙Linear Equations and Vectors

∙Matrices and Linear 

Transformations

∙Determinants and Eigenvectors

Part 2. Vector Spaces
∙General Vector Spaces

∙Coordinate Representations

∙ Inner Product Spaces

∙Numerical Linear Algebra

∙Linear Programming

∙ Nonhomogeneous Problems 

∙ Green’s Functions for Time-Independent Problems 

∙ Infinite Domain Problems : Fourier Transform Solutions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 Green’s Functions for Wave and Heat Equations The Method of 

Characteristics for Linear and Quasilinear Wave Equations 

∙ Laplace Transform Solution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 Dispersive Waves : slow Variations, Stability, Nonlinearity, and 

Perturb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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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제공

2004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0-534-40581-9

Linear Algebra and 
Matrix Theory (2/e)

‖Gilbert, Gilbert ‖
∙ Real Coordinate Spaces 

∙ Elementary Operations on Vectors 

∙ Matrix Multiplication 

∙Vector Spaces, Matrices, and Linear 

Equations 

∙ Linear Transformations 

∙ Determinants 

∙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 Functions of Vectors 

∙ Inner Product Spaces 

∙ Spectral Decompositions 

∙ Numerical Methods 

∙ Answers to Selected Exercises

2012년 발행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000원

ISBN 9780521548236 

Matrix Analysis (2/e)
‖Roger A.Horn ․Charles R.Johnson ‖
∙Eigenvalues, Eigenvectors, and 

Similarity

∙Unitary Similarity and Unitary 

Equivalence

∙Canonical Forms for Similarity and 

Triangular Factorization

∙Hermitian Matrices, Symmetric 

Matrices, and Congruences

∙Norms for Vectors and Matrices

∙Location and Perturbation of 

Eigenvalues

∙Positive Definite and Semidefinite 

Matrices

∙Positive and Nonnegative Matrices

2010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978-9814232005

Linear Algebra 
Theory and Application

‖ Yuma Ju, Wenxun Xing

Cuiqin Lin, Jinde Hu

Feiyan Wang ‖
∙Determinants 

∙Matrices 

∙Systems of Linear Equations 

∙Vector Spaces and Linear 

Transformations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Diagonalization of Matrices 

∙Quadratic Forms 

∙Applications 

∙Appendix A. Inner Product Space, 

Hermitian Quadratic Form 

∙Appendix B. Jordan Canonical Form 

(Abstract) 

2013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9780495385691 

Numerical Methods (4/e)

‖ Faires, Burden ‖
∙ Mathematical preliminaries and 

error analysis. 

∙ Solutions of equations of one 

variable. 

∙ Interpolation and polynomial 

approximation. 

∙ Numerical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 Numerical solution of initial-value 

problems. 

∙ Direct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 Iterative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 Approximation theory. 

∙ Approximating eigenvalues. 

∙ Solutions of systems of nonlinear 

equations. 

∙ Boundary-value problems for or-

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Numerical methods for partial dif-

ferential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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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534-40499-4

Numerical 
Analysis (8/e)

‖Richard L. Burden,
 J. Douglas Faires ‖

∙Mathematical Preliminaries and Error 

Analysis 

∙ Solutions of Equations in One 

Variable 

∙ Interpolation and Polynomial 

Approximation 

∙ Numerical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 Initial-Value Problems for Ordinary 

Differential 

2000년 발행

Pretice-Hall

35,000원

ISBN 0-201-30860-6

Numerical Methods 
With Matlab 
Implementations and 
Applications

‖Gerald W. Recktenwal ‖
∙ Introduction

PART 1  Matlab Basics
∙ Interactive Computing With Matlab 

∙Matlab Programming 

∙Organizing and Debugging Matlab 

Programs

PART 2  Numerical Techniques
∙Unavoidable Errors In Computing 

∙Finding The Roots of  f(x) = 0 

∙A Review of Linear Algebra 

∙Solving Systems of Equations

∙Least-Squares Fitting of A Curve to 

Data 

∙ Interpolation Numerical Integration 

∙Numerical Integration of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Appendix A  Eigenvalues and 

Eigensystems

∙Appendix B  Sparse Matrices

∙ Direct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 Iterative Techniques in Matrix Alagebra 

∙ Approximation Theory 

∙ Approximating Eigenvalues 

∙ Numerical solutions of Nonlinear Systems of Equations 

∙ Boundary-Value Problems fo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Numerical Solutions to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2004년 발행

Pearson Education

35,000원

ISBN 0-321-22335-7

Numerical Analysis and 
Scientific Computation

‖ Jeffery J. Leade ‖
∙ Nonlinear Equations

∙ Linear Systems

∙ Iterative Methods

∙ Polynomial Interpolation

∙ Numerical Integration

∙ Differential Equations

∙ Nonlinear Optimization

∙ Approximation Methods

∙ Answers

2010년 발행

McGraw-Hill

40,000원

ISBN 0070172005

Elementary Statistics: 
A Step by Step Approach
[A Brief Version] (5/e)

‖Allan G. Bluman ‖
∙The Nature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Frequency Distributions and Graphs 

∙Data Description 

∙Probability and Counting Rules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The Normal Distribution 

∙Confidence Intervals and Sample 

Size 

∙Hypothesis Testing 

∙Testing the Difference Between Two Means, Two Proportions, and 

Two Variances 

∙Correlation and Regression 

∙Chi-Square and Analysis of Variance (ANONA) 

∙Algebra Review 

∙Writing the Research Report 

∙Alternate Approach to the Standard Nomal Distribution 

∙Tables  ∙Data Bank

∙Glossary   ∙Bibliography 

∙Photo Credits   ∙Selected Answers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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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Cengage Larning

40,000원

ISBN 9781133109983

Understanding 
Basic Statistics (6/e)

‖Brase Brase ‖
∙Getting Started.

∙Organizing Data.

∙Averages And Variati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Elementary Probability Theory.

∙The Binomial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Related Topics.

∙Normal Curves And Sampling 

Distributions.

∙Estimation. 

∙Hypothesis Testing.

∙ Inferences About Differences. 

∙Additional Topics Using Inference.

강의자료 제공

2009년 발행

Cengage Larning

40,000원

ISBN 978-0-495-38959-0

THIRTEENTH EDITION

Introduction to 
Probability & Statistics 

(13/e)

‖Mendenhall ․ Beaver ․ Beaver ‖
∙Describing Data With Graphs 

∙Describing Data With Numerical 

Measures 

∙Describing Bivariate Data 

∙Probability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Several Useful Discrete 

Distributions 

∙The 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 

∙Sampling Distributions 

∙Large-Sample Estimation 

∙Large-sample Tests of Hypotheses 

∙ Inference from Small Samples 

∙The Analysis of Variance 

∙Linear Regression and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of Categorical Data 

∙Nonparametric Statistics 

∙Appendix Ⅰ ∙Data Sources 

∙Answers to Selected Exercises 

∙ Index ∙Credits

2010년 발행

Cengage Larning

38,000원

ISBN 978-0-470-50577-9

Statistics 
Principles and Methods, 6th Edition 
International Student Version (6/e)

‖Richard A. Johnson ‖
∙ Introduction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Data

∙Descriptive Study of Bivariate Data

∙Prob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s

∙The Normal Distribution

∙Variation in Repeated 

Samples-Sampling Distribution

∙Drawing Inferences From Large 

Samples

∙Small-Sample Inferences for 

Normal Populations

∙Comparing Two Treatments

∙Regression Analysis I

∙Regression Analysis- II

∙Analysis of Categorical Data

∙Analysis of Variance (ANOVA)

2011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840068279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ciences (8/e)

‖ Jay L. Devore ‖
∙Overview and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Discrete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tinuous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Random Samples

∙Point Estimation

∙Statistical Intervals Based on a 

Single Sample

∙Tests of Hypotheses Based on a Single Sample

∙ Inferences Based on Two Samples

∙The Analysis of Variance 

∙Multifactor Analysis of Variance

∙Simple Linear Regression and Correlation 

∙Nonlinear and Multiple Regression

∙Goodness-of-Fit Tests and Categorical Data Analysis 

∙Distribution-Free Procedures

∙Quality Control Methods

∙Appendix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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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Pearson

40,000원

ISBN 9780321694980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ciences (8/e)

‖Richard A. Johnson,
Irwin Miller, John Freund ‖

∙ Introduction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Data

∙Prob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s

∙Probability Densities

∙Sampling Distributions

∙ Inferences Concerning a Mean

∙Comparing Two Treatments

∙ Inferences Concerning Variances

2006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0-495-01940-2

Statistical Methods for 
Engineers (2/e)

‖Vining Kowalski ‖
∙Overture : Engineering Method and 

Data Collection

∙Data Displays

∙Modeling Random Behavior

∙Estimation and Testing

∙Control Charts

∙Linear Regression Analysis

∙ Introduction to 2k Factorial-Based 

Experiments

∙ Introduction to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Coda

∙Appendix

∙Answers to Selected Exercises

∙ Index

∙ Inferences Concerning Proportions

∙ Regression Analysis

∙ Analysis of Variance

∙ Factorial Experimentation

∙ Nonparametric Tests

∙ The Statistical Content of Quality-Improvement Programs

∙ Application to Reliability and Life Testing

2011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538735902

Probability & Statistics 
for Engineers (5/e)

‖Richard L. Scheaffer
Madhuri Mulekar

James T. McClave ‖
∙Data Collection and Exploring 

Univariate Distributions 

∙Exploring Bivariate Distributions and 

Estimating Relations 

∙Obtaining Data 

∙Probability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Multiva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s 

2009년 발행

Duxbury Press

35,000원

ISBN 978-0534386719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Its Applications (3/e)

‖Richard L. Scheaffer
Linda J. Young ‖

· Probability in the World Around Us 

· Foundations of Probability 

· Conditional Probability and 

Independence 

·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 Multiva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s 

· Functions of Random Variables 

· Som Approximations to Probability 

Distributions Limit Theorems 

· Extensions of Probability Theory 

∙ Statistics, Sampling Distributions, and Control Charts 

∙ Estimation 

∙ Hypothesis Testing 

∙ Inference For Regression Parameters 

∙ Analysis of Variance 

∙ Appendix Tables 

∙ References 

∙ Answers to Odd-Numbered Exercises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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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발행

DuxBury

25,000원

ISBN 0-534-38157-X

Applied Probability 
Models 

‖D. L. Minh ‖
∙Review of Probability Theory

∙Discrete-Time Markov Chains

∙Transient and Limiting Results

∙Classification of Finite Chains 

∙Finite Absorbing Chains

∙Finite Nonabsorbing Chains

∙ Infinite Chains

∙Poisson Streams of Events

∙From Renewal Streams to 

Regenerative Processes

∙Semi-Markov Chains

∙Continuous-Time Markov Chains

∙Markovian Queues

∙General Single-Server Queues: 

Simulation and

∙Other Techniques

2009년 발행

Thomson

576면 / 28,000원

ISBN 978-0071474986

Schaum's Outline Series

Basic Electricity
‖Milton Gussow ‖

∙The Nature of Electricity

∙Electrical Standards and 
Conventions

∙Ohm's Law and Power

∙Direct-Current Series Circuits

∙Direct-Current Parallel Circuits

∙Batteries

∙Kirchhoff's Laws

∙Determinant Solutions for DC 
Networks

∙Network Calculations

∙Magnetism and Electromagnetism

∙Direct-current Generators and 
Motors

∙Principles of Alternating Current

∙ Inductance, Inductive Reactance, 
and Inductive Circuits

∙Capacitance, Capacitive Reactance, 
and Capacitive Circuits

∙Single-Phase Circuits

∙Alternating-Current Generators and 
Motors

∙Complex Numbers and Complex 
Impedance for Series AC Circuits

∙AC Circuit Analysis With Complex 
Numbers

∙Transformers

∙Three-Phase Systems

∙Series and Parallel Resonance

∙Waveforms and Time Constants∙

2002년 발행

Thomson

400면 / 28,000원

ISBN 978-0071393072

Schaum's Outline Series

Electric Circuits (4/e)
‖Mahmood Nahvi

Joseph Edminister ‖
∙ Introduction 

∙Circuit Concepts 

∙Circuit Laws 

∙Analysis Methods 

∙Amplifiers and Operational Amplifier 
Circuits 

∙Waveforms and Signals 

∙First-Order Circuits 

∙Higher-Order Circuits and Complex 
Frequency 

∙Sinusoidal Steady-State Circuit 
Analysis 

∙AC Power 

∙Polyphase Circuits 

∙Frequency Response, Filters, and 
Resonance 

∙Two-Port Networks 

∙Mutual Inductance and Transformers 

∙Circuit Analysis Using Spice and 
Pspice 

∙The LaPlace Transform Method 

∙Fourier Method of Waveform Analysis 

∙Appendix A Complex Number System 

∙Appendix B Matrices and Determinants 

2010년 발행

McGraw-Hill

360면ㆍ28,000원

ISBN 978-0071632355

Schaum's Outline Series

Electromagnetics (3/e)
‖ Joseph Edminister ‖

351 solved problems 

Support for all the major textbooks for 

electromagnetics courses 

Topics include

Vector Analysis, Coulomb Forces and 

Electric Field Intensity , Electric Flux 

and Gauss' Law, Divergence and the 

Divergence Theorem, The 

Electrostatic Field: Work, Energy, and 

Potential, Current, Current Density, 

and Conductors, Capacitance and 

Dielectric Materials, Laplace's 

Equation, Ampere's Law and the 

Magnetic Field, Forces and Torques in 

Magnetic Fields, Inductance and 

Magnetic Circuits, Displacement 

Current and Induced EMF, Maxwell's 

Equations and Boundary Conditions, 

Electromagnetic Waves, 

Transmission Lines, Waveguides, 

Anten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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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Cengage Learning

432면 / 28,000원

ISBN 978-0071632898

Schaum's Outline Series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Random Processes  

(2/e)

‖Hwei Hsu ‖
∙ Introduction 

∙Demand, Supply, and Equilibrium: 

An Overview 

∙The Measurement of Elasticities 

∙Consumer Demand Theory 

∙Advanced Topics in Consumer 

Demand Theory 

∙Theory of Production 

∙Costs of Production 

∙Pric and Output Under Perfect 

Competition 

∙pric and Output Under Pure Monopoly 

∙Price and Output Under Monopolistic 

Comperition and Oligopoly 

∙Recent and Advanced Topics in 

Market Structure 

∙Game Theory and Oligopolistic 

Behavior 

∙ InPut Pricing and Employment 

∙General Equilibrium and Welfare 

Economics 

∙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Final Examination 

∙ Index 

2009년 발행

McGraw-Hill

456면ㆍ28,000원

ISBN 978-0071613996

Schaum's Outline Series

Physics for 
Engineering and Science 
(2/e)

‖Michael Browne ‖
∙Review of Mathematics 

∙Measurement and Physics 

∙Motion in One Dimension 

∙Motion in a Plane 

∙Newton's Laws of Motion 

∙Circular Motion 

∙Work and Energy 

∙Potential Energy and Conservation of 

Energy 

∙Linear Momentum and Collisions 

∙Rotational motion 

∙Angular momentum 

∙Statics and Elasticity 

∙Oscillations 

∙Gravity 

∙Fluids 

∙Waves and Sounds 

∙Temperature, Heat, and Heat Transfer 

∙The Kinetic Theory of Gases 

∙The First and Second Laws of thermodynamics 

∙Elextric Fields 

∙Gauss' Law 

∙Electric Potential 

∙Capacitance 

∙Current and Resistance 

∙Direct Current Circuits 

∙Magnetic Fields 

∙Sources of The Magnetic Field 

∙Electromagnetic Induction and Inductance 

∙Alternating Current Circuits 

∙Electromagnetic Waves 

∙Mirrors and Lenses 

∙ Interference 

∙Diffraction 

∙Special Relativity 

∙Atoms and Photons 

∙Quantum Mechanics 

∙Nuclear Physics 

∙Appendix 

∙ Index 



       

전자회로공학 (7/e)
‖Robert T. Paynter 저 |최성재 역 ‖

∙ 기초 반도체 이론 ∙다이오드

∙ 일반 다이오드 응용 ∙일반적인 다이오드 응용

∙ 특수목적용 다이오드 ∙쌍극성 접합형 트랜지스터

∙ 직류 바이어스 회로 ∙증폭기의 소개

∙ 공통 이미터 증폭기 ∙다른 형태의 BJT 증폭기

∙ 전력증폭기 ∙전계효과트랜지스터

∙ 금속 산화 전계 반도체 효과 트랜지스터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

∙ 연산증폭기 ∙부가적인 OP 앰프 응용

∙ 동조용 증폭기 ∙발진기

∙ 반도체 스위칭 회로 ∙사이리스터와 광전자소자

∙ 이산전압 조정기와 집적전압 조정기 ∙부록

∙ 찾아보기

강의자료, 풀이 CD 제공

2009년 발행 ․ 46배판 ․ 1172면 ․ 35,000원 ․ ISBN 978-89-8172-715-4

       

Numerical Methods (4/e)

‖ Faires, Burden ‖
∙ Mathematical preliminaries and error analysis. 

∙ Solutions of equations of one variable. 

∙ Interpolation and polynomial approximation. 

∙ Numerical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 Numerical solution of initial-value problems. 

∙ Direct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 Iterative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 Approximation theory. 

∙ Approximating eigenvalues. 

∙ Solutions of systems of nonlinear equations. 

∙ Boundary-value problems fo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Numerical methods fo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2013년 발행 ․ 38,000원 ․ ISBN 9780495385691 

확률 및 통계학 개론 (13/e)
Introduction to Probability & Statistics 

‖Mendenhall ․Beaver ․Beaver 저
 김영주 ․유영호 ․ 이승수 ․이영경 ․주상열 역 ‖

2013년 발행ㆍ변형판ㆍ398면ㆍ30,000원

ISBN 978-89-8172-845-8

선형대수학과 활용 (7/e)
‖Gareth Williams 저 | 윤복식 역 ‖

2012년 발행ㆍ46배판변형ㆍ562면ㆍ35,000원

ISBN 978‒89‒8172‒923‒3

ENV 이산수학 (개정2판)

‖황석근 ․ 이재돈 ․ 김익표 ‖
2012년 발행ㆍ46배판ㆍ383면ㆍ27,000원

ISBN 978-89-968148-9-4

교우미디어 발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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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발행

46배판/ 250면/ 12,000원

ISBN 89-8172-271-4

쉽네! 정보통신
‖井上伸雄 저, 조재경 역 ‖

기초원리부터 최첨단기술까지 이 한 권의 

책으로 한방에 배우세요!!!

제1부 통신기술의 지식
제2부 통신의 기초지식
제3부 통신의 전문 용어
∙ADSL

∙ ISDN

∙LAN

∙인터넷

∙광통신

∙페킷통신이란?

∙통신약속(프로토콜)

∙위성 CATV로 고속 인터넷

강의용 풀이 및 PPT 자료제공

2011년 발행

46배판/ 404면/ 26,000원

ISBN 978-89-8172-697-3

쉽게 배우는 디지털 신호처리
‖황재호 ‖

∙디지털 신호는 우리에게 친숙하다

∙임펄스 함수, 디지털 신호처리의 

시작이다

∙이산신호의 입출력과 시스템 이해

∙이산신호의 시간 해석

∙Z－변환

∙DFT

∙디지털 필터 해석과 설계

∙영상신호처리

∙연습문제 해답

2009년 발행

46배판/ 378면/ 20,000원

ISBN 978-89-8172-792-5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정보통신의 이해
‖정기석 ‖

∙정보통신의개요 

∙통신기술 

∙데이터통신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위성통신 

∙TV(방송) 

∙이동통신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초고속인터넷 

∙유비쿼터스 

∙찾아보기

Matlab 소스파일과 영상 CD 첨부

2009년 발행

46배판/ 330면/ 22,000원

ISBN 978-89-8172-802-1

처음부터 배우는

디지털영상처리와 비전
‖황재호 ‖

∙영상은 데이터이고 영상처리는 데이터 

처리이다 

∙화소(Pixel)와 색깔 그리고 배열 

∙영상향상(Image Enhancement) 

∙점처리(Point Process) 

∙마스크 처리(Mask Process) 

∙주파수 분석과 변환 

∙영상의 형태론적 처리(Morphology 

Technique) 

∙부록 

∙찾아보기 

강의용 풀이 및 PPT 자료제공

2009년 발행

변형판/ 442면/ 23,000원

ISBN 89-8172-275-7

아카데미 신호와 시스템 (개정판)

‖황재호 ‖
∙신호와 시스템에 관하여

∙신호의 시간적 표현

∙신호끼리 곱하기, 더하기 그리고 

컨벌루션

∙주파수 분석 기법

∙라플라스 변환과 주파수 분석

∙이산신호의 시간해석

∙Z-변환

∙DFT

∙부록: 힐버트변환, 상관함수

Coherencel, 켑스트럼

2002년 발행

46배판/ 262면/ 11,000원

ISBN 89-8172-227-7

DSP 하드웨어에 의한

디지털 신호처리 
(TMS 320 C-31 응용)

‖황재호 ‖
DSP 하드웨어 시스템(DSP LAB 2000)
∙개요

∙시스템 구성

∙시스템 블럭별 기능과 회로도

DSP LAB 2000 사용법
∙윈도우 환경하에서의 신호처리

∙입력창과 메뉴들

DSP LAB 2000을 활용한 디지털 
신호처리
∙신호분석

∙디지털 필터 설계와 응답

∙실험키트를 사용한 실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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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발행

46배판/ 410면/ 19,000원

ISBN 89-8172-347-8

디지털공학
‖김정선 외 ‖

∙서론

∙자료의 표현

∙코드의 이론

∙부울대수와 논리게이트회로

∙TTL과 CMOS회로

∙플립플롭회로

∙카운터 레지스터

∙데이터 전송 레지스터

∙인코더와 디코더

∙기억회로 및 동작원리

∙자기저장 장치

∙PLD/A/D와 D/A

2005년 발행

46배판/ 302면/ 15,000원

ISBN 89-8172-557-8

안테나공학
‖송도선 ․ 정인수 ‖

∙전기자기학

∙안테나

∙전파전파공학

2003년 발행

46배판/ 328면/ 16,000원

ISBN 89-8172-223-4

디지털 무선통신
‖강희조 외 ‖

∙기초편

∙푸리에 변환과 신호해석

∙펄스 변조

∙디지털 변조방식

∙검파 이론

∙무선통신과 페이딩

∙부호이론

∙대역확산 통신방식
2006년 발행

46배판/ 216면/ 10,000원

ISBN 89-8172-622-1

알기쉬운

실용 초고주파공학
‖류  황 ․ 이민수 ‖

∙파에 대하여

∙고주파란

∙고주파 환경에서 수동소자의 특성변화

∙집중정수회로와 분포정수회로

∙임피던스 매칭과 특성임피던스의 관계

∙스미스차트의 사용법

∙고주파의 파라미터

∙고주파 측정의 실제

∙고주파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 

2004년 발행

46배판/ 470면/ 22,000원

ISBN 89-8172-483-0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이경목 ‖

∙데이터통신의 기본개념

∙네트워크 토폴리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OSI-7 모델 ∙전송 매체

∙디지털 데이터 전송

∙TCP ∙ IP 프로토콜

∙네트워크와 라우터

∙동기식 통신 ∙교환기

∙SONET,SDH 신호

∙ATM ∙근거리 통신망

∙Gigabit이더넷 ∙FDDI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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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46배판/ 350면/ 22,000원

ISBN 89-8172-353-2

기초 전기 ․ 전자
‖박건작 ‖

∙전기이론의 기초

∙직류회로

∙전계와 자계

∙인덕터와 콘덴서

∙교류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연산증폭기와 555IC

∙발진 및 변 ․ 복조 회로

∙전자기초지식

∙연습문제 해답

2002년 발행

46배판/ 458면/ 20,000원

ISBN 89-8172-279-X

길잡이 회로이론 
‖최성재 ․ 윤석창 ․ 김기환 ‖

∙전기회로의 기초이론

∙키르히호프의 법칙

∙회로망 이론 ∙회로해석법

∙교류전류와 교류전압

∙RC 회로 ∙RL 회로

∙복소수와 공진 ∙고유 응답

∙페이저 표시법 ∙능동 필터

∙3상 회로 ∙4단자 회로망

∙라플라스 변환

∙비정현파(회로망이론)

강의용 풀이 및 PPT 자료제공

2008년 발행

46배판 / 328면/ 17,000원

ISBN 978-89-8172-750-5

전기전자의 이해
‖유춘식 ․ 어익수 ‖

∙전기전자의 기초

∙전기와 자기

∙전기전자 회로

∙전자에너지 변환기기

∙전력 발생과 전송

∙디지털논리

∙반도체소자와 제어회로

∙전기전자응용

∙참고문헌

∙부록

∙찾아보기

∙각장별 연습문제 풀이 수록 

2008년 발행

46배판/ 226면/ 12,000원

ISBN 978-89-8172-698-0

쉽게 풀어쓴 회로망 이론
‖이행우 ‖

∙회로의 기본 개념 ∙회로 법칙

∙회로 해석법 ∙에너지 저장소자

∙정현파와 페이저 ∙교류회로 해석

∙유도결합회로 ∙시간 응답

∙주파수 응답 ∙4단자 회로망

∙라플라스 변환 ∙부 록

∙연습문제 해답 

2005년 발행

46배판/ 459면/ 20,000원

ISBN 89-8172-287-0

전기 ․ 전자공학개론
‖권준식 외 ‖

∙전자공학과 전기공학의 기초

∙저항기

∙전자공학의 기초이론

∙교류전류와 교류전압

∙커패시터와 커패시턴스

∙인덕터와 인덕턴스

∙반도체 소자 ∙BJT와 FET

∙디지털 전자공학

∙변조 및 복조 ∙센서 재료

∙레이더와 안테나

∙집적회로 ∙조정된 전력공급

∙편향형 계측기의 원리

∙의용전자공학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동제어 ∙부록

강의자료, 풀이 CD 제공

2009년 발행

46배판/ 1172면/ 35,000원

ISBN 978-89-8172-715-4

전자회로공학 (7/e)
‖Robert T. Paynter 저

최성재 역 ‖
∙기초 반도체 이론

∙다이오드

∙일반 다이오드 응용

∙일반적인 다이오드 응용

∙특수목적용 다이오드

∙쌍극성 접합형 트랜지스터

∙직류 바이어스 회로

∙증폭기의 소개

∙공통 이미터 증폭기

∙다른 형태의 BJT 증폭기

∙전력증폭기

∙전계효과트랜지스터

∙금속 산화 전계 반도체 효과 트랜지스터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 ∙연산증폭기

∙부가적인 OP 앰프 응용 ∙동조용 증폭기

∙발진기 ∙반도체 스위칭 회로

∙사이리스터와 광전자소자 ∙이산전압 조정기와 집적전압 조정기

∙부록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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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행

46배판/ 476면/ 20,000원

ISBN 89-8172-246-3

전자회로공학
‖김종규 ․ 박종란 ․ 윤석창

최성재 ․ 현동환 ‖
∙전자공학의 기초 이론

∙반도체 물리 ∙정류기 다이오드

∙특수목적용 다이오드

∙다이오드 응용회로

∙쌍극성 트랜지스터(BJT)

∙소신호 증폭기

∙특수한 트랜지스터 회로

∙전력 증폭기

∙접합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차동증폭기

∙선형 연산 증폭기 회로

∙다이리스터 ∙신호 발생기

∙능동필터

2002년 발행

46배판/ 150면/ 7,000원

ISBN 89-8172-197-1

기초회로실험
‖조영송 외 ‖

∙납땜방법

∙옴의 법칙과 직렬, 병렬회로(저항 읽는 

법)

∙Kirchhoff의 전압, 전류 법칙

∙전압 분배기

∙분류기, 배율기

∙중첩의 정리

∙테브난 정리

∙노턴 정리

∙오실로스코프 사용법Ⅰ

∙오실로스코프 사용법Ⅱ

∙RLC 직렬회로(커패시터 읽는 법) 

∙RLC 병렬회로

∙RC 시정수 측정

∙공진회로

2002년 발행

46배판/ 210면/ 12,000원

ISBN 89-8172-296-X

전자회로 실험
(기초이론 및 응용회로)

‖오세농 외 ‖
∙기초이론 및 실험편

∙응용회로편

∙OP-AMP 실험편

2011년 발행

46배판/  222면/ 14,000원

ISBN 978-89-8172-743-7

전자기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
‖조재경 ‖

∙전자기학이란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 유도

∙전자기파

∙부 록(구배, 발산, 회전, 델연산자)

2002년 발행

46배판/ 186면/ 9,000원

ISBN 89-8172-196-3

알기쉬운 전자회로실험
‖윤석창 ․ 김기환 ‖

본 실험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회로에 

이르기까지 전자회로의 전반을 알기 쉽게 

다루었고, 학생들 스스로 회로를 구성하여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08년 발행

46배판/ 360면/ 20,000원

ISBN 978-89-8172-102-2

전기자기학 (제2판)

‖윤석창 ‖
∙벡터 연산과 좌표계

∙진공 중의 정전계와 전기력선

∙전속밀도, 가우스의 정리와 벡터계의 

발산

∙전위와 전위경도

∙도체계, 유전체 및 정전용량

∙전류밀도와 전류의 연속방정식

∙정자계 자속밀도 및 강자성체의 자화

∙전류의 자기작용과 벡터계의 회전

∙자기력 자기회로와 인덕턴스

∙유도기전력과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전자파와 전송선로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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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46배판/ 210면/ 10,000원

ISBN 89-8172-567-5

전기와 생활과학 (개정판)

‖백승철 ․ 이  욱 ‖
∙전기의 본성

∙기초 전기 회로

∙정현파교류

∙기초 전자기학

∙전기의 발생

∙전기의 응용

∙가정의 전기

∙참고문헌
2007년 발행

46배판/ 448면/ 25,000원

ISBN 89-8172-380-X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물리학자 푸리에와 
고속 푸리에 변환

‖최행진 ‖
∙균등수렴

∙델타함수

∙삼각다항식에 의한 최소제곱

∙푸리에 급수

∙푸리에 급수의 응용

∙이산 푸리에 급수

∙푸리에 적분

∙푸리에 적분의 응용  ∙ 푸리에 변환

∙이산 푸리에 변환        ∙이산 푸리에 변환에서 고속 푸리에 변환으로 도약

∙기수 2 고속 푸리에 변환 알고리즘 ∙기수 4 고속 푸리에 변환 알고리즘들

∙분할 기수 고속 푸리에 변환 ∙ 혼합된 기수 고속 푸리에 변환

∙다중차원 고속 푸리에 변환 ∙ 정수론

∙소인수 고속 푸리에 변환     ∙ 모듈라 고속 푸리에 변환

∙Goertzel 알리고리즘            ∙ 합성곱

2007년 발행

46배판 / 226면/ 13,000원

ISBN 978-89-8172-646-1

Understanding 

Electric Power Systems

전력시스템의 이해
‖ Jack Casazza ․ Frank Delea 저

장길수 ․ 차준민 역 ‖
∙전력산업의 역사

∙전력시스템

∙전력에 대한 기본 개념

∙전기에너지 이용

∙전력 생산

∙송전시스템

∙배전

∙전체 전력 계통의 기능

2006년 발행

46배판/ 406면/ 20,000원

ISBN 89-8172-578-0

첨단공학을 위한 정보수학
‖조성진 ․ 김한두 ․ 최언숙 ‖

∙행렬의 기본 개념과 연산

∙동치

∙행렬식

∙벡터공간

∙선형변환   

∙다항식 원소를 갖는 행렬

∙산술 수행 시간

∙유한체와 이차잉여

∙선형점화수열

∙ 신뢰도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경쟁 그리고 규제완화

∙ 법률제정과 규제－규제 네트워크

∙ 비즈니스 네트워크

∙ 독립계통운영자(ISO) 지역송전망기구(RTO)와 통합송전사업자(ITP)

∙ 머니 네트워크

∙ 정보, 통신, 그리고 제어망

∙ NERC, NAESB를 비롯한 기관들의 역할

∙ 구조개편의 진행 방향

2012년 발행

46배판/ 260면/ 13,000원

ISBN 89-8172-087-8

고전압 이론과 응용
‖김정태 ‖

∙서론

∙고전압의 발생

∙고전압의 측정

∙전계 계산

∙유전체의 절연파괴

∙절연 진단

∙과전압과 절연 협조

∙펄스 파워
2007년 발행

46배판/ 322면/ 17,000원

ISBN 978-89-8172-693-5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유한체 및 그 응용
‖조성진 ‖

∙기본 개념

∙유한체의 구조

∙유한체 위에서의 다항식

∙유한체 위에서의 인수분해

∙선형점화수열

∙BCH 부호

∙자동 선형 순차 네트워크

∙타원곡선



 

 

컴퓨터공학-수입원서

수학, 통계 분야의 자세한 도서목록이 필요하시면 
02) 925-2861로 연락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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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Cengage Learning

264면 / 40,000원

ISBN 0495189723

Graphic Design Basics 
(5/e)

‖Amy E. Arntson Emerita ‖
∙ Applying the Art of Design. 

∙ Graphic Design History. 

∙ Perception. 

∙ Toward a Dynamic Balance. 

∙ Good Gestalt. 

∙ Using Text Type. 

∙ Layout. 

∙ The Dynamics of Color. 

∙ Illustration and Photography in 

Design. 

∙ Advertising Design. 

∙ Production: The Tools and Process. 

∙ Web Design. 

2009년 발행

Jones & Bartlett 

45,000원

ISBN 978-0763772062

Discrete Structures
Logic, and Computability (3/e)

‖ James L. Hein ‖
∙Elementary Notions and Notations

∙Facts about Functions

∙Construction Techniques

∙Equivalence, Order, and Inductive 

Proof

∙Analysis Techniques

∙Elementary Logic

∙Predicate Logic

∙Applied Logic

∙Computational Logic

∙Algebraic Structures and Techniques

∙Regular Languages and Finite 

Automata

∙Context-Free Languages and 

Pushdown Automata

∙Turing Machines and Equivalent 

Models

∙Computational Notions

2007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619-21724-2

Learning to program with robots

JAVA
‖Byron Weber Becker ‖

∙Programming with Objects

∙Extending Classes with Services

∙Developing Methods

∙Making Decisions

∙More Decision Making

∙Using Variables

∙More on Variables and Methods

∙Collaborative Classes 

∙ Input and Output

∙Arrays

∙Building Quality software

∙Polymorphism 

∙Graphical User Interfaces

∙Epilogue

∙Appendix A : Glossary 

∙Appendix B : Precedence Rules

∙Appendix C : Variable Initialization 

Rules 

∙Appendix D : Unicode Character Set

∙Appendix E : Selected Robot 

Documentation

∙ Index

1991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981-4296-35-9

Discrete Mathematics
Theory and Applications
Revised Edition

‖D.S.Malik, M.K.Sen ‖
∙Foundations : Sets, Logic, and 

Algorithms 

∙ Integers and Mathematical Induction 

∙Relations and Posets 

∙Matrices and Closures of Relations 

∙Functions 

∙Congruences 

∙Counting Principles 

∙Discrete Probalility 

∙Recurrence Relations 

∙Algorithms and Time Complexity 

∙Graph Theory 

∙Trees and Networks 

∙Boolean Algebra and Combinatorial Circuits 

∙Finite Automata and Languages 

∙Appendix A: Exponents and Logarithms 

∙Appendix B: Matrices 

∙Appendix C: Generating Functions 

∙Answers 

∙References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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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9780840065285  

Mathematics : 
A Discrete Introduction (3/e)

‖ Edward Scheinerman ‖
∙ Fundamentals 

∙ Collections 

∙ Counting and Relations 

∙ More Proof 

∙ Functions 

∙ Probability 

∙ Number Theory 

∙ Algebra 

∙ Graphs 

∙ Partially Ordered Sets 

∙ Appendices 

∙ Index

2011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978-0-324-16488-6

CyberLaw -Text and Cases (3/e)

‖ Ferrera, Lichtenstein,
Reder, Bird, Schiano ‖

Introduction to CyberLaw 
∙E-Business and Cyberlaw. 

∙Jurisdiction.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Cyberspace 
∙Trademarks. 

∙Copyrights. 

∙Business Methods Patents. 

Business and Financial Issues in 
Cyberspace 
∙Online Contracting and Licensing 

Agreements. 

∙Sales Tax in E-Commerce. 

∙Online Security Offerings. 

Special Issues in Cyberspace 
∙Privacy. 

∙Obscenity. 

∙Defamation. 

∙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 Internet and Computer Crime 

1991년 발행

PWS-Kent

30,000원

ISBN 0-53492-373-9

Foundations of Discrete 
Mathematics

‖ Fletcher Hlyle Patty ‖
∙ Logic 

∙ Sets 

∙ Functions 

∙ Induction and Recursion 

∙ Algorithms 

∙ Counting 

∙Boolean Algebra and Gate Networks

∙ Matrices 

∙ Relations 

∙ Equivalence Relations and Order 

Relations 

∙ Graph Theory 

∙ Trees 

∙ Boolean Algebra Revisited 

∙ Advanced Counting 

∙ Algebraic Structures and Formal 

Languages

2000년 발행

Cengage Learning

448면 / 28,000원

ISBN 978-0071183581

Schaum's Outline Series

Data Structures 
with C++ 

‖ John R. Hubbard ‖
∙Review of C++ 

∙Pointers and Arrays 

∙Classes 

∙Recursion 

∙Stacks 

∙Quesues 

∙Lists 

∙Tables 

∙Trees 

∙binary Trees 

∙Search Trees 

∙Heaps and Priority Queues 

∙S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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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발행

Cengage Learning

422면 / 28,000원

ISBN 978-0071353465

Schaum's Outline Series

Programming with C++ 
(2/e)

‖ John R. Hubbard ‖
∙Elementary C++ Programming 

∙Fundamental Types 

∙Selection 

∙ Iteration 

∙Function 

∙Arrays 

∙Pointers and References 

∙C-Strings 

∙Standard C++ Strings 

∙Classes 

∙Overloading Operators 

∙Composition and Inheritance 

∙Templates and Iterators 

∙Standard C++ Vectors 

∙Container Classes 

∙Appendix 

∙ Index 

2010년 발행

Cengage Learning

432면 / 28,000원

ISBN 978-0071632898

Schaum's Outline Series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Random Processes  

(2/e)

‖Hwei Hsu ‖
∙ Introduction 

∙Demand, Supply, and Equilibrium: 

An Overview 

∙The Measurement of Elasticities 

∙Consumer Demand Theory 

∙Advanced Topics in Consumer 

Demand Theory 

∙Theory of Production 

∙Costs of Production 

∙Pric and Output Under Perfect Competition 

∙pric and Output Under Pure Monopoly 

∙Price and Output Under Monopolistic Comperition and Oligopoly 

∙Recent and Advanced Topics in Market Structure 

∙Game Theory and Oligopolistic Behavior 

∙ InPut Pricing and Employment 

∙General Equilibrium and Welfare Economics 

∙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Final Examination 

∙ Index 

1996년 발행

Cengage Learning

532면 / 28,000원

ISBN 978-0070240353

Schaum's Outline Series

Programming with C (2/e)
‖Byron Gottfried ‖

∙ Introductory Concepts 

∙C Fundamentals 

∙Operators and Expressions 

∙Data Input and Output 

∙Preparing and Running a Complete C 

Program 

∙Control Statements 

∙Functions 

∙Program Structure 

∙Arrays 

∙Pointers 

∙Structures and Unions 

∙Data Files 

∙Low-Level Programming 

∙Some Additional Features of C 

∙Appendix 

∙Answers to Selected Problems 

∙ Index 

2009년 발행

McGraw-Hill

496면 / 28,000원

ISBN 978-0071615860

Schaum's Outline Series

Discrete Mathematics 
(3/e)

‖ Seymour Lipschutz

Marc Lipson ‖
∙Set Theory

∙Relations

∙Functions and Algorithms

∙Logic and Propositional Calculus

∙Techniques of Counting

∙Advanced Counting Techniques, 

Recursion

∙Probability

∙Graph Theory

∙ Directed Graphs

∙ Binary Trees

∙ Properties of the Integers

∙ Languages, Automata, Grammars

∙ Finite State Machines and Turing Machines

∙ Ordered Sets and /lattices

∙ Boolean Algebra

∙ Appendix 1. Vectors and Matrices

∙ Appendix 2. Algebraic Systems



 

 

컴퓨터공학-국내서

수학, 통계 분야의 자세한 도서목록이 필요하시면 
02) 925-2861로 연락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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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발행

46배판/ 298면/ 15,000원

ISBN 89-8172-574-8

인터넷과 홈페이지 활용
‖한광희 ‖

∙인터넷 ∙인터넷 활용

∙정보검색엔진 ∙ Internet Explorer 

∙e-Mail ∙홈페이지

∙HTML ∙ 글자모양

∙문단모양 ∙목록태그

∙ 하이퍼링크 연결하기∙ 이미지 넣기

∙표 만들기 ∙프레임 만들기

∙멀티미디어 홈페이지의 작성

∙양식(FORM)만들기
강의자료, 풀이 CD 제공

2004년 발행

46배판/ 344면/ 15,000원

ISBN 89-8172-044-4

C 프로그래밍 언어
‖김용일 ․ 이명환 ․ 강문설 ‖

∙C 언어 소개

∙자료형, 상수, 변수

∙입출력문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함수

∙배열 ∙포인터

∙구조체 ∙파일 입출력

∙ 나모 웹에디터 ∙글자 입력하기

∙ 목록만들기 ∙수평선의 삽입

∙ 배경색과 바탕 화면 꾸미기 ∙그림의 삽입

∙ 표를 이용한 홈페이지의 작성 ∙하이퍼링크 연결하기

∙ 프레임 나누기 ∙레이어와 타임라인

∙ 스크립트 마법사 사용하기 ∙폼 필드를 이용한 회원가입 양식 만들기

∙ 게시판과 방명록 및 카운터 CGI의 설치와 사용

∙ 홈페이지 출판

2011년 발행

46배판/ 338면/ 18,000원

ISBN 978-89-8172-752-9

리눅스 시스템
‖나근식 ‖

∙리눅스 운영체제 소개

∙리눅스 시작하기

∙ vi편집기

∙파일과 디렉토리

∙프로세스

∙쉘

∙유용한 명령어들

∙쉘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도구

∙시스템 시작과 종료

강의자료, 풀이 CD 제공

2004년 발행

46배판/ 308면/ 12,000원

ISBN 89-8172-017-7

문제풀이 중심의 C언어 연습
‖김용일 ․ 강문설 ‖

∙ C프로그램 소개 및 기본 출력

∙ 상수, 변수 및 자료형

∙ 입출력문

∙ 연산자

∙ 조건문

∙ 반복문

∙ 함수 및 기억클래스

∙ 배열

∙ 포인터

∙ 구조체와 공용체

∙ 파일 입출력∙ 사용자 관리 ∙ 파일 시스템 관리 ∙기타 시스템 관리 ∙찾아보기

2007년 발행

46판/ 520면/ 25,000원

ISBN 978-89-8172-702-4

기초 C (예제 프로그램 중심)

‖오창혁 ‖
∙컴파일러 사용하기

∙main 함수와 출력

∙자료와 변수 ∙변수와 입출력

∙산술연산과 수학함수

∙제어의 흐름－분기

∙제어의 흐름－반복

∙함수 ∙변수의 유효범위

∙배열 ∙문자열

∙포인터와 배열 ∙전처리기

∙구조체와 공용체

∙구조체와 리스트

∙비트연산과 비트필드

∙윈도우 운영체제 관련

∙부록

2004년 발행

46배판/ 466면/ 20,000원

ISBN 89-8172-282-X

C 프로그래밍실습
‖김용일 ․ 강문설 ‖

∙C 프로그램 소개 및 기본 출력

∙자료형, 상수 및 변수

∙입출력문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함수 및 기억 클래스

∙배열

∙포인터

∙구조체와 공용체

∙파일 입출력함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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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행

46배판/ 438면/ 22,000원

ISBN 89-8172-267-6

초보자를 위한 Visual Basic 6.0 
프로그래밍 (개정판)

‖박봉구 외 ‖
∙Visual Basic의 개요

∙Visual Basic 프로그램의 기본

∙활용문 ∙폼 개체

∙컨트롤 개체 ∙배열

∙함수 ∙메뉴작성

∙데이터베이스 활용

∙보고서 ∙파일처리

∙공용 대화상자와 프린터 이용

∙Active X 컨트롤

∙인터넷 프로그래밍과 응용

∙프로그램 설치 마법사

∙응용 프로그램

2007년 발행

46배판/ 386면/ 19,000원

ISBN 978-89-8172-696-6

예비교사를 위한 

컴퓨터 활용교육
‖이태욱 ․ 박정호 ․ 송정범 ․ 김광열 ‖

∙ ICT 활용 교육이란?

∙운영체제

∙한글 2005의 교육적 활용

∙파워포인트의 교육적 활용

∙엑셀의 교육에의 활용

∙멀티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홈페이지의 교육적 활용

2003년 발행

46배판/ 492면/ 20,000원

ISBN 89-8172-381-8

초보자를 위한 

Java 프로그래밍
‖박봉구 ․ 김도윤 ․ 차병래 ‖

∙자바 프로그래밍

∙자바의 기본  요소

∙제어문 ∙객체와 클래스

∙패키지와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 ∙스레드(Thread)

∙입출력 클래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GUI 프로그래밍 ∙자바 애플릿

∙ JDBC ∙Swing

∙RMI

2008년 발행

46배판/ 262면/ 14,000원

ISBN 978-89-8172-763-5

앨리스(Alice)로 배우는

예비교사 알고리즘 
‖이태욱 ․ 송정범 ․ 김종한 ‖

Ⅰ 알고리즘(이론편)
∙알고리즘이란?

∙알고리즘의 이론

∙앨리스(Alice)는?

∙참고문헌

Ⅱ 알고리즘(실전편)
∙Alice로 풀어보는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맞는 순서도의 작성 및 

Alice로 표현하기 

2012년 발행

46배판/ 428면/ 23,000원

ISBN 89-8172-112-2

Windows용 FORTRAN
FORTRAN IV, FORTRAN 77과 

FORTRAN 90을 중심으로

‖민용식 ․ 차준민 ‖
∙서론

∙FORTRAN의 기본요소와 입 ․ 출력문

∙산술식

∙GO TO문

∙ IF문

∙DO문

∙배열과 DATA문

∙부프로그램

∙선언문과 파일 처리문

∙부록1.윈도우 MS-FORTRAN 환경

∙부록2. FORTRAN 명령어의 요약

2007년 발행

46배판/ 240면/ 12,000원

ISBN 978-89-8172-672-0

영재를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론
‖이태욱 ․ 안성훈 ․ 박정호

배영권 ․ 최영남 ‖
∙정보영재

∙프로그래밍 교육

∙비주얼베이직이란 무엇일까

∙비주얼베이직 맛보기

∙비주얼베이직의 기초

∙비주얼베이직에서 쓰이는 조건 ․ 반복 

구문

∙배열에 대해 알아보자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실습하기

∙비주얼베이직 6.0에서 다양한 예제 

실습하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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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46배판/ 294면/ 15,000원

ISBN 978-89-8172-671-3

영재를 위한 

오피스 교육론
‖이태욱 ․ 안성훈 ․ 박정호

배영권 ․ 남승현 ‖
∙정보영재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2005년 발행

46배판/ 406면/ 20,000원

ISBN 89-8172-499-7

ICT 활용을 위한 

웹자료 개발의 이론과 실제
‖전영국 외 ‖

∙ ICT와 교육

∙ ICT활용 교육의 자료설계

∙수학 교과에서의  ICT활용에 대한 교육 

- 학습설계

∙영어 교육과 ICT자료활용

∙웹을 활용한 지리과 수준별 수업모형 : 

구성주의적 접근

∙환경 교육관 ICT 활용교육

∙ ICT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 모형의 

개발과 수업적용

∙중등수학 웹자료 개발 및 ICT활용수업의 실제

∙영어학습용 웹자료 개발과 활용 방안

∙지리교과 멀티미디어 자료의 웹 DB화 및 활용

∙환경교과 ICT자료 개발의 사례

∙프로젝트 수업용 웹기반 BBS시스템 개발

∙ ICT활용 교육의 평가 방법

∙ ICT를 활용한 수업의 평가 사례

2006년 발행

46배판/ 308면/ 15,000원

ISBN 89-8172-618-3

머리가 좋아지는 

Logo 프로그래밍
‖전영국 ․ 김진영 ․ 김정섭

조인성 ․ 허영현 ‖
∙Logo의 소개 ∙Logo 언어의 소개

∙다각형 그리기 ∙정다각별

∙수 다루기

∙눈송이 모양 만들기

∙다양한 모양 만들기

∙하노이의 탑 ∙멀티미디어

∙화이트보드 ∙자료 유형과 정렬

∙수열과 파형 다루기

∙  파일 다루기 ∙바둑판 게임

∙부록

웹사이트 : 파일 소스코드 제공

2013년 발행

46배판/ 548면/ 32,000원

ISBN 978‒89‒8172‒949‒3

윈도우즈 암호 프로그래밍
‖이영환 ․ 최병문 ‖

∙암호학 개요

∙Visual Studio 암호 프로그래밍 준비

∙GMP와 OpenSSL을 사용하기 위한 

작업환경 구축

∙GMP와 OpenSSL을 활용한 기본 암호 

프로그래밍

∙GMP와 OpenSSL을 활용한 응용 암호 

프로그래밍

∙Microsoft CryptoAPI를 활용한 암호 

프로그래밍

∙암호 프로그래밍 응용

∙암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배포

2003년 발행

46배판/ 324면/ 15,000원

ISBN 89-8172-369-9

PASS 2000 2.0을 활용한

코스웨어의 개발
‖전영국 ‖

∙에듀미의 소개

∙PASS 2000 사용하기

∙예제 실습

∙중급 예제 실습

∙프로젝트 완성하기

∙코스웨어 소개

∙코스웨어 완성하기

∙소프트웨어 공모전 출품
2005년 발행

46배판/ 438면/ 20,000원

ISBN 89-8172-185-8

정보보호개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보호개요

∙암호

∙운영체제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악성소프트웨어

∙WWW 보안 및 침입차단시스템

∙전자상거래 보안

∙정보보호 평가 및 표준

∙정보보호 관리적 대책

∙정보보호 운영적 대책

∙정보보호법 ․ 제도 및 정보윤리

∙부록Ⅰ: 정보보호기술 전문용어

∙부록Ⅱ: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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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행

신국판/ 222면/ 9,000원

ISBN 89-8172-530-6

프로그래밍 마인드
‖박진수 ‖

∙코딩 마인드

∙작업 마인드

∙학습 마인드

∙발전 마인드

∙장인 마인드

∙대화 마인드

∙태도 마인드

∙자기관리 마인드 본문 ․ 연습문제 풀이 CD 포함

2004년 발행

46배판/ 292면/ 17,000원

ISBN 89-8172-419-9

MATHEMATICA로 이해하는 

그래픽과 사운드
‖한수경 ․ 강태원 ‖

∙매스매티카의 실행

∙내장된 수학함수 및 수학상수

∙매스매티카에 익숙해지기

∙계산의 진행 방법

∙도움말 보기

∙매스매티카 패키지

∙경고와 메시지 ∙계산 중단

∙2차원 그래픽/2차원 그래픽 패키지

∙3차원 그래픽/3차원 그래픽 패키지

∙애니메이션 ∙사운드 연주

∙사운드 객체 ∙사운드 패키지

∙참고문헌

2002년 발행

신국판/ 376면/ 15,000원

ISBN 89-8172-280-3

컴퓨터, 장자의 꿈 
(Would-be Worlds)

‖ John L. Casti 저, 강태원 역 ‖
컴퓨터를 통한 첨단과학의 변화, 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지식인의 필독서!

∙실물과 모델

∙프로그램으로서의 그림

∙놀라움의 과학

∙컴퓨터 속으로 들어간 세계

∙가상 세계의 실제성
2008년 발행

46배판/ 380면/ 19,000원

ISBN 89-8172-247-1

퍼지제어시스템
‖박종진 ․ 최규석 ‖

∙퍼지 이론이란?

∙퍼지 집합론

∙퍼지관계

∙퍼지 논리와 퍼지 추론

∙퍼지 제어 시스템

∙ MATLAB을 이용한 퍼지 시스템의 설계

2008년 발행

46배판/ 178면/ 13,000원

ISBN 978-89-8172-756-7

Visual C++ 6.0으로 구현한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최행진 ‖

제1부 사전 준비
∙색깔이란 무엇인가? 

∙MFC

제2부 2차원 컴퓨터 그래픽
∙함수의 그래프 

제3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초적 이론 

∙입체의 확대와 축소 

∙입체의 회전 

∙입체의 숨은선과 숨은 면 제거 

∙이변수함수의 그래프 

∙빛의 반사에 대한 Bui Tuong Phong의 

모델 

∙흑체복사 

2004년 발행

46배판 / 614면/ 25,000원

ISBN 89-8172-354-0

솔라리스 시스템과 
MySQL DB구축

‖조준익 ‖
∙솔라리스 시스템설치

∙MySQL.PHP 및 웹연동

∙MySQL 유틸리티 및 보안

∙MySQL 변수

∙MySQL 문

∙MySQL 서버함수

∙PHP에서 지원하는 MySQL C API 함수

∙PHP에서 사용되는 형식

∙PHP의 유용한 함수들

∙MySQL Tutorial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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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행

46배판/ 602면/ 27,000원

ISBN 89-8172-460-1

유닉스 시스템 
‖조준익 ‖

∙유닉스의 개요

∙유닉스파일시스템

∙시스템 사용

∙파일의 조작

∙문서 편집기

∙유닉스의 개요

∙쉘 스크립트

∙네트웍 사용

∙원격 시스템의 이용

∙홈페이지 작성

∙Solaris 서버구축

∙부록

MATLAB m-파일 CD 포함

2004년 발행

크라운판/ 392면/ 22,000원

ISBN 89-8172-191-2

유전알고리즘과 그 응용 
(개정판)

‖진강규 ‖
∙서론

∙최적화 개요와 해석적방법

∙최적화법

∙유전학과 유전알고리즘의 개요

∙단순 유전알고리즘

∙스키마 이론

∙단순 유전알고리즘의 프로그래밍

∙유전알고리즘의 주요논제

∙유전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이진코딩 유전알고리즘

∙실수코딩 유전알고리즘

∙병렬 유전알고리즘

∙조합 최적화 ∙시스템 식별

∙시스템 제어

∙신경회로망의 최적화

2004년 발행

46배판/ 648면/ 29,000원

ISBN 89-8172-461-X

MySQL 
‖조준익 ‖

∙MySQL, PHP 및 웹 연동 구축

∙MySQL 쉘 유틸리티

∙MySQL 관리

∙MySQL 변수

∙MySQL 문

∙MySQL 서버 함수

∙PHP에서 지원하는 MySQL C API 함수

∙MySQL Tutirial
2006년 발행

46배판/ 406면/ 20,000원

ISBN 89-8172-578-0

첨단공학을 위한 정보수학
‖조성진 ․ 김한두 ․ 최언숙 ‖

∙행렬의 기본 개념과 연산

∙동치

∙행렬식

∙벡터공간

∙선형변환

∙다항식 원소를 갖는 행렬

∙산술 수행 시간

∙유한체와 이차잉여

∙선형점화수열

∙부록

∙연습문제 풀이

2001년 발행

46배판/ 450면/ 17,000원

ISBN 89-8172-187-4

C/C++ 
컴퓨터알고리즘

‖민용식 ․ 오삼권 ‖
∙서론

∙기본적인 자료구조

∙분할-정복(Divide-and-Conquer) 

방법

∙Greedy 방법

∙동적 프로그래밍

∙Backtracking과 

Branch-and-Bound

∙문자열 처리와 NP문제

∙병렬 알고리즘

2007년 발행

46배판/ 322면/ 17,000원

ISBN 978-89-8172-693-5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유한체 및 그 응용
‖조성진 ‖

∙기본 개념

∙유한체의 구조

∙유한체 위에서의 다항식

∙유한체 위에서의 인수분해

∙선형점화수열

∙BCH 부호

∙자동 선형 순차 네트워크

∙타원곡선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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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발행

크라운판/ 204면/ 10,000원

ISBN 89-8172-426-1

HTML ․ JAVASCRIPT

프로그래밍과 웹수학
‖김영익 ‖

∙HTML과 홈페이지 작성

∙자바스크립트 소개

∙웹 수학의 구현

∙예문찾기

∙참고문헌

2012년 발행

46배판/ 383면/ 27,000원

ISBN 978-89-968148-9-4

교우미디어 발행

ENV 이산수학 (개정2판)

‖황석근 ․ 이재돈 ․ 김익표 ‖
∙시작하면서

∙순열과 조합

∙배열과 분배

∙점화식과 생성함수

∙최적화 문제

∙그래프

∙참고문헌

∙해답과 힌트

∙찾아보기

2001년 발행

46배판/ 330면/ 14,000원

ISBN 89-8172-253-6

자바와 함께하는 수학 
(Java Aided Mathematics)

‖김필호 ‖
∙자바란 무엇인가?

∙자바 프로그래밍의 기초

∙분수 계산

∙복소수 계산

∙벡터와 행렬

∙계산기 애플릿

∙프랙탈 애플릿

∙서블릿과 JSP

∙스윙 애플리케이션

2009년 발행

46배판/ 284면/ 15,000원

ISBN 89-8172-429-6

새로운 이산수학 입문
‖윤영진 ‖

제1부 선택과 배열
∙순열과 조합 ∙이항계수

∙비둘기집의 원리 ∙포함배제의 원리

∙집합과 수의 분할

제2부 그래프
∙그래프의 기본성질

∙오일러 그래프와 해밀턴 그래프

∙트리 ∙그래프의 활용 

제3부 생성함수와 점화식
∙생성함수 ∙점화식

제4부 순서
∙순서집합 ∙선형확장

∙격자와 부울대수 ∙연습문제 해답

2012년 발행

46배판/ 248면/ 15,000원

ISBN 89-8172-192-0

전산수학 (제2판)

‖오혜영 ‖
∙집합

∙명제와 논리

∙관계

∙함수

∙행렬

∙확률

∙부울대수

∙그래프

∙트리

∙순서구조

2010년 발행

46배판/ 236면/ 14,000원

ISBN 978-89-8172-806-9

이산수학 문제탐구
‖윤영진 ‖

∙순열과 조합

∙이항계수

∙비둘기집의 원리

∙포함배제의 원리

∙집합과 수의 분할

∙생성함수

∙점화식

∙연습문제 해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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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행

46배판/ 358면/ 18,000원

ISBN 89-8172-368-0

이산수학원론
‖채수환 외 ‖

∙집합

∙관계

∙함수

∙행렬과 행렬식

∙수학적 귀납법

∙알고리즘

∙차분방정식(점화식)

∙그래프 이론

∙트리

∙명제와 증명

∙순서집합과 속

∙부울대수

∙언어, 문법 및 오토마타 

∙연습문제 풀이

2011년 발행

크라운판/ 326면/ 18,000원

ISBN 89-8172-118-1

이산수학개론 (개정판)

‖김주목 ․ 김진천 ․ 김창한 ․ 이범수 ‖
∙기초개념

∙수학적 귀납법

∙정수론

∙집합

∙그래프

∙트리

∙합과 곱

∙점화관계의 정의와 성질

∙순열과 조합

∙확률

∙확률변수의 기대값 및 분산

∙상태기계

2005년 발행

크라운판/ 504면/ 25,000원

ISBN 89-8172-119-X

전산학을 위한 이산구조
‖박진홍 ‖

∙논리

∙기초 : 집합 및 함수

∙근본 :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복잡성  및 

알고리즘의 분석

∙수학적 귀납법 및 계산

∙근본적 원리

∙이산수치 함수와 생성함수

∙점화관계

∙그래프와 평면그래프

∙그래프와 알고리즘

∙수형도

∙수형도와 알고리즘

∙언어와 유한상태 기계

강의용 풀이집 제공

2011년 발행

46배판/ 248면/ 14,000원

ISBN 978-89-8172-251-7

전산수학과 통계학
‖조경숙 ․ 장덕준 ․ 신재경 ‖

제1부 전산수학
∙집합과 명제

∙순열과 조합

∙관계와 그래프

∙행렬과 연립방정식의 해법

∙순서구조와 부울대수

제2부 통계학
∙자료의 정리

∙대표값과 산포도

∙확률과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과 가설검정

∙상관과 회귀분석

2003년 발행

46배판/ 198면/ 12,000원

ISBN 89-8172-365-6

전산수학 및 전산이론 시리즈

형식언어와 유한상태머신
‖박진홍 ‖

∙기호열과 언어

∙형식문법

∙유한상태 머신

∙밀리머신과 무어머신의 유사성과 전환

∙상태집합의 분할과 축소머신

∙유한상태 수용기

∙정규표현과 정규집합

∙정규표현과 유한상태 수용기
2005년 발행

크라운판/ 264면/ 10,000원

ISBN 89-8172-055-x

인공지능－Expert System 내용 포함

전산수학
‖박현근 ․ 최성자 ‖

∙서론

∙집합

∙논리

∙함수와 관계

∙행렬과 행렬식

∙부울대수

∙순서구조

∙참고문헌

∙문제 및 연습문제 풀이

∙찾아보기

∙부록(이산수학 응용문제)



 

 

산업공학-수입원서

수학, 통계 분야의 자세한 도서목록이 필요하시면 
02) 925-2861로 연락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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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McGraw-Hill 

40,000원

ISBN 0070172005

Elementary Statistics: 
A Step by Step Approach 

[A Brief Version] (5/e)

‖Allan G. Bluman ‖
∙The Nature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Frequency Distributions and Graphs 

∙Data Description 

∙Probability and Counting Rules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The Normal Distribution 

∙Confidence Intervals and Sample 

Size 

∙Hypothesis Testing 

2007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0-495-11091-4

Understandable 
Statistics (9/e)

‖Charles Henry Brase
Corrinne Pellillo Brase ‖

∙Getting Started 

∙Organizing Data 

∙Averages and Variation 

∙Elementary Probability Theory 

∙The Binomial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Related Topics 

∙Normal Distributions 

∙ Introduction to Sampling 

Distributions 

∙Estimation 

∙Hypothesis Testing 

∙Correlation and Regression 

∙Chi-Square ad F Distributions 

∙Nonparametric Statistics 

∙Testing the Difference Between Two Means, Two Proportions, and 

Two Variances 

∙ Correlation and Regression 

∙ Chi-Square and Analysis of Variance (ANONA) 

∙ Algebra Review 

∙ Writing the Research Report 

∙ Alternate Approach to the Standard Nomal Distribution 

∙ Tables   ∙Data Bank

∙ Glossary   ∙Bibliography 

∙ Photo Credits   ∙Selected Answers 

∙ Index 

2013년 발행

Cengage Larning

40,000원

ISBN 9781133109983

Understanding 
Basic Statistics (6/e)

‖Brase Brase ‖
∙Getting Started.

∙Organizing Data.

∙Averages And Variati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Elementary Probability Theory.

∙The Binomial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Related Topics.

∙Normal Curves And Sampling 

Distributions.

∙Estimation. 

∙Hypothesis Testing.

∙ Inferences About Differences. 

∙Additional Topics Using Inference.

강의자료 제공

2007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0-495-11091-4

Elementary 
Statistics (10/e)
‖Robert Johnson ․ patricia Kuby ‖
∙Statistics

∙Descriptive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Single-Variable 

Data

∙Descriptive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Bivariate Data

∙Prob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s (Discrete 

Variables)

∙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s

∙Sample Variability 

∙ Introduction to Statistical Inferences 

Inferences

∙ Involving One Population

∙ Inferences Involving Two 

Populations

∙Applications of Chi-Square

∙Analysis of Variance

∙Linea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Elements of Nonparametric 

Statistics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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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Cengage Larning

40,000원

ISBN 978-0495831457

Elementary Statistics: 
Looking at the Big 
Picture (International Edition)

‖Nancy Pfenning ‖
∙ Introduction: Varivbles and 

Processes in Statistics 
Part I. Data Production 
∙Sampling: Which Individuals Are 

Studied 
∙Design: How Individuals Are Studied 
Part II. Displaying and Summarizing Data 
∙Displaying and Summarizing Data for 

a Single Variable 
∙Displaying and Summarizing 

Relationships 

2008년 발행

Wadsworth Publishing

38,000원

ISBN 978-0495501107

Applied Statistics 
for Public and Nonprofit 
Administration (7/e)

‖Kenneth J. Meier
Jeffrey L. Brudney

John Bohte ‖
∙Foundations of Quantitativ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 Inferential Statistics 

∙Analysis of Nominal and Ordinal Data 

∙Regression Analysis 

∙Special Topics in Quantitative 

Management 

Part III. Probability 
∙ Finding Probabilities ∙Random Variables 
∙ Sampling Distributions 
Part IV. Statistical Inference 
∙ Inference for a Single Categorical Variable 
∙ Inference for Single Quantitative Variable 
∙ Inference for Relationships between Categorical and Quantitative 

Variables 
∙ Inference for Relationships between Two Categorical Variables 
∙ Inference for Relationships between Two Quantitative Variables 
∙ How Statistics Problems Fit into the Big Picture 
∙ Non-parametric Methods (available online) 
∙ Two-Way ANOVA (available online) 
∙ Multiple Regression (available online) 

2008년 발행

Wadsworth Publishing

38,000원

ISBN 978-0495596523 

Understanding 
Statistics (9/e)
in the Behavioral Sciences 

‖Robert R. Pagano ‖
∙Overview 
∙Statistics and Scientific Method 
∙Descriptive Statistics 
∙Basic Mathematical and 

Measurement Concepts 
∙Frequency Distributions 
∙Measures of Central Tendency and 

Variability 
∙The Normal Curve and Standard 

Scores 
∙Correlation 
∙Linear Regression 
∙ Inferential Statistics 
∙Random Sampling and Probability 

2008년 발행

Thomson

38,000원

ISBN 978-0-495-38393-2

Tales of Distributions 

Basic Statistics (9/e)
‖Chris Spatz ‖

∙ Introduction 

∙Frequency Distributions and Graphs 

∙Central Tendency and Variability 

∙Other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Regression 

∙Theoretical Distributions Including 

the Normal distribution 

∙Samples, Sampling Distributions, 

and Confidence Intervals 

∙Hypothesis Testing and Effect Size: 

One-Sample Designs 

∙Hypothesis Testing, Effect Size, and Confidence Intervals: 

Two-Sample Designs 

∙Analysis of Variance: One-Way Classification 

∙Analysis of Variance: One-Factor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Factorial Design 

∙Chi Square Tests 

∙More Nonparametric Tests 

∙Choosing Tests and Writing Interpretations 

∙Appendixes / References / Index

∙ Binomial Distribution 
∙ Introduction to Hypothesis Testing Using the Sign Test 
∙ Power 
∙ Sampling Distributions, Sampling Distribution of the Mean, the 

Normal Deviate (z) Test 
∙ Student's Test for single Samples 
∙ Student' t Test for Correlated and Independent Groups 
∙ Introduction to the Analysis of Variance 
∙ Introduction to Two-Way Anlysis of Vriance 
∙ Chi-Square and Other Nonparametric Tests 
∙ Review of Inferenti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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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McGraw-Hill 

35,000원

ISBN 978-0070854659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Statistics (3/e)

‖Alexander M. Mood, etc. ‖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Distribution 

Functions, and Expectation

∙Special Parametric Families of 

Univariate Distributions

∙ Joint and Conditional Distributions, 

Stochastic Independence, More 

Expectation

∙Distributions of Functions of 

Random Variables

∙Sampling and Sampling Distributions

∙Parametric Point Estimation

∙Parametric Interval Estimation

∙Tests of Hypotheses

∙Linear Models

∙Nonparametric Method

2011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840068279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ciences (8/e)

‖ Jay L. Devore ‖
∙Overview and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Discrete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tinuous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Random Samples

∙Point Estimation

∙Statistical Intervals Based on a Single 

Sample

∙Tests of Hypotheses Based on a Single Sample

∙ Inferences Based on Two Samples

∙The Analysis of Variance 

∙Multifactor Analysis of Variance

∙Simple Linear Regression and Correlation 

∙Nonlinear and Multiple Regression

∙Goodness-of-Fit Tests and Categorical Data Analysis 

∙Distribution-Free Procedures

∙Quality Control Methods

∙Appendix Tables 

강의자료 제공

2009년 발행

Cengage Larning

40,000원

ISBN 978-0-495-38959-0

THIRTEENTH EDITION

Introduction to 
Probability & Statistics 

(13/e)

‖Mendenhall ․ Beaver ․ Beaver ‖
∙Describing Data With Graphs 

∙Describing Data With Numerical 

Measures 

∙Describing Bivariate Data 

∙Probability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Several Useful Discrete Distributions 

∙The 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 

∙Sampling Distributions 

2011년 발행

Pearson

40,000원

ISBN 9780321694980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ciences (8/e)

‖Richard A. Johnson,
Irwin Miller, John Freund ‖

∙ Introduction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Data

∙Prob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s

∙Probability Densities

∙Sampling Distributions

∙ Inferences Concerning a Mean

∙Comparing Two Treatments

∙ Inferences Concerning Variances

∙ Inferences Concerning Proportions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Factorial Experimentation

∙Nonparametric Tests

∙The Statistical Content of Quality-Improvement Programs

∙Application to Reliability and Life Testing

∙ Large-Sample Estimation 

∙ Large-sample Tests of Hypotheses 

∙ Inference from Small Samples 

∙ The Analysis of Variance 

∙ Linear Regression and Correlation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Analysis of Categorical Data 

∙ Nonparametric Statistics 

∙ Appendix Ⅰ ∙Data Sources 

∙ Answers to Selected Exercises 

∙ Index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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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538735902

Probability & Statistics 
for Engineers (5/e)

‖Richard L. Scheaffer
Madhuri Mulekar

James T. McClave ‖
∙Data Collection and Exploring 

Univariate Distributions 

∙Exploring Bivariate Distributions and 

Estimating Relations 

∙Obtaining Data 

∙Probability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Multiva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s 

2008년 발행

McGraw-Hill

48,000원

ISBN 978-0073108742

Applied Linear 
Statistical Models (5/e)

‖Michael Kutner
Christopher Nachtsheim

John Neter

William Li ‖
∙Simple Linear Regress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Nonlinear Regression 

∙Design and Analysis of 

Single-Factor Studies 

∙Multi-Factor Studies 

∙Specialized Study Designs 

∙ Statistics, Sampling Distributions, and Control Charts 

∙ Estimation 

∙ Hypothesis Testing 

∙ Inference For Regression Parameters 

∙ Analysis of Variance 

∙ Appendix Tables 

∙ References 

∙ Answers to Odd-Numbered Exercises 

∙ Index 

2006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0-495-01940-2

Statistical Methods for 
Engineers (2/e)

‖Vining Kowalski ‖
∙Overture : Engineering Method and 

Data Collection

∙Data Displays 

∙Modeling Random Behavior

∙Estimation and Testing

∙Control Charts

∙Linear Regression Analysis

∙ Introduction to 2k Factorial-Based 

Experiments 

∙ Introduction to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Coda

∙Appendix 

∙Answers to Selected Exercises

∙ Index

2009년 발행

Duxbury Press

35,000원

ISBN 978-0534386719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Its Applications (3/e)

‖Richard L. Scheaffer
Linda J. Young ‖

∙Probability in the World Around Us 

∙Foundations of Probability 

∙Conditional Probability and 

Independence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Multiva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s 

∙Functions of Random Variables 

∙Som Approximations to Probability 

Distributions Limit Theorems 

∙Extensions of Probabil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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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발행

DuxBury

25,000원

ISBN 0-534-38157-X

Applied Probability 
Models 

‖D. L. Minh ‖
∙Review of Probability Theory

∙Discrete-Time Markov Chains

∙Transient and Limiting Results

∙Classification of Finite Chains 

∙Finite Absorbing Chains

∙Finite Nonabsorbing Chains

∙ Infinite Chains

∙Poisson Streams of Events

∙From Renewal Streams to 

Regenerative Processes

∙Semi-Markov Chains

∙Continuous-Time Markov Chains

∙Markovian Queues

∙General Single-Server Queues: 

Simulation and

∙Other Techniques

2003년 발행

Prentice-Hall

38,000원

ISBN 0-13-067338-2

Engineering 
Economy (12/e)

‖ Sullivan Wicks Luxhoj ‖
Fundamentals of Engineering Economy
∙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y

∙ Cost Concepts and Design 

Economics

∙ Money-Time Relationships and 

Equivalence

Basic Topics in Engineering Economy
∙ Applications of Money-Time 

Relationships

∙ Comparing Alternatives

∙ Depreciations and Income Taxes

∙ Cost Estimation Techniques

∙Price Changes and Exchange Rates

∙Replacement Analysis ∙Dealing with Uncertainty

Additional Topics in Engineering Economy
∙Evaluating Projects with the Benefit-Cost-Ratio Method

∙Engineering Economy Studies in Investor-Owned Utilities

∙Probabilistic Risk Analysis ∙Capital Financing and Allocation

∙Dealing with Multiattributed Decisions

Appendixes
∙Accounting and Its Relationship to Engineering Economy

∙Abbreviations and Notation

∙ Interest and Annuity Tables for Discrete Compounding

∙ Interest and Annuity Tables for Continuous Compounding

∙Standardized Normal Distribution Function

∙Selected References ∙Answers to Problems

2001년 발행

World Scientific

25,000원

ISBN 978-981-02-4598-6

Series on Concrete and 

Applicable Mathematics Vol. 2

Problems in Probability
‖ T M Mills ‖

∙Sets, measure and probability 

∙Elementary probability 

∙Discrete random variables 

∙Continuous random variables 

∙Limit theorems 

∙Random walks 

∙Solutions 

∙Bibliography 

∙ Index

1993년 발행

John Wiley & Sons

22,000원

ISBN 0-471-57372-8

Modern Engineering 
Economy

‖Donovan H. Young ‖
∙Engineering Decision Making

∙Compound Interest and Discounted 

Cash Flow

∙Escalation and Inflation

∙Efficiency Measures

∙Evaluation of Alternatives

∙Leverage and Capital Budgeting

∙Public-Sector Decision Making

∙Risk and Uncertainty

∙Probabilistic Decision Making

∙Taxes, Depreciation, and Incentives

∙Design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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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발행

Engineering Press

34,000원

ISBN 1-57645-053-8

Engineering Economic 
Analysis (8/e)

‖Newnan Lavelle Eschenbach ‖
∙Making Economic Decisions

∙Engineering Costs and Cost 

Estimating

∙ Interest and Equivalence

∙More Interest Formulas

∙Present Worth Analysis

∙Annual Cash Flow Analysis 

∙Rate Of Return Analysis

∙Difficulties Solving For An Interest 

Rate

∙ Incremental Analysis

강의자료 제공

2008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978-0-324-65348-9

Quantitative Methods 
for Business (11/e)

‖Anderson Sweeney
Williams Martin ‖

∙ Introduction

∙ Introduction to Prob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s 

∙Decision Analysis

∙Utility and Game Theory

∙ forecasting 

∙ Introduction to Linear Programming

∙Linear Programming : Sensitivity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Solution

∙Linear Programming Applications 

∙Transportation, Assignment, and 

Transshipment Problems

∙ Other Analysis Techniques ∙Depreciation

∙ Income Taxes ∙Replacement Analysis

∙ Inflation And Price Change ∙Estimation Of Future Events

∙ Selection Of A 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

∙ Economic Analysis In The Public Sector

∙ Rationing Capital Among Competing Proiects

∙ A Further Look At Rate Of Return

∙ Integer Linear Programming  ∙ Project Scheduling : PERT/CPM

∙ Inventory Models  ∙Waiting Line Models

∙Simulation  ∙Markov Processes 

∙Multicriteria Decisions  ∙ Binomial Probabilities

∙Poisson Probabilities  ∙Areas for th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Values of References and Bibliography

∙Seif-Test Solutions and Answers to Even-Numbered Problems 

∙ Index 

2000년 발행

McGraw-Hill

32,000원

ISBN 0-07-118436-8

Simulation Using 
Promodel

‖Harrell Chosh Bowden ‖
Study Chapters
∙ Introduction to Simulation

∙System Dynamics

∙Simulation Basics

∙Getting Starte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odel Building

∙Model Verification and Validation

∙Simulation Output Analysis

∙Comparing Systems

∙Optimization

∙Modeling Manufacturing Systems

∙Modeling Material Handling Systems

∙Modeling Service Systems

2003년 발행

Prentice-Hall

30,000원

ISBN 0-13-032374-8

Operations Research 
(An Introduction) (7/e)

‖Hamdy A. Taha ‖
∙What Is Operations Research?

∙ Introduction to Linear Programming

∙The Simplex Method

∙Duality and Sensitivity Analysis

∙Transportation 

∙Model and Its Variants

∙Network Models

∙Advanced Linear Programming

∙Goal Programming

∙ Integer Linear Programming

∙Deterministic Dynamic

∙Programming

∙Deterministic Inventory Models/Review of Basic Probability

∙Forecasting Models ∙Decision Analysis and Games

∙Probabilistic Dynamic ∙Programming

∙Probabilistic Inventory Models

∙Queuing Systems ∙Simulation Modeling

∙Markovian Decision Process ∙Classical Optimization Theory

∙Nonlinear Programming Algorithms

∙AppendixA:Review of Vectors and Matrices

∙AppendixB:TORA Primer ∙AppendixC:Statistical Tables

∙AppendixD:Partial Answers to Selected Problems

Case Study Assignments Labs
∙ Introduction to Prmodel 4.2∙ProModel World View, Menu, and Tutorial

∙ A Quick Look at ProModel ∙ProModel’s Output Module

∙ Fitting Statistical Distribution to Input Data

∙ Basic Modeling Concepts ∙Model Verification and Validation

∙ Output Analysis ∙Comparing alternative Systems

∙ Simulation Optimization with SimRunner

∙ Intermediate Modeling Concepts

∙ Material Handling Concepts∙Additional Modeling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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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발행

Freeman

35,000원

ISBN 0-7167-1587-2

Linear Programming
‖CHVATAL ‖

∙Basic Theory

∙Selected Applications

∙Network Flow Problems

∙Advanced Techniques

∙Appendix : The Ellip Soid Method

2007년 발행

Elsevier

50,000원

ISBN 10:0-12-373637-4

B:978-0-12-373637-6

Table of 
Integrals, Series, 
and Products (7/e)
‖ I. S. Gradshteyn ․ I. M. Ryzhik ‖
∙ Introduction
∙Elementary Functions
∙ Indefinite Integrals of Elementary 

functions
∙Definite Integrals of Elementary 

functions
∙ Indefinite Integrals of Special 

Functions
∙Definite Integrals of Special 

Functions
∙Special Functions
∙Vector Field Theory

∙Algebraic Inequalities Integral Inequalities
∙Matrices and Related Results
∙Determinants 
∙Norms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Fourier, Laplace, and Mellin Transforms
∙The z-Transform
∙References
∙Supplemental references
∙ Index of Functions and Constants
∙General Index of Concepts

2004년 발행

McGraw-Hill

45,000원

ISBN 978-0073014661

Applied Linear 
Regression Models (4/e)

‖Michael Kutner
Christopher Nachtsheim

John Neter ‖
Part 1. Simple Linear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with One Predictor

∙ Inferences in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Diagnostics and Remedial Measures

∙ Simultaneous Inferences and Other 

Topics in Regression Analysis 

∙ Matrix Approach to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Part 2. Multiple Linear Regression
∙ Multiple Regression 1

∙ Multiple Regression 2

2005년 발행

Pearson Education

35,000원

ISBN 0-13-113413-2

Computer-Integrated 
Manufacturing (3/e)

‖ James A.Rehg

Henry W. Kraebber ‖
Introduction To Cim And The 
Manufacturing Enterprise
∙The Manufacturing Enterprise

∙Manufacturing Systems 

The Design Elements And Production 
Engineering
∙Product Design and Production 

Engineering

∙Design Automation: CAD and PDM

∙Design Automation:CAE

Controlling The Enterprise Resources 
∙ Introduction to Production and 

Operations Planning
∙ Regression Models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redictors

∙ Building the Regression Model 1 : Model Selection and Validation

∙ Building the Regression Model 2 : Diagnostics

∙ Building the Regression Model 3 : Remedial Measures

∙ Autocorrelation in Time Series Data

Part 3. Nonlinear Regression
∙ Introduction to Nonlinear Regression and Neural Networks

∙ Logistic Regression, Poisson Regression, and Generalized Linear 

Models

∙Detailed Planning and Production－Scheduling Systems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and Beyond

∙The Revolution in Manufacturing 

Enabling Processes And Systems For Modern Manufacturing
∙Production Process Machines and Systems

∙Production Support Machines and systems

∙Machine and System Control

∙Quality and Human Resource Issues in Manufacturing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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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발행

Prentice-Hall

25,000원

ISBN 0-13-087553-8

Computer-Integrated 
Manufacturing (2/e)

‖ James A. Rehg

Henry W. Kraebber ‖
Introduction to CIM and The 
Manufacturing Enterprise
∙The Manufacturing Enterprise

∙Manufacturing Systems

The Design Elements and 
Production Engineering
∙Product Design and Production 

Engineering

∙Design Automation : CAD

∙Design Automation : 

Computer-Aided Engineering

2003년 발행

Wiley, John & Sons

40,000원

ISBN 0-471-19375-5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Paul P. Biemer ․ Lars E. Lyberg ‖
∙Methods most often used in practice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the 

source on total survey error

∙ Implications of improving survey 

quality for organizational manage-

ment and costs.

Managing The Enterprise Resources
∙ Introduction to Production

∙ Operations Planning

∙ Introduction to Manufacturing Planning and Control

∙Material Planning, Production Scheduling, and Operating Systems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and Beyond

Enabling Processes and Systems for Modern Manufacturing
∙ Production Process Machines and Systems

∙ Production Support Machines and Systems

∙ Machine and System Control

∙ Quality and Human Resource Issues in Manufacturing

2002년 발행

ELSEVIER

35,000원

ISBN 0-12-382592-X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Alan Jeffrey ‖
Part One : Review Material
∙ Review of Prerequisites

Part Two : Vectors and Matrices 
∙ Vectors and Vector Spaces

∙ Matrices and Systems of Linear 

Equations

∙ Eigenvalues, Eigenvectors, and 

Diagonalization

Part Three :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s

1997년 발행

Wiley, John & Sons

33,000원

ISBN 0-471-19046-2

Statistical Control by 
Monitoring and 
Feedback Adjustment

‖George Box ․ Alberto Luceno ‖
∙Control in a Nonstationary World

∙Control Charts for Frequencies and 

Proportions

∙Control Charts for Measurement Data

∙Modeling Process 

∙Dynamics and Forecasting Using 

Exponential Smoothing

∙Time Series Models for Proces 

Disturbances

∙Process Adjustement Using 
Feedback

∙Second and Higher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and Systems

∙ The Laplace  Transform

∙ Series Solutions of Differential Equations, Special Functions, and 

Sturm-Liouville Equations

Part Four : Fourier Series, Integrals, and The Fourier Transform
∙ Fourier Series

∙ Fourier Integrals and the Fourier Transform

Part Five : Vector Calculus
∙ Vector Differential Calculus

∙ Vector Integral Calculus

Part Six : Complex Analysis
∙ Analytic Functions

∙ Complex Integration

∙ Laurent Series, Residues, and Contour Integration

∙ The Laplace Inversion Integral

∙Conformal Mapping and Applications to Boundary Value Problems

Part Seven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art Eight : Numerical Mathematics
∙ Numerical Mathematics

∙ Control:Manual Adjustment Charts

∙ Control of a Process with Inertia

∙ Feedback Control When There Are Adjustment Costs

∙ Including the Cost of Surveillance: How Often Should You Sample?

∙ Directed Process Monitoring and Cuscore Charts:Looking for 
Signals in Noise

∙ Simultaneous Adjustment and Monitoring

∙ A Brief Review of Time Seri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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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9781133111343 

Elementary 
Linear Algebra (7/e)

‖Ron Larson ․ Davidc Falvo ‖
∙ Systems of Linear Equations 

∙ Matrices 

∙ Determinants 

∙ Vector spaces 

∙ Inner Product Spaces 

∙ Linear Transformations 

∙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 Complex Vector Spaces (online) 

∙ Linear Programming (online) 

∙ Numerical Methods (online) 

2012년 발행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000원

ISBN 9780521548236 

Matrix Analysis (2/e)
‖Roger A.Horn ․Charles R.Johnson ‖
∙Eigenvalues, Eigenvectors, and 

Similarity

∙Unitary Similarity and Unitary 

Equivalence

∙Canonical Forms for Similarity and 

Triangular Factorization

∙Hermitian Matrices, Symmetric 

Matrices, and Congruences

∙Norms for Vectors and Matrices

∙Location and Perturbation of 

Eigenvalues

∙Positive Definite and Semidefinite 

Matrices

∙Positive and Nonnegative Matrices

2009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7637-8248-1 

Alternate Edition

Linear Algebra 
with Applications (7/e)

‖Gereth Williams ‖
Part 1. 
Linear Equations, Vectors, 
and matrices
∙ Linear Equations and Vectors

∙Matrices and Linear Transformations

∙ Determinants and Eigenvectors

Part 2. Vector Spaces
∙ General Vector Spaces

∙ Coordinate Representations

∙ Inner Product Spaces

∙ Numerical Linear Algebra

∙ Linear Programming

2013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9780495385691 

Numerical Methods (4/e)
‖ Faires, Burden ‖

∙Mathematical preliminaries and er-

ror analysis. 

∙ Solutions of equations of one 

variable. 

∙ Interpolation and polynomial 

approximation. 

∙ Numerical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 Numerical solution of initial-value 

problems. 

∙ Direct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 Iterative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 Approximation theory. 

∙ Approximating eigenvalues. 

∙ Solutions of systems of nonlinear 

equations. 

∙Boundary-value problems for ordi-

nary differential equations. 

∙ Numerical methods for partial dif-

ferential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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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534-40499-4

Numerical 
Analysis (8/e)

‖Richard L. Burden,
 J. Douglas Faires ‖

∙Mathematical Preliminaries and Error 

Analysis 

∙ Solutions of Equations in One 

Variable 

∙ Interpolation and Polynomial 

Approximation 

∙ Numerical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 Initial-Value Problems for Ordinary 

Differential 

2004년 발행

Pearson Education

35,000원

ISBN 0-321-22335-7

Numerical Analysis and 
Scientific Computation

‖ Jeffery J. Leade ‖
∙Nonlinear Equations

∙Linear Systems

∙ Iterative Methods

∙Polynomial Interpolation

∙Numerical Integration

∙Differential Equations

∙Nonlinear Optimization

∙Approximation Methods

∙Answers

∙ Direct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 Iterative Techniques in Matrix Alagebra 

∙ Approximation Theory 

∙ Approximating Eigenvalues 

∙ Numerical solutions of Nonlinear Systems of Equations 

∙ Boundary-Value Problems fo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Numerical Solutions to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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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학
‖David G. Luenberger 저 | 박구현 ․ 윤복식 ․ 이영호 역 ‖

∙서론 ∙이자율의 기초이론 

∙고정수익증권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자율 분석의 응용 ∙평균-분산 포트폴리오 이론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모형과 자료 

∙일반적인 원리 ∙선도, 선물, 스왑 

∙자산의 동적 모형 ∙옵션의 기초이론 

∙추가적 옵션이론 

2014년 발행ㆍ46배판변형ㆍ412면ㆍ29,000원

ISBN 978‒89‒8172‒951‒6

선형대수학과 활용 (7/e)
‖Gareth Williams 저 | 윤복식 역 ‖

∙선형방정식 ∙ 행렬

∙행렬식 ∙ 벡터공간

∙고유값과 고유벡터 ∙ 선형변환

∙내적공간 ∙ 수치적 방법

∙선형계획법 ∙ 부록

∙일부 연습문제 해답 ∙ 찾아보기

2012년 발행ㆍ46배판변형ㆍ562면ㆍ35,000원ㆍISBN 978‒89‒8172‒923‒3

Matrix Analysis (2/e)
‖Roger A.Horn ․Charles R.Johnson ‖

∙Eigenvalues, Eigenvectors, and Similarity

∙Unitary Similarity and Unitary Equivalence

∙Canonical Forms for Similarity and Triangular Factorization

∙Hermitian Matrices, Symmetric Matrices, and Congruences

∙Norms for Vectors and Matrices

∙Location and Perturbation of Eigenvalues

∙Positive Definite and Semidefinite Matrices

∙Positive and Nonnegative Matrices

2012년 발행ㆍ42,000원ㆍISBN 978052154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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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신국판/ 296면/ 20,000원

ISBN 978-89-8172-727-7

시그마플로우 가치흐름지도 그리기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린(Lean) 6시그마 분석과 
성과 향상
SigmaFlow VSM(Value Stream 

Mapping) Simulator

‖강현수 ․ 조영성 ‖
가치흐름지도(VSM)
∙가치흐름지도(VSM) 개요

∙가치흐름지도(VSM) 활용

∙시그마플로우 VSM 활용

시뮬레이션(Simulation)
∙시뮬레이션(Simulation) 개요

∙SigmaFolw Simulator 활용

∙시그마플로우 시뮬레이터 (SigmaFlow 

Simulator) 소프트웨어

2004년 발행

46배판/ 672면/ 30,000원

ISBN 89-8172-245-5

정보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e-비즈니스 시스템
‖오라클솔루션연구회 ‖

∙e-비즈니스 시스템의 개요

∙전자상거래 시스템(EC)

∙경영혁신

∙e-비즈니스 시스템 구조

∙고객관계관리

∙전사적자원관리(ERP)Ⅰ

∙전사적자원관리(ERP)Ⅱ

∙공급사슬관리(SCM)

∙전략적 기업경영

∙지식경영(KM)

∙산업 특화 솔루션

∙e-비즈니스 시스템 개발 및 구현방법

∙모바일 비즈니스

∙e-비즈니스 도입전략

2007년 발행

46배판/ 760면/ 45,000원

ISBN 978-89-8172-711-6

21세기 글로벌비전

중소기업의 전략경영
‖남동일 ‖

∙중소기업의 세계화 전략

∙중소기업의 활성화 전략

∙중소기업의 하도급 전략

∙중소기업의 벤처비즈니스 전략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전략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전략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략

∙중소기업의 자기계발 전략

∙중소기업의 월차결산 전략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전략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노하우

∙중소기업의 법무대책

∙경영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공장경영의 총점검

2004년 발행

크라운판/ 248면/ 12,000원

ISBN 89-8172-484-9

쉽게 풀어 쓴 

디지털 상인을 위한 전략과 
실제  

‖박찬수 ‖
∙디지털 혁명과 새로운 물결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환경분석

∙디지털 창업 전략 수립

∙전략적인 웹사이트 구축 전략

∙인터넷 창업 계획서

∙광고모델

∙중개모델,정보중개 모델

∙상거래, 제조업자형 모델

∙제휴 모델 ∙커뮤니티 모델

∙유망한 해외 e-Biz 모델

∙인터넷 비즈니스 용어정리

∙인터넷 비즈니스 전략을 위해 꼭 읽어야 

할 외국서적 50선

부록 CD 포함

2001년 발행

변형판/ 704면/ 28,000원

ISBN 89-8172-234-X

e-commerce.com 

전자상거래 기술과 경영
‖최덕원 ‖

제1부 전자상거래의 기초∙전자상거래의 개요    ∙전자상거래의 유형∙전자상거래의 구성 요소

제2부 전자상거래의 기술∙인터넷과 주변기술의 이해∙데이터 통신이론∙웹 호스팅과 웹 서버 구축∙웹 페이지 제작 ∙전자상거래와 웹 DB∙웹 에이전트∙보안과 암호화 인증 및 전자지불

제3부∙전자상래와 벤처 창업∙창업보육센터와 벤처기업 지원제도∙전자상거래의 성공적 경영전략 ∙고객 관계 관리∙전자상거래 시대의 물류∙전자상거래 시대의 변화관리∙전자상거래와 법률

2004년 발행

46배판/ 300면/ 14,000원

ISBN 89-8172-428-8

전자상거래구축 실무
‖김평구 외 ‖

∙서버구축과 웹문서

∙액티브 서버 객체

∙SQL과 ADO

∙쇼핑몰 구축

∙부록1. Global.asa 파일 사용법

∙부록2. MS -SQL 2000 Server 사용법

∙부록3. 전자상거래 관리사 필기시험 

대비

∙부록4. 전자상거래 관리사 실기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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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발행

46배판/ 214면/ 10,000원

ISBN 89-8172-276-5

미국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을 가다 
(항공산업에서 포르노산업까지)

‖박찬수외 인터넷컨설팅그룹 ‖
∙웹 컨설팅 산업 ∙ ISP산업
∙벤처캐피탈 산업 ∙보안산업
∙포탈산업 ∙컨텐츠산업
∙무선인터넷산업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산업 ∙보험산업
∙사이버의료산업 ∙E-금융산업
∙물류산업 ∙여행산업
∙Entertainment산업
∙교육산업 ∙에너지산업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게임산업 ∙화장품산업
∙광고산업 ∙출판산업
∙포르노산업

CD 포함

2007년 발행

46배판/ 310면/ 20,000원

ISBN 978-89-8172-679-9

optimization modeling with LINGO

LINGO 최적화 모형 
제1권 경영과학 입문

‖ Linus Schrage 저
주운기 ․ 최성훈 ․ 정근채 ․ 이근철 역 ‖
∙최적화란 무엇인가?

∙LINGO를 이용하여 수리계획 문제 

해결하기

∙해(解) 해석하기

∙모델 구축 절차

∙세상을 셋 관점으로 조망하기

∙제품조합 문제

∙커버링, 참모, 절단 모델

∙정수계획 모형화 및 해법

∙서비스 대기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최적화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참고문헌

강의자료 제공

2010년 발행

46배판/ 348면/ 20,000원

ISBN 978-89-8172-305-7

ENGINEERING ECONOMY

공학경제 (제2판)

‖조성구 외 ‖
∙서 론

∙기초적인 경제 개념

∙등가 계수와 등가계산

∙인플레이션과 등가계산

∙투자 대안의 선정

∙설비 대체안 평가와 의사결정

∙회계와 공학경제

∙감가상각

∙부록

∙연습문제 풀이

CD 포함

2007년 발행

46배판/ 392면/ 25,000원

ISBN 978-89-8172-680-5

optimization modeling with LINGO

LINGO 최적화 모형 
제2권 경영과학 응용

‖ Linus Schrage 저
주운기 ․ 최성훈 ․ 정근채 ․ 이근철 역 ‖
∙네트워크, 분배망 및 PERT/CPM

∙다중기간 계획 문제

∙입력 자재의 혼합 문제

∙불확실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추계적 

계획

∙포트폴리오 최적화

∙다기준과 목적계획법

∙경제적 균형과 가격 정책

∙게임이론과 비용할당

∙재고, 생산, 공급사슬관리

∙참고문헌

2012년 발행

46배판/ 368면/ 24,000원

ISBN 978-89-8172-366-8

알기쉬운 경제성공학 (제2판)

‖박영홍 ‖
제1부 서 론
∙경제성공학/경제학의 기초개념

제2부 시간과 화폐가치
∙화폐의 시간적 가치와 이자

∙이자계산과 경제적 등가

∙특수이자계산

제3부 투자대안의 결정
∙대안의 비교방법/손익분기점 분석

제4부 원가계산 및 감가상각
∙일반회계와 원가회계/감가상각과 

세금/인플레이션

제5부 경제성공학의 계량적 기법
∙의사결정분석/시뮬레이션/경제적 

주문량 및 생산량/프로젝트관리/

마코브과정 연습문제 해답

2009년 발행

46배판/ 570면/ 29,000원

ISBN 978-89-8172-781-9

경영과학개론
‖성창섭 ․ 오근태 ․ 박명환 ․ 양성민

이운식 ․ 박창권 ․ 주운기 ․ 권수태

주철민 ․ 진현웅 ․ 송상화 ‖
∙경영과학 개요 

∙선형계획법의 기본개념 및 도해법 

∙선형계획법의 대수적 해법 

∙선형계획법의 응용 

∙수송모형 및 할당모형 

∙네트워크 모형 ∙정수계획법 

∙목표계획법 ∙비선형계획법 

∙동적계획법 

∙의사결정론 및 게임이론 

∙마아코프 분석 ∙대기행렬이론 

∙시물레이션 ∙발견적 해법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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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용 경영과학 프로그램 CD제공

2003년 발행

46배판/ 484면/ 26,000원

ISBN 89-8172-375-3

컴퓨터를 활용한 사례중심의

경영과학
‖박순달 외 ‖

∙경영과학 개요 ∙선형계획모형

∙여러가지 선형계획법 문제

∙감도분석과 쌍대성

∙수송문제 유형 ∙정수계획법

∙네트워크이론

∙프로젝트 일정계획

∙의사결정분석 ∙게임이론

∙동적계획법 ∙대기어론

∙비선형계획법 ∙휴리스틱스

2007년 발행

46배판/ 452면/ 23,000원

ISBN 978-89-8172-674-4

경영과학의 이론과 실제
‖박용성 ‖

∙개요

∙선형계획법

∙그래프이론의 응용

∙확률이론의 응용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04년 발행

46배판/ 496면/ 27,000원

ISBN 89-8172-471-7

경영과학 실무활용
‖김여근 ․ 김우제 ․ 박순달 ‖

∙경영과학이란 무엇인가
∙경영과학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산업공학에서의 경영과학
∙과학적 관리방법
∙경영과학 방법론
∙경영과학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위험관리
∙유통물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공급사슬관리에서의 활용
∙의료서비스 산업에서의 활용
∙유전알고리즘과 적용
∙제품개발에서의 경영과학 응용
∙항만 물류시스템에서 야드 재고수준
∙고객관계관리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인간공학에서의 경영과학 응용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과 경영과학

2006년 발행

46배판/ 428면/ 22,000원

ISBN 978-89-8172-635-3

e-비즈니스 시대의 경영과학
‖김상오 ‖

∙서론 ∙선형계획법

∙쌍대문제와 민감도 분석

∙수송문제 ∙정수계획법

∙목표계획법 ∙동적계획법

∙PERT와 CPM ∙ 비선형계획법

∙게임이론 ∙재고관리

∙대기행렬이론 ∙의사결정론

∙Markov 과정

2001년 발행

46배판/ 598면/ 26,000원

ISBN 89-8172-029-0

새로운 경영과학원론 (개정판)

‖유동선 ․ 정순석 ․ 김용범 ‖
제Ⅰ부 수리계획법
∙서론 ∙선형계획법

∙수송문제 ∙정수계획법

∙목표계획법 ∙동적계획법

∙PERT와 CPM ∙ 비선형계획법

제Ⅱ부 확률계획법
∙게임의 이론 ∙재고관리

∙대기행렬이론 ∙Markov 연쇄

∙시뮬레이션 ∙의사결정

∙신뢰성이론

2001년 발행

크라운판/ 692면/ 32,000원

ISBN 89-8172-250-1

고등선형계획법
‖박순달 외 ‖

제1편 단체법
∙고등단체법 ∙상하분해

∙입력자료

제2편 내부점법
∙아핀법 ∙장벽법

∙분해이론 ∙순서화

∙초마디 촐레스키 분해

∙밀집열 처리

제3편 단체법과 내부점 방법의 
통합이론과 감도분석

∙사전, 사후처리와 규모화

∙최적기저의 추출

∙감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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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행

46배판/ 788면/ 40,000원

ISBN 89-8172-313-3

선형계획법 ․
네트워크이론 
연구Ⅰ(경영과학연구실 논문집Ⅰ)

‖박순달 ‖
본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경영과학연구실에서 주로 연구한 선형계

획법의 이론과 소프트웨어개발 그리고 네

트워크이론의 이론과 소프트웨어개발에 

관한 논문을 엮어 만든 논문집으로 선형계

획법과 네트워크이론의 기초적이고 기본

적인 분야를 다루었다.

예제실습용 Relex SW CD

2011년 발행

46배판/ 376면/ 25,000원

ISBN 89-8172-450-4

신뢰도공학의 
이론과 실제

‖김원경 ‖
∙신뢰도 공학

∙고장률의 개념

∙초기, 우발 및 마모 신뢰도

∙WEIBULL 분포와 응용

∙확률용지를 이용한 신뢰도 계산

∙직렬, 병렬 및 대기 시스템의 신뢰도

∙시스템 신뢰도의 예측 및 목표 신뢰도

∙신뢰도의 할당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고장목 해석

∙부록

2004년 발행

46배판/ 972면/ 60,000원

ISBN 89-8172-412-1

선형계획법 ․
네트워크이론 
연구Ⅱ

‖박순달 ‖
본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경영과학연구실에서 주로 연구한 선형계

획법의 이론과 소프트웨어개발 그리고 네

트워크이론의 이론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논문을 엮어 만든 년 발행논문집으로 

선형계획법과 네트워크이론의 기초적이

고 기본적인 분야를 다루었다.

Relex demo CD 교육자료

2004년 발행

46배판/ 224면/ 15,000원

ISBN 89-8172-453-9

시스템 신뢰도예측 
가이드 (Ⅰ)
(MIL-HDBK-217F를 중심으로)  

‖김만수 외 ‖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고장률 분석법

∙전기전자 부품의 Derating을 고려한 

신뢰도 예측

2007년 발행

46배판/ 486면/ 25,000원

ISBN 89-8172-137-8

시스템 신뢰도 공학 (개정판)

‖김원경 ‖
∙신뢰도 공학
∙고장률의 개념
∙초기, 우발 및 마모 신뢰도
∙정규분포시의 마모고장률
∙WEIBULL분포와 응용
∙확률용지를 이용한 신뢰도 계산
∙혼합모집단의 신뢰도 예측
∙직렬, 병렬 및 대기 시스템의 신뢰도
∙시스템신뢰도의 예측 및 목표 신뢰도
∙신뢰도의 할당 ∙신뢰도 성장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지수고장 분포시 MTBF 및 신뢰한계 

지수고장 분포시  평균치의 비교 검정
∙고장목 해석
∙신뢰도의 축차시험
∙신뢰도 분석의 사례연구

Relex demo CD 교육자료

2004년 발행

46배판/ 206면/ 15,000원

ISBN 89-8172-489-X

시스템 신뢰도예측 
가이드 (II)
삼성전자(BellCore/Telcordia)기준 중심으로

‖장주수 ․ 송준엽 ․ 박상준 ‖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고장률 분석법

∙전기전자 부품의 Derating을 고려한 

신뢰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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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x demo CD 교육자료

2005년 발행

46배판/ 174면/ 15,000원

ISBN 89-8172-547-0

고장모드 및 영향, 치명도 
해석 (Ⅲ)
(Failure Mode and Effects, Criticality 
Analysis)

‖송준엽 ․ 이후상 ․ 장주수

정지용 ․ 하성도 ‖
∙FMEA에 관하여∙MIL-STD-1629의 범위∙MIL-STD-1629를 위한 참고문헌∙MIL-STD-1629에서의 FMEA 정의∙MIL-STD-1629에서의 FMEA를 위한 

필수요소∙MIL-STD-1629에서의 FMEA를 위한 
세부요소(진행 절차)∙MIL-STD-1629 요약∙Relex를 이용한 MIL-STD-1629 예제∙Automotive FMEA∙SAE-ARP-5580과 
MIL-STD-1629와의 차이∙Design FMEA와 Process FMEA∙미국 신뢰성분석센터의 FMEA 방법∙Relex FMECA 예제 ∙부록 

2004년 발행

크라운판/ 428면/ 16,000원

ISBN 89-8172-076-2

재미있는 인간공학
‖권호일 ‖

∙개념 ∙인간과오

∙불안전한 생각, 행동 및 인간과오의 

방지대책

∙인간과오 방지기법 교육훈련의 기본요소

∙인간과오 방지기법

∙사업장 인간 과오방지 활동

∙인간 - 기계 체계

∙인체 계측 ∙인간공학적 설계

∙인간공학의 작업환경

∙작업분석 ∙동작분석

∙산업 인간공학

∙인간공학과 산업디자인

∙VDT작업과 인간공학

∙보건관리 ∙인간공학 실험

Relex demo CD 교육자료

2005년 발행

46배판/ 252면/ 15,000원

ISBN 89-8172-563-2

고장보고, 분석 및 
교정 조치 시스템 (Ⅳ)

‖김세현 ․ 구기홍 ․ 장주수

조규상 ․ 한봉윤 ․ 홍연웅 ‖
∙서론

∙FRACAS의 개념

∙하드웨어용 FRACAS

∙공정용 FRACAS

∙소프트웨어용 FRACAS

∙요약과 결론

∙부록
2006년 발행

46배판/ 338면/ 15,000원

ISBN 89-8172-160-2

생생한 현장설비관리
‖권호일 외 ‖

PARTⅠ 설비관리 이론
∙공장설립과 설비관리
∙경제성 공학 ∙신뢰성 공학
PARTⅡ 설비관리 실무
∙5S ∙TPM 개론
∙자주보전 ∙설비효율화
∙TPM 중복소집단 활동
∙TPM 교육훈련 ∙Fool proof
∙고장절감대책
∙설비, 치공구의 눈으로 보는 관리
∙종합설비관리정보 시스템
∙안전, 보건관리 및 설비환경 보전활동
∙설비관리규정 ∙계측관리규정
PARTⅢ 실무사례 및 부록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Human Error실습도해

2011년 발행

46배판/ 252면/ 17,000원

ISBN 978-89-8172-841-0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전기 ․ 전자시스템 
신뢰도 예측 
217Plus, MIL-HDBK-217, 
SR-332를 중심으로

‖전태보 ‖
∙서 론
∙217-Plus 구조 및 방법론
∙부품 모형(Component Models)
∙시스템 신뢰도 예측
∙217-Plus를 이용한 신뢰도 평가 사례
∙217-Plus S/W에 의한 신뢰도 예측

2003년 발행

46배판/ 582면/ 27,000원

ISBN 89-8172-390-7

제조계획 및 통제시스템
‖이춘식 ‖

∙제조 계획 및 통제 시스템의 개요

∙단기 수요 예측

∙수요 관리

∙판매 및 조업 계획

∙기준 생산 계획

∙재고 관리

∙독립 수요 품목의 주문 시스템

∙자재 소요량 계획

∙자재 소요량 계획의 입 ․ 출력 정보

∙능력관리

∙제조 활동 통제

∙ Just-In-Time

∙유통계획
∙RIAC 데이터에 의한 고장률 산출
∙MIL-HDBK-217 및 고장률 산출
∙SR-332 규격 및 고장률 산출

∙부록  욕조곡선 및 전자부품의 고장률
∙부록  217-Plus의 개별 부품 모형들
∙부록  시스템 프로세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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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행

46배판/ 280면/ 14,000원

ISBN 89-8172-436-9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
‖정  원 ․ 임익성 ․ 김광섭 ․ 권수호 ‖

∙제조물책임제도와 현황

∙제품안전과 표준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위험예측과 분석

∙제품안전-설계 ․ 개발

∙제품안전-제조 ․ 출하 이후

∙제품안전-경고 ․ 표시

∙제품의 리콜

∙소송사례

∙참고문헌

∙부 록

2005년 발행

46배판/ 558면/ 28,000원

ISBN 89-8172-199-8

생산정보 시스템
‖주운기 ‖

생산정보 기술 : 생산정보시스템 개요
∙생산시스템 기초조사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기업 정보 통신망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 

생산정보시스템 개발 : 생산작업장 
정보시스템
∙제품정보관리 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생산정보시스템 활용 : SCM
∙고객관계관리

∙생산정보시스템 정보 보안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3년 발행

물류 및 공급사슬관리 원론
‖송상화 ‖

2011년 발행

46배판/ 345면/ 22,000원

ISBN 978-89-8172-809-0

공업통계학 (개정판)

‖이종성 ‖
∙자료와 기술통계 

∙확률과 확률변수 

∙이상형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연속형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확률변수의 동시분포 

∙확률표본과 표본분포 

∙통계적 추론 

∙정규분포 모집단에 관한 추론 

∙두 모집단의 비교에 관한 추론 

∙단순회귀분석과 상관분석 

∙중회귀분석 ∙실험계획법 

∙연습문제 해답 ∙부 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3년 발행

46배판/ 504면/ 29,000원

ISBN 978‒89‒8172‒975‒2

생산운영관리론 (제2판)

‖구일섭 ․ 신현재 ․ 박만희 ․ 심재홍 ‖
∙생산시스템과 생산관리

∙생산관리의 발전

∙기업경영과 생산전략

∙제품개발과 설계

∙공정설계

∙시설입지 결정

∙시설 및 설비배치

∙수요예측

∙직무설계 및 작업연구

∙생산계획

2013년 발행

변형판/ 398면/ 30,000원

ISBN 978-89-8172-845-8

확률 및 통계학 개론 (13/e)
Introduction to Probability & 
Statistics 

‖Mendenhall ․Beaver ․Beaver 저
 김영주 ․ 유영호 ․ 이승수

이영경 ․ 주상열 역 ‖
∙서  론∙그래프에 의한 자료의 설명∙수치적 측도에 의한 자료의 설명∙이변량 자료의 설명∙확률과 확률분포∙여러 가지 유용한 이산 분포∙정규확률분포∙표본분포∙대표본 추정

∙ 일정계획 ∙프로젝트관리 ∙재고관리-독립수요품

∙ 종속수요품의 재고관리 - MRP 시스템 ∙ JIT 생산

∙ 품질관리 ∙설비보전 및 관리 ∙원가관리

∙대표본 가설검정 ∙소표본에 대한 통계적 추론∙분산분석 ∙선형회귀 및 상관∙범주형 자료 분석 ∙부록∙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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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CD 제공

2011년 발행

46배판/ 498면/ 30,000원

ISBN 978-89‒8172‒881‒6

현대통계학의 이해 
‖배영주 ‖

∙서론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방법 

∙확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함수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

∙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범주형 자료 분석 

∙비모수통계분석

2009년 발행

46배판/ 348면/ 19,000원

ISBN 978-89-8172-736-9

KS/ISO 샘플링검사를 중심으로

품질검사론 (개정판)

‖고복수 ‖
∙검사의 개요 

∙오차와 샘플링 

∙샘플링 검사 

∙규준형 샘플링 검사 

∙축차 샘플링 검사 

∙계수값 샘플링 검사 

∙검사의 실시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해답 

∙찾아보기

2011년 발행

46배판/ 298면/ 18,000원

ISBN 978-89-8172-808-3

AHP에 의한 
의사결정 이론과 실제 (개정판)

‖박용성 ‖
∙결정 이론 

∙게임 이론 

∙AHP 

∙AHP의 간이계산법 

∙AHP의 적용과 계산 예 

∙대체안의 선호순서에 관한 검토 

∙절대평가법 

∙내부종속법 

∙외부종속법 

∙ANP 

∙찾아보기

2013년 발행

46배판/ 390면/ 24,000원

ISBN 978-89-8172-081-0

Minitab을 이용한

통계적 품질관리 (제2판)

‖김평구 ․ 김희철 ‖
∙품질관리

∙QC 7가지 수법

∙데이터의 정리

∙분포

∙추 검정

∙관리도

∙공정능력분석

∙샘플링 검사

∙연습문제풀이

∙부록

∙참고문헌 

2008년 발행

46배판/ 254면/ 17,000원

ISBN 978-89-8172-766-6

불확실성, 불확정성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

‖한상수 ‖
제1부 불확실성의 수리
∙확률과 확률분포

∙통계적 추측

∙불확실성 데이터에 의한 확률적 

의사결정

제2부 불확정성의 수리
∙퍼지 수치해석

∙퍼지 미분방적식

∙퍼지 최적화

제3부 불확실, 불확정적인 경우의 
의사결정

강의시 강의용 풀이집 제공

2008년 발행

크라운판/ 370면/ 19,000원

ISBN 89-8172-081-9

Minitab을 이용한 

통계적 품질관리 (개정증보판)

‖김평구 ․ 김희철 ․ 이동준 ‖
∙미니탭의 소개

∙자료의 정리방법

∙확률분포 및 표본분포

∙추정 및 검정

∙상관과 회귀

∙관리도

∙샘플링 검사

∙식스시그마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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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행

46배판/ 290면/ 15,000원

ISBN 89-8172-425-3

미니탭 품질관리
‖신민웅 ‖

∙품질관리의 기초 개념

∙미니탭

∙통계학의 기초

∙품질 시스템

∙샘플링 검사

∙관리도

∙공정능력분석

∙품질공학

∙식스시그마 경영시스템

∙참고문헌

∙부 록

2009년 발행

크라운판/ 302면/ 17,000원

ISBN 89-8172-222-6

Financial Math 01

수학과 현대금융사회
(Guided tour of math finance)

‖이승철 ‖
제1편 현대금융사회 
∙금융과 관련된 사건 사고

∙주식 ∙채권 선물 ∙ 옵션

∙옵션을 이용하여 구사하는 전략

∙스왑

제2편 수학과 현대금융사회
∙이항모델 ∙위험관리

∙평균, 분산, 공분산의 추정

∙델타 헷징 ∙분산투자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 : 편미분 방정식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 : 수치해석

∙연습문제 해답

2009년 발행

46배판/ 452면/ 28,000원

ISBN 978-89-8172-735-2

미니탭 15버전 한글판을 활용한 SQC

최신 컴퓨터 통계분석 (개정판)

‖고복수 ․ 김근성 ‖
∙Data의 정보화와 기초통계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추정과 검정

∙  상관과 회귀분석

∙시계열 분석

∙관리도

∙공정능력 분석

∙측정시스템 분석

∙실험계획법

∙참고문헌

∙찾아보기

∙부 록

강의자료 제공

2012년 발행

46배판/ 258면/ 15,000원

ISBN 978-89-8172-575-4

Financial Math 02

금융과 수학의 만남 (개정판)

‖김정훈 ‖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미적분학의 기초

∙확률론의 기초

∙시장모델

∙헤징과 가격결정

∙리스크

∙최적화

∙부록

∙연습 문제 풀이

2014년 발행

46배판변형/ 412면/ 29,000원

ISBN 978‒89‒8172‒951‒6

금융과학
‖DAVID G. LUENBERGER 저

박구현 ․ 윤복식 ․ 이영호 역 ‖
∙서론 

∙이자율의 기초이론 

∙고정수익증권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자율 분석의 응용 

∙평균-분산 포트폴리오 이론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모형과 자료 

∙일반적인 원리 

∙선도, 선물, 스왑 

∙자산의 동적 모형 

∙옵션의 기초이론 

∙추가적 옵션이론 

2011년 발행

46배판/ 274면/ 18,000원

ISBN 978-89-8172-551-8

Financial Math 03

금융수학 (개정판)

‖김정훈 ‖
∙기초자산

∙파생금융상품

∙고전미적분학

∙브라운 운동

∙이항모델

∙확률미적분학

∙옵션가격이론

∙이색옵션 

∙금리와 채권가격

∙연습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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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46배판/ 320면/ 20,000원

ISBN 978-89-8172-852-6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Financial Math 04

투자와 금융수학
‖전흥기 ‖

∙금리측정

∙연 금

∙수익률

∙대출원리금 상환

∙채 권 

∙이자율 기간구조

∙채권의 듀레이션과 면역

∙선도계약과 선물계약

∙옵션 등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2년 발행

46배판/ 246면/ 15,000원

ISBN 978-89-8172-920-2

Financial Math 07

Black-Sholes 방정식의 
수치해석입문 (제3판)

‖김준석 ․ 정다래 ․ 추영기 ‖
∙서론

∙파생금융상품

∙matlab 기초

∙확률미분방정식

∙옵션가격이론

∙변동성 추정

∙유한 치분법

∙Tree 가격결정모형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옵션 투자전략

∙참고도서

∙찾아보기

2010년 발행

46배판/ 406면/ 23,000원

ISBN 978-89-8172-842-7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Financial Math 05

현대보험수리학
‖심주용 ․ 이장택 ․ 황창하 ‖

∙개요 

∙확률론 개요 

∙이자론 

∙생존분포와 생명표 

∙생명보험 

∙생명연금 

∙순보험료 

∙책임준비금 

∙손해보험 

2013년 발행

46배판/ 420면/ 25,000원

ISBN 978-89-8172-991-2

기초확률론 
‖이외숙 ‖

∙집합과 계수기법 

∙확률 

∙조건부 확률과 독립

∙확률변수와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변수 

∙결합확률분포 

∙기대값, 분산, 공분산 

∙생성함수와 극한정리 

∙연습문제 B 풀이

∙부록

2011년 발행

46배판/ 318면/ 20,000원

ISBN 89-8172-867-0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수상

Financial Math 06

파생상품 C++ 
‖이종희·김성기·정다래·김준석 ‖

∙파생금융상품

∙MATLAB 기초 

∙C++기초 

∙이또의 보조정리 

∙옵션가격이론

∙변동성 추정 

∙유한차분법

∙Tree 가격결정모형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2010년 발행

46배판/ 374면/ 22,000원

ISBN 89-8172-099-1

확률론 입문 (개정판)

‖김종호 ․ 김주환 ․ 이기성 ‖
∙확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이산확률 분포모형

∙연속확률 분포모형

∙기대값과 분산

∙적률생성함수

∙극한정리

∙확률과정

∙참고문헌

∙연습문제풀이



 

 

공학일반-수입원서

수학, 통계 분야의 자세한 도서목록이 필요하시면 
02) 925-2861로 연락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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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발행

McGraw-Hill

369면/ 28,000원

ISBN 978-0070311183 

Schaum's Outline Series

Fluid Dynamics (3/e)
‖William Hughes

John Brighton

Nicholas Winowich ‖
∙ Introduction

∙Fluid Statics

∙Mathematical Models of Fluid Motion

∙Dimensional Analysis and Similitude

∙Boundary Layer Flow and Flow in 

Pipes and Ducts

∙ Incompressible Potential Flow

∙One-Dimensional Compressible 

Flow

∙Two-Dimensional Compressible 

Flow Gasdynamics

∙ Incompressible Turbulent Flow

∙Hypersonic Boundary Layer Flow

∙Magnetohycrodynamics

∙Non-Newtonian Fluids

∙Waves and Stability

∙Appendix

2007년 발행

McGraw-Hill

248면/ 28,000원

ISBN 978-0071487818

Schaum's Outline Series

Fluid Mechanics
‖Merle Potter
David Wiggert ‖

∙Basic Information

∙Fluid Statics

∙Fluid in Motion

∙The Integral Equations

∙Differential Equations

∙Dimensional Analysis and Similitude

∙ Internal Flows

∙External Flows

∙Compressible Flow

∙Flow in Pipes and Pumps

∙Units and Conversions

∙Vector Relationships

∙Fluid Properties

∙Compressible Flow Table for Air

2009년 발행

McGraw-Hill

408면/ 28,000원

ISBN 978-0071611640

Schaum's Outline Series

Fluid Mechanics and 
Hydraulics (3/e)

‖Ranald Giles
Jack Evett

Cheng Liu ‖
∙Properties of Fluids

∙Fluid Statics

∙Hydrostatic Force on Surfaces

∙Buoyancy and Flotation

∙Translation and Rotation of Liquid 

Masses

∙Dimensional Analysis and Hydraulic 

Similitude

∙Fundamentals of Fluid Flow

∙Flow in Closed Conduits

∙Complex Pipeline Systems

∙Flows in Open Channels

∙Flow of Compressible Fluids

∙Measurement of Flow of Fluids

∙Forces Developed by Moving Fluids

∙Fluids Machinery

∙Tables and Diagrams

1998년 발행

McGraw-Hill

384면 / 28,000원

ISBN 978-0070502079

Schaum's Outline Series

Heat Transfer (2/e)
‖Donald Pitts

Leighton E. Sissom ‖
∙ Introduction

∙One-Dimensional Steady-State 

Conduction

∙Multidimensional Steady-State 

Conduction

∙Time-Varying Conduction

∙Fluid Mechanics

∙Forced Convection : Laminar Flow

∙Forced Convection : Turbulent Flow

∙Natural Convection

∙Boilng and Condensation

∙Heat Exchangers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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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발행

McGraw-Hill

368면/ 28,000원

ISBN 978-0070197725 

Schaum's Outline Series

Reinforced 
Concrete Design (3/e)

‖Noel Everard ‖
∙Materials and Components for 

Reinforces Concrete Construction

∙Gravity Loads : Forces, Shear, 

Moments and Reactions

∙Lateral Loads : Forces, Shear, 

Moments and Reactions

∙Alternate Design Method : General 

Requirements and Flexural 

Computations

∙Strength Design

∙Shear and Torsion

∙Details of Reinforcement

∙Serviceability and Defections

∙General Provisions for Columns

∙Short Columns : Strength Design

∙Long Columns

∙Footings

∙The Equivalent Frame Method

∙Retaining Walls

1998년 발행

McGraw-Hill

432면/ 28,000원

ISBN 978-0070466173

Schaum's Outline Series

Strength of 
Materials (4/e)

‖William A. Nash ‖
∙Tension and Compression

∙Statically Indeterminate Force 

Systems Tension and Compression

∙Thin-Walled Pressure Vessels

∙Direcr Shear Stresses

∙Torsion

∙Shearing Force and Bending Moment

∙Centroids, Moments of Inertia, and 

Products of Inertia of Plane Areas

∙Stresses in Beams

∙Elastic Deflection of Beams : Double-Integration Method

∙Elastic Deflection of Beams : Method of Singulatity Functions

∙Statically Indeterminate Elastic Beams

∙Special Topics in Elastic Beam Theory

∙Plastic Deformations of Beams

∙Columns

∙Strain Energy Methods

∙Combined Stresses

∙Members Subject to Combined Loadings : Theories of Failure

2009년 발행

McGraw-Hill

432면/ 28,000원

ISBN 978-0071611671

Schaum's Outline Series

Thermodynamics 
for Engineers

‖Merle Potter

Craig Somerton ‖
∙Concepts, Definitions, and Basic 

Principles

∙Properties of Pure Substances

∙Work and Heat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Entropy

∙Reversible Work, Irrenersibility, and 

Availability

∙Gas Power Cycles

∙Vapor Power Cycles

∙Refrigeration Cycles

∙Thermodynamic Relations

∙Mixtures and Solutions

∙combustion

2010년 발행

McGraw-Hill

312면/ 28,000원

ISBN 978-0071632379 

Schaum's Outline Series

Engineering 
Mechanics: Statics 

‖ E. Nelson
Charles Best

William McLean

Merle Potter ‖
∙Vectors

∙Operations with Forces

∙Resultants of Coplanar force 

Systems

∙Equilibrium of noncoplanar force 

Systems

∙Trusses and Cables

∙Forces in Beams

∙Friction

∙Virtual Work

∙First Moments and Centroids

∙Moments of Iner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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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발행

McGraw-Hill

256면/ 28,000원

ISBN 978-0070406636 

Schaum's Outline Series

Continuum Mechanics 
‖George Mase ‖

∙MATHEMATICAL FOUNDATIONS 

∙ANALYSIS OF STRESS 

∙DEFORMATION AND STRAIN 

∙MOTION AND FLOW 

∙FUNDAMENTAL LAWS OF 

CONTINUUM MECHANICS 

∙LINEAR ELASTICITY 

∙FLUIDS 

∙PLASTICITY 

∙VISCO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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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46배판/ 494면/ 27,000원

ISBN 978-89-8172-664-5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는

열역학 강좌
‖김동진 ‖

∙열역학의 기초

∙열역학 제1법칙

∙이상기체(완저가스)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의 유용성

∙열에너지의 변환

∙참고문헌

∙부록

∙찾아보기

∙각장별 연습문제 해설 및 풀이 수록

2008년 발행

46배판/ 338면/ 23,000원

ISBN 978-89-8172-718-5

디자인 강의
‖박현일 ‖

∙디자인 일반

∙디자인의 용어(Ⅰ)

∙디자인의 용어(Ⅱ)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디자인사

∙디자인과 마케팅

∙제품, 시장조사, 소비자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실내 디자인 ∙환경디자인

∙패션 디자인과 미용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웹 디자인

∙디자인의 실무 이론

∙참고문헌  

2012년 발행

46배판/ 236면/ 15,000원

ISBN 89-8172-198-X

소음진동학
‖이동호 ‖

∙서론

∙소음의 물리

∙소음의 생리 및 심리

∙소음의 영향

∙소음의 측정

∙소음레벨의 측정법과 주파수분석법

∙음원의 Power level 구하는 법

∙거리감쇠와 벽의 차음효과

∙벽의 차음에 의한 소음방지

∙기계소음과 방음

∙교통소음

∙공장소음

∙모형실험

기사 ․ 산업기사 기출문제 및 해답 CD 

2008년 발행

46배판/ 672면/ 42,000원

ISBN 978-89-8172-767-3

족집게 컬러리스트
‖박현일 ‖

∙1부 색채 지각론

∙2부 색채 체계론

∙3부 색채 심리 마케팅

∙4부 색채 디자인

∙기사 ․ 산업기사 기출문제 및 해답 

CD첨부

2005년 발행

46배판/ 202면/ 10,000원

ISBN 89-8172-498-9

에너지 관리 혁명 (Ⅰ)
(관리기술편)

‖한문규(컴파이언 컨설팅(주)) ‖
∙기업의 에너지 관리 필용성

∙기업의 에너지 관리의 현주소

∙에너지 관리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에너지의 가치(낭비) 메커니즘

∙관리/설비/환경 손실 구조

∙각 부분별 에너지 관리 방안

∙에너지 절감 착안 방안

∙에너지 발란스 구축 방법

∙에너지와 엑서지 개념

∙공통 설비의 분석 방법

∙에너지 IT 구축 방법론

∙TPM 혁신 프로그램과 에너지

∙에너지 절감 착안 맵

∙참고문헌 ∙용어의 정의 

2010년 발행

46배판/ 212면/ 15,000원

ISBN 978-89-8172-799-4

2010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수상

실용 에폭시 핸드북
‖이창훈 ‖

∙에폭시소개 

∙에폭시 수지의 구조와 특성 

∙에폭시 수지의 종류별 특성과 차이 

∙에폭시 수지의 경화제 

∙배합용 첨가물 

∙포뮬레이션 

∙포뮬레이션 예제 

∙부록 

∙찾아보기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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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행

ELSEVIER

35,000원

ISBN 0-12-382592-X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Alan Jeffrey ‖
Part One : Review Material
∙Review of Prerequisites

Part Two : Vectors and Matrices 
∙Vectors and Vector Spaces

∙Matrices and Systems of Linear 

Equations

∙Eigenvalues, Eigenvectors, and 

Diagonalization

Part Three :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s

2013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978-1-133-49257-3

Early Transcendentals

Essential Calculus (2/e)
‖ James Stewart ‖

∙Functions and Limits.

∙Derivatives.

∙ Inverse Functions: Exponential, 

Logarithmic, and Inverse 

Trigonometric Functions.

∙Applications of Differentiation.

∙ Integrals.

∙Techniques of Integration.

∙Applications of Integration.

∙Series.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Vectors and the Geometry of Space.

∙Partial Derivatives.

∙Multiple Integrals.

∙Vector Calculus.

∙Second and Higher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and Systems

∙ The Laplace  Transform

∙ Series Solutions of Differential Equations, Special Functions, and 

Sturm-Liouville Equations

Part Four : Fourier Series, Integrals, and The Fourier Transform
∙ Fourier Series

∙ Fourier Integrals and the Fourier Transform

Part Five : Vector Calculus
∙ Vector Differential Calculus

∙ Vector Integral Calculus

Part Six : Complex Analysis
∙ Analytic Functions

∙ Complex Integration

∙ Laurent Series, Residues, and Contour Integration

∙ The Laplace Inversion Integral

∙Conformal Mapping and Applications to Boundary Value Problems

Part Seven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art Eight : Numerical Mathematics
∙ Numerical Mathematics

강의자료 제공

2007년 발행

Pearson Education

38,000원

ISBN 0-13-129331-1

Calculus (9/e)
‖Dale Varberg ․ Edwin J. Purcell

Steven E. Rigdon ‖
∙ Preliminaries

∙Limits

∙The Derivative

∙Applications of the Derivative

∙The Definite Integral

∙Applications of the Integral

∙Transcendental Functions

∙Techniques of Integration

∙ Indeterminate Forms and Improper 

Integrals

∙ Infinite series

∙Conics and Polar Coordinates

2006년 발행

Cengage Learning

18,000원

ISBN 978-0495014294

Essential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Student Solutions Manual)

‖ James Stewart ‖
∙Functions and Limits

∙Derivatives

∙ Inverse Functions

∙Applications of Differentiation

∙ Integrals

∙Techniques of Integration

∙Applications of Integration

∙Series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Vectors and the Geometry of Space

∙Partial Derivatives

∙Multiple Integrals

∙Vector Calculus
∙ Geometry in space and Vectors

∙Derivatives for Functions of Two or More variables Multiple Integrals

∙ Vector Calculus

∙ Appendix

∙ Answers to odd-Number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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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Pearson Education

40,000원

ISBN 978-0136033929

Elementary 
Differential Equations 

(6/e)

‖C. Henry Edwards
David E. Penney ‖

∙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 Linear Equations of Higher Order

∙ Power Series Methods

∙ Laplace Transform Methods

∙ Linear Systems of Differential 

Equations

∙ Numerical Methods

∙ Nonlinear Systems and Phenomena

2009년 발행

Academic Press

40,000원

ISBN 978-0123749352

Introductory  
Differential Equations 
with Boundary Value Problems (3/e)

‖Martha L. Abell
James P. Braselton ‖

∙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First-Order Equations 

∙Applications of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Higher Order Equations 

∙Applications of Higher-Order 

Differential Equations 

∙Systems of Differential Equations 

∙Applications of Systems of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Introduction to the Laplace 

Transform 

∙Eigenvalue Problems and Fourier 

Serie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2012년 발행

Pearson Education

40,000원

ISBN 978-0321758200

Fundamentals of 
Differential Equations 

(8/e)

‖Nagle, Saff, Snider ‖
∙ Introduction

∙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Methematical Models and Numerical 

Methods Involving First-Order 

Equations

∙ Linear Second-Order Equations

∙ Introduction to Systems and Phase 

Plane Analysis

∙ Theory of Higher-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 Laplace Transforms

∙ Series Solutions of Differential 

Equations

∙ Matrix Methods for Linear Systems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2009년 발행

Academic Press
38,000원

ISBN 978-0-12-374746-4

A Modern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2/e)

‖Henry J. Ricardo ‖
∙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The Numerical Approximation of 

Solutions 

∙Second- and Higher-Order 

Equations 

∙Systems of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The Laplace Transform 

∙Systems of Non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Some Calculus Concepts and 

Results 

∙Vectors and Matrices 

∙Complex Numbers 

∙Series Solutions of Differential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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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0-534-37388-7

A First Course in 

Differential Equations 
(The classic) (5/e)

‖Dennis G. Zill ‖
∙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 Applications of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of 

Higher-Order 

∙ Applications of Second-Order 

Differential Equations: Vibrational 

Models 

∙ Differential Equations with Variable 

Coefficients 

∙ Laplace Transform 

∙ Systems of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 Numerical Methods fo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2010년 발행

Academic Press

40,000원

ISBN 978-0-12-374719-8

Boundary Value 
Problems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6/e)

‖David L. Powers ‖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Fourier Series and Integrals 

∙The Heat Equation 

∙The Wave Equation 

∙The Potential Equation 

∙Higher Dimensions and Other 

Coordinates 

∙Laplace Transform 

∙Numerical Methods 

2007년 발행

Walter de Gruyter

35,000원

ISBN 978-3110191240 

Elements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avel Drabek
Gabriela Holubova ‖

∙Mathematical Models, Conservation 

and Constitutive Laws

∙ Classification, Types of Equations, 

Boundary and Initial Conditions

∙ Linea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of the First Order

∙ Wave Equation in One Spatial 

Variables-Cauchy Problem in ℝ
∙ Diffusion Equation in One Spatial 

Variable-Cauchy Problem in ℝ
∙ Laplace and Poisson Equations in 

Two Dimensions

2004년 발행

Prentice-Hall

48,000원

ISBN 0-13-065243-1

Applie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with Fourier Series and Boundary 
Value Problem (4/e)

‖Haberman ‖
∙Heat Equation 

∙Method of Separation of Variables 

∙Fourier Series 

∙Wave Ewuation : Vibrating Strings 

and Membranes 

∙Sturm-Liouville Eigenvalue 

Problems 

∙Finite Difference Numerical 

Methods fo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Higher Dimensional Partial differ-

ential Equations

∙ Solutions of Boundary Value Problems for Stationary Equations

∙ Methods of Integral Transforms

∙ General Principles

∙ Laplace and Poisson equations in Higher Dimensions

∙ Diffusion Equation in Higher Dimensions

∙ Wave Equation in Higher Dimensions

∙ Appendix

∙ Nonhomogeneous Problems 

∙ Green’s Functions for Time-Independent Problems 

∙ Infinite Domain Problems : Fourier Transform Solutions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 Green’s Functions for Wave and Heat Equations The Method of 

Characteristics for Linear and Quasilinear Wave Equations 

∙ Laplace Transform Solution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 Dispersive Waves : slow Variations, Stability, Nonlinearity, and 

Perturb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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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9781133111343 

Elementary 
Linear Algebra (7/e)

‖Ron Larson ․ Davidc Falvo ‖
∙ Systems of Linear Equations 

∙ Matrices 

∙ Determinants 

∙ Vector spaces 

∙ Inner Product Spaces 

∙ Linear Transformations 

∙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 Complex Vector Spaces (online) 

∙ Linear Programming (online) 

∙ Numerical Methods (online) 

강의자료 제공

2004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0-534-40581-9

Linear Algebra and 
Matrix Theory (2/e)

‖Gilbert, Gilbert ‖
∙Real Coordinate Spaces 

∙Elementary Operations on Vectors 

∙Matrix Multiplication 

∙Vector Spaces, Matrices, and Linear 

Equations 

∙Linear Transformations 

∙Determinants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Functions of Vectors 

∙ Inner Product Spaces 

∙Spectral Decompositions 

∙Numerical Methods 

∙Answers to Selected Exercises

2009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7637-8248-1 

Alternate Edition

Linear Algebra 
with Applications (7/e)

‖Gereth Williams ‖
Part 1. 
Linear Equations, Vectors, 
and matrices
∙ Linear Equations and Vectors

∙Matrices and Linear Transformations

∙ Determinants and Eigenvectors

Part 2. Vector Spaces
∙ General Vector Spaces

∙ Coordinate Representations

∙ Inner Product Spaces

∙ Numerical Linear Algebra

∙ Linear Programming

2010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978-9814232005

Linear Algebra 
Theory and Application

‖ Yuma Ju, Wenxun Xing

Cuiqin Lin, Jinde Hu

Feiyan Wang ‖
∙Determinants 

∙Matrices 

∙Systems of Linear Equations 

∙Vector Spaces and Linear 

Transformations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Diagonalization of Matrices 

∙Quadratic Forms 

∙Applications 

∙Appendix A. Inner Product Space, 

Hermitian Quadratic Form 

∙Appendix B. Jordan Canonical Form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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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000원

ISBN 9780521548236 

Matrix Analysis (2/e)
‖Roger A.Horn ․Charles R.Johnson ‖
∙Eigenvalues, Eigenvectors, and 

Similarity

∙Unitary Similarity and Unitary 

Equivalence

∙Canonical Forms for Similarity and 

Triangular Factorization

∙Hermitian Matrices, Symmetric 

Matrices, and Congruences

∙Norms for Vectors and Matrices

∙Location and Perturbation of 

Eigenvalues

∙Positive Definite and Semidefinite 

Matrices

∙Positive and Nonnegative Matrices

2005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534-40499-4

Numerical 
Analysis (8/e)

‖Richard L. Burden,
 J. Douglas Faires ‖

∙Mathematical Preliminaries and 

Error Analysis 

∙Solutions of Equations in One 

Variable 

∙ Interpolation and Polynomial 

Approximation 

∙Numerical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 Initial-Value Problems for Ordinary 

Differential 

∙ Direct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 Iterative Techniques in Matrix Alagebra 

∙ Approximation Theory 

∙ Approximating Eigenvalues 

∙ Numerical solutions of Nonlinear Systems of Equations 

∙ Boundary-Value Problems fo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Numerical Solutions to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2013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9780495385691 

Numerical Methods (4/e)
‖ Faires, Burden ‖

∙Mathematical preliminaries and er-

ror analysis. 

∙Solutions of equations of one 

variable. 

∙ Interpolation and polynomial 

approximation. 

∙Numerical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Numerical solution of initial-value 

problems. 

∙Direct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 Iterative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s. 

∙Approximation theory. 

∙Approximating eigenvalues. 

∙Solutions of systems of nonlinear 

equations. 

∙Boundary-value problems for ordi-

nary differential equations. 

∙Numerical methods for partial dif-

ferential equations.

2004년 발행

Pearson Education

35,000원

ISBN 0-321-22335-7

Numerical Analysis and 
Scientific Computation

‖ Jeffery J. Leade ‖
∙Nonlinear Equations

∙Linear Systems

∙ Iterative Methods

∙Polynomial Interpolation

∙Numerical Integration

∙Differential Equations

∙Nonlinear Optimization

∙Approximation Methods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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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발행

Pretice-Hall

35,000원

ISBN 0-201-30860-6

Numerical Methods With 
Matlab Implementations 
and Applications

‖Gerald W. Recktenwal ‖
Introduction

PART 1  Matlab Basics
∙ Interactive Computing With Matlab 

∙ Matlab Programming 

∙ Organizing and Debugging Matlab 

Programs

PART 2  Numerical Techniques
∙ Unavoidable Errors In Computing 

∙ Finding The Roots of  f(x) = 0 

∙ A Review of Linear Algebra 

∙ Solving Systems of Equations

∙ Least-Squares Fitting of A Curve to 

Data 

∙ Interpolation Numerical Integration 

∙ Numerical Integration of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Appendix A  Eigenvalues and 

Eigensystems

∙ Appendix B  Sparse Matrices

2013년 발행

Cengage Larning

40,000원

ISBN 9781133109983

Understanding 
Basic Statistics (6/e)

‖Brase Brase ‖
∙Getting Started.

∙Organizing Data.

∙Averages And Variati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Elementary Probability Theory.

∙The Binomial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Related Topics.

∙Normal Curves And Sampling 

Distributions.

∙Estimation. 

∙Hypothesis Testing.

∙ Inferences About Differences. 

∙Additional Topics Using Inference.

2010년 발행

McGraw-Hill

40,000원

ISBN 0070172005

Elementary Statistics: 
A Step by Step Approach 

[A Brief Version] (5/e)

‖Allan G. Bluman ‖
∙The Nature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Frequency Distributions and Graphs 

∙Data Description 

∙Probability and Counting Rules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The Normal Distribution 

∙Confidence Intervals and Sample 

Size 

∙Hypothesis Testing 

2010년 발행

Cengage Larning

38,000원

ISBN 978-0-470-50577-9

Statistics 
Principles and Methods, 6th Edition 
International Student Version (6/e)

‖Richard A. Johnson ‖
∙ Introduction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Data

∙Descriptive Study of Bivariate Data

∙Prob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s

∙The Normal Distribution

∙Variation in Repeated 

Samples-Sampling Distribution

∙Drawing Inferences From Large 

Samples

∙Small-Sample Inferences for 

Normal Populations

∙Comparing Two Treatments

∙Regression Analysis I

∙Regression Analysis- II

∙Analysis of Categorical Data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ing the Difference Between Two Means, Two Proportions, and 

Two Variances 

∙ Correlation and Regression 

∙ Chi-Square and Analysis of Variance (ANONA) 

∙ Algebra Review 

∙ Writing the Research Report 

∙ Alternate Approach to the Standard Nomal Distribution 

∙ Tables   ∙Data Bank

∙ Glossary   ∙Bibliography 

∙ Photo Credits   ∙Selected Answers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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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제공

2009년 발행

Cengage Larning

40,000원

ISBN 978-0-495-38959-0

THIRTEENTH EDITION

Introduction to 
Probability & Statistics 

(13/e)

‖Mendenhall ․ Beaver ․Beaver ‖
∙Describing Data With Graphs 

∙Describing Data With Numerical 

Measures 

∙Describing Bivariate Data 

∙Probability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Several Useful Discrete Distributions 

∙The 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 

∙Sampling Distributions 

∙Large-Sample Estimation 

∙Large-sample Tests of Hypotheses 

∙ Inference from Small Samples 

∙The Analysis of Variance 

∙Linear Regression and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of Categorical Data 

∙Nonparametric Statistics 

∙Appendix Ⅰ ∙Data Sources 

∙Answers to Selected Exercises 

∙ Index ∙Credits

2011년 발행

Pearson

40,000원

ISBN 9780321694980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ciences (8/e)

‖Richard A. Johnson,
Irwin Miller, John Freund ‖

∙ Introduction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Data

∙Prob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s

∙Probability Densities

∙Sampling Distributions

∙ Inferences Concerning a Mean

∙Comparing Two Treatments

∙ Inferences Concerning Variances

∙ Inferences Concerning Proportions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Factorial Experimentation

∙Nonparametric Tests

∙The Statistical Content of Quality-Improvement Programs

∙Application to Reliability and Life Testing

2011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840068279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ciences (8/e)

‖ Jay L. Devore ‖
∙Overview and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Discrete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tinuous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Random Samples

∙Point Estimation

∙Statistical Intervals Based on a Single 

Sample

2011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538735902

Probability & Statistics 
for Engineers (5/e)

‖Richard L. Scheaffer
Madhuri Mulekar

James T. McClave ‖
∙Data Collection and Exploring 

Univariate Distributions 

∙Exploring Bivariate Distributions and 

Estimating Relations 

∙Obtaining Data 

∙Probability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Multiva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s 

∙Statistics, Sampling Distributions, and Control Charts 

∙Estimation 

∙Hypothesis Testing 

∙ Inference For Regression Parameters 

∙Analysis of Variance 

∙Appendix Tables 

∙References 

∙Answers to Odd-Numbered Exercises 

∙ Index 

∙ Tests of Hypotheses Based on a Single Sample

∙ Inferences Based on Two Samples

∙ The Analysis of Variance 

∙ Multifactor Analysis of Variance

∙ Simple Linear Regression and Correlation 

∙ Nonlinear and Multiple Regression

∙ Goodness-of-Fit Tests and Categorical Data Analysis 

∙ Distribution-Free Procedures

∙ Quality Control Methods

∙ Appendix Tables 



75

공
학
수
학∙
응
용
수
학∙
통
계
학

수

입

원

서

2006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0-495-01940-2

Statistical Methods for 
Engineers (2/e)

‖Vining Kowalski ‖
∙Overture : Engineering Method and 

Data Collection

∙Data Displays

∙Modeling Random Behavior

∙Estimation and Testing

∙Control Charts

∙Linear Regression Analysis

∙ Introduction to 2k Factorial-Based 

Experiments

∙ Introduction to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Coda

∙Appendix

∙Answers to Selected Exercises

∙ Index

2001년 발행

DuxBury

25,000원

ISBN 0-534-38157-X

Applied Probability 
Models 

‖D. L. Minh ‖
∙Review of Probability Theory

∙Discrete-Time Markov Chains

∙Transient and Limiting Results

∙Classification of Finite Chains 

∙Finite Absorbing Chains

∙Finite Nonabsorbing Chains

∙ Infinite Chains

∙Poisson Streams of Events

∙From Renewal Streams to 

Regenerative Processes

∙Semi-Markov Chains

∙Continuous-Time Markov Chains

∙Markovian Queues

∙General Single-Server Queues: 

Simulation and

∙Other Techniques

2009년 발행

Duxbury Press

35,000원

ISBN 978-0534386719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Its Applications (3/e)

‖Richard L. Scheaffer
Linda J. Young ‖

· Probability in the World Around Us 

· Foundations of Probability 

· Conditional Probability and 

Independence 

·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 Multiva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s 

· Functions of Random Variables 

· Som Approximations to Probability 

Distributions Limit Theorems 

· Extensions of Probability Theory 



중국을 발견하는 새로운 여행! 중국을 이해하는 입문서!

중국인이 쓴 중국 시리즈 (1~12)

‘중국인이 쓴 중국 시리즈’는 총 12권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변화, 지리, 역사, 법률, 외교, 국방, 

민족과 종교, 과학기술과 교육,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리즈는 중국의 기본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 

중국을 이해하는 입문서 역할을 할 것이다.

2013년 발행ㆍ신국판ㆍ각권당 13,000원(총 12권)ㆍ세트가 140,000원ㆍISBN 978-89-8172-977-6(세트)

① 중국의 정치 ‖ 인종칭 저 | 이창형 역 ‖
신국판ㆍ204면ㆍISBN 978‒89‒8172‒978‒3
② 중국의 경제 ‖ 우리 ․ 수이푸민 ․ 정레이 저 | 문용호 역 ‖
신국판ㆍ176면ㆍISBN 978‒89‒8172‒979‒0
③ 중국의 문화 ‖ 스중원 ․ 천챠오성 저 | 엄기철 역 ‖
신국판ㆍ216면ㆍ978‒89‒8172‒980‒6
④ 중국의 사회변화 ‖ 탕쥔 ․ 장이 ․ 왕춘광 ․ 펑링 저 | 정헌주 역 ‖
신국판ㆍ160면ㆍ978‒89‒8172‒981‒3
⑤ 중국의 지리 ‖ 쩡 핑 저 | 이창형 역 ‖
신국판ㆍ168면ㆍ978‒89‒8172‒982‒0
⑥ 중국의 역사 ‖ 차오따웨이 ․ 쑨옌징 저 | 정애란 역 ‖
신국판ㆍ268면ㆍ978‒89‒8172‒983‒7

⑦ 중국의 법률 ‖ 판궈핑 ․ 마리민 저 | 하삼주 역 ‖
신국판ㆍ208면ㆍISBN 978‒89‒8172‒984‒4
⑧ 중국의 외교 ‖ 장칭민 저 | 김애경 역 ‖
신국판ㆍ176면ㆍISBN 978‒89‒8172‒985‒1
⑨ 중국의 국방 ‖ 펑광첸 ․ 짜오쯔인 ․ 뤄용 저 | 이창형 역 ‖
신국판ㆍ180면ㆍISBN 978‒89‒8172‒986‒8
⑩ 중국의 민족과 종교 ‖정 쳰 저 | 정헌주 역 ‖
신국판ㆍ204면ㆍISBN 978‒89‒8172‒987‒5
⑪ 중국의 과학기술과 교육‖시캬오좐 ․ 장아이슈 저 | 신준용 역 ‖
신국판ㆍ160면ㆍISBN 978‒89‒8172‒988‒2
⑫ 중국의 환경 ‖ 류쥔후이 ․ 왕자 저 | 정헌주 역 ‖
신국판ㆍ172면ㆍISBN 978‒89‒8172‒989‒9

－ 76 －



 

 

공학수학 ․ 응용수학 ․ 통계학 

-국내서-

수학, 통계 분야의 자세한 도서목록이 필요하시면 
02) 925-2861로 연락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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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 730면/ 32,000원

ISBN 978-89-8172-843-4

공학수학
‖김상목 ․ 김태균 ․ 송영권

송형수 ․ 이종우 ․ 이진우

이흥수 ․ 지은숙 ․ 허 민 ‖
제1부 상미분 방정식론
∙미분 방정식의 개요

∙일계 미분 방정식

∙고계 선형 미분 방정식

∙연립 미분 방정식과 위상 평면 및 안정성

∙미분 방정식의 멱급수 해법

∙라플라스 변환

제2부 푸리에 해석학과 편미분 방정식론
∙푸리에 해석학

∙편미분 방정식

∙적분 변환 방법

2009년 발행

46배판/ 752면/ 33,000원

ISBN 978-89-8172-666-9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수학
‖윤주한 ․ 오원태 ․ 조완영 ․ 김미혜 ‖

제Ⅰ편 상미분방정식론∙미분방정식 ∙고계 선형 미분방정식

∙미분방정식의 멱급수 해법

∙Laplace 변환

∙제Ⅰ편의 Mathematica의 활용 

제Ⅱ편 행렬 및 벡터해석학∙벡터공간의 선형함수

∙행렬과 행렬식

∙행렬과 선형연립방정식

∙선형함수와 고유값 ∙벡터함수의 미분법

∙벡터 함수의 적분법 ∙제Ⅱ편의 Mathematica의 활용
제Ⅲ편 Fourier 해석학과 편미분방정식론∙Fourier 해석학 ∙편미분 방정식 

제Ⅳ편 복소해석학∙복소수와 복소 해석함수 ∙복소적분

∙급수와 유수 ∙등각 사상과 응용

제3부 복소 해석학
∙ 복소수와 복소 해석 함수 ∙복소 적분

∙ 급수와 유수 ∙등각 사상과 응용

제4부 이산 수학
∙ 수열의 해법 ∙셈(counting)법

∙ 정수론과 공개키 암호 ∙그래프 이론과 그 응용

∙ 부록 ∙연습 문제 풀이

강의자료 제공

2009년 발행

국배판 변형/ 580면/ 20,000원

ISBN 89-8172-495-4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공업수학 (Ⅰ)
‖Alan Jeffrey 저, 전재복 외 역 ‖

제1부 : 선형학습 개괄

제2부 : 벡터와 벡터공간∙행렬과 선형연립방정식

∙고유값, 고유벡터, 대각화

제3부 : 1계 상미분방정식∙2계 및 고계선형미분방정식과 시스템

∙라플라스 변환

∙미분방정식의 급수해, 특수함수와 
스텀-리우빌 방정식

2009년 발행

46배판/ 876면/ 33,000원

ISBN 89-8172-026-6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공업수학 (제2판)

‖김창근 외 ‖
∙미분방정식의 개요

∙일계 미분방정식

∙고계 선형 미분방정식

∙연립미분 방정식과 위상 평면 및 안전성

∙미분방정식의 멱급수 해법

∙라플라스 변환 ∙벡터와 행렬

∙행렬의 응용 ∙벡터의 응용

∙푸리에 해석학 ∙편미분 방정식

∙적분 변환 방법

강의자료 제공

2005년 발행

국배판 변형/ 580면/ 18,000원

ISBN 89-8172-496-2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공업수학 (Ⅱ)
‖Alan Jeffrey 저, 전재복 외 역 ‖

제4부 : 푸리에 급수∙푸리에 적분과 푸리에 변환

제5부 : 벡터미분∙벡터적분

제6부 : 해석함수∙복소적분

∙로오랑 급수, 유수, 그리고 선적분

∙라플라스 역변환적분

∙등각사상과 경계값문제에의 응용

제7부 : 편미분방정식

제8부 : 수치수학

연습문제 해답 

∙복소수와 복소 해석 함수 ∙복소 적분

∙급수와 유수 ∙등각 사상과 응용

∙수학적 기초와 방정식의 수치 해법 ∙보간법과 수치적 미적분

∙선형 연립 방정식의 수치 해법 ∙미분 방정식의 수치 해법

∙부 록 ∙연습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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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 598면/ 29,000원

ISBN 89-8172-378-8

공업수학 탐구
‖곽도영 ‖

∙1계 미분방정식

∙2계 선형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과 응용

∙행렬과 행렬식

∙계선형미분방정식

∙선형 1계 연립.미분방정식

∙급수해

∙비선형 미분방정식과 안정성

∙벡터 해석

∙복소수 및 복소수함수

∙선적분 ∙ 멱급수 ∙ 유수 ∙ 등각사상

∙Fourier 해석 ∙ 경계치문제

∙극좌표계의 방정식 ∙적분변환

∙수치해법 ∙연습문제 해답

∙각종 Table ∙수학자 연보

2013년 발행

46배판/ 252면/ 15,000원

ISBN 978-89-8172-063-6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 
(2권) -선형대수학과 벡터 미적분학-

‖조재경 저|정정환 그림 ‖
제1부 선형대수학
∙선형대수학을 배우는 이유

∙행렬의 곱셈

∙연립방정식 

∙행렬의 고유치, 고유벡터

제2부 벡터 미적분학
∙벡터 미분학

∙벡터 적분학

2012년 발행

46배판/ 222면/ 12,000원

ISBN 978-89-8172-062-9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 
(1권) -미분방정식-

‖조재경 저|안제용 그림 ‖
∙미분방정식이란

∙간단한 미분방정식의 예

∙1계 미분방정식의 응용Ⅰ

∙1계 미분방정식의 해법

∙1계 미분방정식의 응용Ⅱ - 전기회로

∙2계 미분방정식의 해법

∙2계 미분방정식의 응용 - 역학계, 

전기계

2013년 발행

46배판/ 226면/ 15,000원

ISBN 978-89-8172-065-0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 
(3권) -푸리에 해석과 편미분방정식-

‖조재경 저|그릴자유 그림 ‖
제1부 푸리에 해석
∙푸리에 급수

∙푸리에 적분

∙푸리에 변환

제2부 편미분방정식
∙파동방정식

∙열전도방정식

∙Laplace 방정식

∙적분변환을 이용한 편미분방정식의 

풀이

2007년 발행

KyoWooSa

46배판/ 222면/ 20,000원

ISBN 978-89-8172-692-8

ENGINEERING MATH?
HOW ABOUT IT IN COMICS?

‖ Jae Kyong Cho
Translated by Seong Ryeol kim ‖

∙What is a Differential Equation?

∙Examples of simple Differential 

Equations

∙How to Solve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s

∙Applications of the 1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s Ⅱ Electric 

Circuits

∙How to Solve 2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s

∙Applications of 2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s mechanical & Electrical 

systems

2008년 발행

46배판/ 272면/ 12,000원

ISBN 89-8172-110-6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 
(4권) -복소해석과 수치해석-

‖조재경 저|그릴자유 그림 ‖
제1부 복소해석
∙복소함수 ∙복소함수의 미분

∙복소함수의 적분

∙복소함수의 적분을 급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법∙복소적분을 이용해서 실적분을 구하는 법

제2부 수치해석 
∙수치해석이란

∙반복법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함수의 사이값 알아내기

∙수치미적분

∙연립방정식의 수치해법

∙상미분방정식의 수치해법

∙편미분방정식의 수치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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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46배판/ 422면/ 24,000원

ISBN 89-8172-513-6

길잡이 공업수학
‖박춘성 ‖

∙예습과 복습 ∙벡터

∙행렬 ∙행렬식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적분법 ∙정적분

∙적분의 응용 ∙편도함수

∙중적분 ∙미분방정식

∙Laplace 변환 ∙Fourier 급수

∙복소함수 ∙부록

∙해답 2013년 발행

46배판/ 354면/ 22,000원

ISBN 978‒89‒8172‒955‒4

기초공업수학
‖김형교 ․ 나경욱 ‖

∙공학함수

∙삼각함수와 좌표계

∙벡터해석

∙복소수의 이해

∙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열과 급수

∙미분

∙적분

∙미분방정식의 기초

∙라플라스 변환

∙푸리에 급수와 푸리에 변환

∙푸리에 변화

∙찾아보기

2003년 발행

46배판/ 344면/ 17,000원

ISBN 89-8172-111-4

알기쉬운 

공업수학 입문 (개정판)

‖김경호 외 ‖
∙미분방정식

∙Laplace 변환

∙Fourier 급수와 변환

∙행렬식

∙벡터

∙삼각함수

∙유용한 표

∙연습문제 해답 2004년 발행

46배판/ 336면/ 17,000원

ISBN 89-8172-387-7

새로운 기초 공학수학
‖이종걸 ․ 김경호 ‖

∙복소수

∙벡 터

∙일차연립방정식과 행렬

∙행렬식

∙행렬의 계수와 일차연립방정식

∙미분방정식

∙Laplace 변환

∙무한급수

∙확 률

∙확률분포

∙미분법

2007년 발행

46배판/ 364면/ 16,000원

ISBN 978-89-8172-290-6

기초공업수학
‖수학교재편찬회 ‖

∙수와 전기

∙행렬식

∙선형 방정식

∙삼각함수

∙미분법

∙적분법

∙미분방정식

∙벡터와 스칼라

∙복소수와 복소함수해석

∙라플라스 변환

∙푸리에 급수

∙조합해석

∙각 장별 연습문제 풀이 수록 

2004년 발행

46배판/ 398면/ 20,000원

ISBN 89-8172-474-1

정보화 시대의 필독서 

길잡이 공학수학  
‖양정모 ‖

∙집합과 사상

∙수학적 구조

∙정수론

∙불 대수와 스위칭 회로

∙그래프와 행렬

∙언어와 오토마톤

∙미분방정식

∙Laplace 변환과 Fourier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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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 248면/ 15,000원

ISBN 978-89-8172-216-6

미분방정식 기초
‖김병무 ․ 윤주환 ‖

∙미분

∙적분과 무한급수

∙미분방정식

∙연립미분방정식

∙Laplace 변환

∙Fourier 급수와 응용

∙Mathematica를 이용한 미분방정식 

풀이
2009년 발행

46배판/ 352면/ 20,000원  

ISBN 978-89-8172-689-8

이공계 학생을 위한

미분방정식
‖강부현 ․ 유동선 ‖

∙일계미분방정식

∙고계미분방정식

∙연립미분방정식과 수치해법

∙Laplace 변환

∙급수해

∙Legendre 및 Bessel 방정식

∙Fourier 급수

∙편미분방정식

∙각장별 연습문제 풀이

연습문제 풀이 및 해답 CD첨부

2008년 발행

46배판/ 244면/ 17,000원

ISBN 978-89-8172-631-7

미분방정식 입문 (개정판)

‖노정학 ․ 양춘우 ‖
∙미분방정식의 기본개념

∙1계 미분방정식

∙고계 미분방정식

∙멱급수해

∙라플라스 변환

∙부록

2012년 발행

46배판/ 374면/ 22,000원  

ISBN 978-89-8172-789-5

공학인증을 위한

미분방정식 
‖강부현 ‖

∙일계미분방정식 

∙고계미분방정식 

∙연립미분방정식과 수치해법 

∙Laplace 변환 

∙멱급수해법 

∙Legendre 및 Bessel 방정식 

∙Fourier 급수 

∙편미분방정식 

∙연습문제 해답 

∙참고문헌 

∙찾아보기 

2008년 발행

46배판/ 402면/ 22,000원

ISBN 978-89-8172-720-8

미분방정식 정설
‖박동근 ․ 정진문 ‖

∙미분방정식

∙1계미분방정식의 해법

∙여러 가지 1계미분방정식

∙1계미분방정식의 응용

∙고계선형미분방정식

∙미분연산자를 이용한 해법

∙여러 가지 미분방정식

∙Laplace 변환

∙Gamma함수, Beta함수, 오차함수

∙급수해

∙Legendre 방정식과 Bessel 방정식

∙수치해

∙Fourier 급수

∙편미분방정식

∙연습문제 해답 

2012년 발행

크라운판/ 466면/ 28,000원

ISBN 89-8172-022-3

미분방정식원론
‖김용태 ․ 전종득 ․ 차형구 ․ 김종헌 ‖

∙1계 미분방정식

∙선형미분방정식

∙급수해법

∙수치해법

∙Laplace 변환 및 그 응용

∙전미분방정식과 연립미분방정식

∙1계 편미분방정식

∙고계 편미분방정식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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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발행

크라운판/ 460면/ 20,000원

ISBN 89-8172-024-X

미분방정식
‖이구대 ․ 박동근 ‖

∙미분방정식의 기본 개념∙1계 미분방정식∙1계 선형미분방정식∙1계 고차미분방정식∙n계 선형미분방정식∙상수계수를 갖는 동차선형미분방정식∙상수계수를 갖는 선형미분방정식∙변수계수의 선형미분방정식∙고계 미분방정식∙연립 선형미분방정식∙전미분방정식∙급수해∙Legendre, Bessel, Gauss 방정식∙편미분방정식∙1계 선형편미분방정식∙상수계수의 고계 동차 편미분방정식∙각 장별 연습문제 풀이

2007년 발행

46배판/ 732면/ 33,000원

ISBN 978-89-8172-582-2

ELEMENTARY LINEAR ALGEBRA

선형대수학 (5/e)
‖ LARSON ․ EDWARDS ․ FALVO

강신덕 외 역 ‖
∙연립일차방정식

∙행렬들

∙행렬식

∙벡터공간

∙내적공간

∙선형변환

∙고유값과 고유벡터

∙부록 A. 수학적 귀납법과 기타 증명법

∙부록 B. 컴퓨터 대수 도구와 그래프 

계산기

∙연습문제 해답

2011년 발행

46배판/ 360면/ 18,000원

ISBN 978-89-8172-121-3

Mathematica로 배우는 

미분방정식
‖신준용 ․ 엄미례 ․ 이현영 ‖

∙미분방정식이란?

∙1계 미분방정식 및 응용

∙고계 선형미분방정식 및 응용

∙변수계수 고계 미분방정식 및 응용

∙Laplace 변환

∙연립선형미분방정식

2013년 발행

46배판/ 364면/ 21,000원

ISBN 978-89-8172-440-5

공학기초 선형대수학 (개정판)
‖심재동 ․ 이경희 ․ 천창범 ․ 하준홍 ‖

∙연립일차방정식과 행렬

∙행렬대수

∙행렬식

∙벡터공간과 선형변환

∙고유값과 고유벡터

∙계산 행렬대수의 응용

∙연습문제 해답

∙ Maple 시작하기

∙스스로 학습 및 토론문제 

2012년 발행

46배판변형/ 562면/ 35,000원

ISBN 978‒89‒8172‒923‒3

선형대수학과 활용 (7/e)
‖Gareth Williams 저

윤복식 역 ‖
∙선형방정식

∙행렬

∙행렬식

∙벡터공간

∙고유값과 고유벡터

∙선형변환

∙내적공간

∙수치적 방법

∙선형계획법

∙부록

∙일부 연습문제 해답

∙찾아보기

2011년 발행

46배판/ 152면/ 20,000원

ISBN 978‒89‒8172‒876‒2

이공계를 위한 

선형대수학
‖부산대학교

수학교재편찬위원회 ‖
∙행렬

∙행렬과 연립일차방정식

∙행렬식

∙벡터

∙선형변환

∙직교

∙고유치와 고유벨터

∙연습문제 해답 및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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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크라운판/ 294면/ 15,000원

ISBN 978-89-8172-413-9

알기쉬운

선형대수학 (개정판)

‖이효삼 ‖
∙행렬과 연립방정식

∙벡터공간

∙내적공간

∙행렬식

∙선형변환

∙고유값과 고유벡터

∙이차형식

∙참고문헌

∙연습문제해답

2009년 발행

크라운판/ 268면/ 17,000원

ISBN 978-89-8172-357-6

선형대수학
‖강정흥 ․ 이시창 ․ 황규범 ‖

∙행렬과 연립방정식

∙행렬식

∙Rn에서의 벡터

∙벡터공간

∙선형변환

∙고유치와 고유벨터

∙선형대수의 응용 연습문제 해답

연습문제 풀이 및 해답 CD 첨부

2014년 발행

46배판/ 310면/ 22,000원

ISBN 978-89-8172-797-0

선형대수 입문 (개정판)

‖강정흥 ․ 권기호 ․ 문미남

박석봉 ․ 이시창 ․ 황규범 ‖
∙행렬과 연립1차방정식 

∙행렬식 

∙ 에서의 벡터 

∙벡터공간 

∙선형변환 

∙고유치와 고유벡터 

∙선형대수의 응용 

∙찾아보기 2013년 발행

46판/ 454면/ 25,000원

ISBN 978-89-8172-001-8

선형대수학
‖응용수학연구회 ‖

∙행렬과 연립방정식

∙행렬식

∙벡터공간

∙선형변환

∙직교

∙고유값

∙수치 선형대수

∙연습문제 해답

2009년 발행

크라운판/ 458면/ 25,000원

ISBN 89-8172-036-3

선형대수학
‖강정흥 ․ 김정헌 ․ 박석봉 ․ 이시창 ‖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

∙행렬식

∙2차 및 3차 공간에서의 벡터

∙벡터공간

∙선형변환

∙고유치와 고유벡터

∙선형대수의 응용

∙연습문제 해답
2004년 발행

46배판/ 442면/ 22,000원

ISBN 89-8172-146-7

Mathematica를 이용한 

선형대수학 (제2판)

‖김한두 ․ 김향숙 ․ 배화수 ․ 손병근 ‖
∙Mathematica에 대하여

∙행렬

∙행렬식

∙선형공간

∙고유치와 고유벡터

∙선형사상

∙A. 수학적귀납법

∙B. 연습문제 풀이



84

공
학
수
학∙
응
용
수
학∙
통
계
학

국

내

서

2008년 발행

46배판/ 374면/ 22,000원

ISBN 89-8172-355-9

Matlab을 이용한 

선형대수학 (개정판)

‖김창근 ․ 송영권 ․ 양영균 ‖
∙행렬

∙선형연립방정식

∙평면과 공간의 벡터

∙벡터공간

∙내적공간

∙선형사상 

∙고유값과 행렬의 대각화

∙이차형식과 원뿔곡선

∙연습문제 해답 

2009년 발행

크라운판/ 162면/ 10,000원

ISBN 89-8172-472-5

벡터와 행렬의 기초
‖이석종 ‖

∙행렬과 그 연산

∙행렬식과 역행렬

∙연립방정식과 행렬

∙평면과 공간에서의 벡터

∙벡터공간과 기저

∙선형변환과 행렬

∙고유값과 고유벡터

∙연습문제 해답

∙기본공식과 삼각함수표

2012년 발행

46배판/ 438면/ 27,000원

ISBN 978‒89‒8172‒879‒3

선형대수학 (개정판)

-MATLAB을 이용한 문제풀이- 

‖송영권 ‖
∙행렬

∙일차연립방정식

∙벡터공간

∙내적공간

∙선형사상과 행렬 

∙고유값과 고유벡터 

∙연습 문제 해답

∙찾아보기 
2012년 발행

46배판/ 364면/ 23,000원

ISBN 978-89-8172-911-0

수치해석
‖정상권 ‖

∙왜 수치해석인가?

∙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의 해

∙수치 선형대수

∙곡선 그리기

∙수치적분

∙초깃값 문제

∙경곗값 문제

∙편미분방정식

∙최적문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2007년 발행

크라운판/ 442면/ 23,000원

ISBN 978- 89-8172-056-8

예제 중심으로 풀어쓴 

선형대수학 (개정판)

Maple을 이용한 연습문제 풀이법 수록

‖최재룡 ․ 한창우 ‖
∙수벡터와 유클리드공간 Rn

∙행렬식

∙행렬

∙선형공간

∙고유값과 행렬의 대각화

∙연습문제 풀이 2011년 발행

46배판/ 242면/ 14,000원

ISBN 978-89-8172-903‒5

Matlab 활용

ESSENCIAL 수치해석
‖김준석 ‖

∙Matlab 기초

∙Taylor 정리

∙보간법

∙방정식의 수치해법

∙수치적 미분

∙수치적 적분

∙미분방정식의 수치해법

∙열방정식에 대한 유한 차분법

∙열방정식에 대한 유한 요소법

∙열방정식에 대한 이산 푸리에 변환

∙DG, Bi-CG, and Bi-CGSTAB

∙Fractional ste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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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46배판/ 414면/ 23,000원

ISBN 978-89-8172-074-2

Matlab을 이용한 

수치해석 (제2판)

‖김창근 ‖
∙Matlab 사용법

∙수학적 기초와 오차

∙방정식의 수치해법

∙보간법

∙수치적 미분과 적분

∙선형연립방정식의 수치해법

∙고유값과 고유벡터

∙곡선의 적합과 함수 근사법

∙미분방정식의 수치해법

∙경계값 문제

∙연습문제 풀이

2007년 발행

크라운판/ 212면/ 10,000원

ISBN 978-89-8172-155-8

알기쉬운 수치해석
‖오후진 ‖

∙수치표현과 오차

∙선형연립방정식의 해

∙비선형연립방정식의 해

∙보간법

∙수치적 미분과 적분

∙부록

2012년 발행

46배판/ 410면/ 25,000원

ISBN 978-89-8172-015-5

수치해석원론 (개정판)

‖유동선 ․ 김영익 ‖
∙수치해석의 기초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

∙행렬과 연립 1차방정식

∙보간법

∙수치미분과 수치적분

∙곡선의 적합

∙미분방정식의 수치해법

∙편미분방정식의 수치 해법

∙연습문제 해답 2008년 발행

국배판/ 324면/ 20,000원

ISBN 978-89-8172-744-4

셈틀에서 태어난 수치해석학
(기본판)

‖최행진 ‖
∙Visual C++ 6.0의 설치

∙재미있는 수학 문제들

∙기초 통계 ∙기초 선형대수

∙MFC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의 근과 함수의 극값

∙마구잡이수

∙확률분포 모의실험

∙수치적분 ∙보간법

∙최소제곱법 ∙상미분방정식

∙편미분방정식 ∙고속 푸리에 변환

∙리눅스에서 Xlib를 이용하여 그래픽 

프로그래밍 하기

∙시간 측정하는 것에 관하여

2008년 발행

46배판/ 336면/ 17,000원

ISBN 978-89-8172-337-8

C로 구현한 수치해석
‖유동선 ․ 한수경 ‖

∙수치해석의 기초

∙비선형방정식

∙비선형연립방정식

∙선형연립방정식

∙LU분해

∙고유값과 고유벡터

∙보간법

∙수치미분과 수치적분

∙미분방정식

∙편미분방정식

∙연습문제 풀이

2008년 발행

국배판/ 434면/ 27,000원

ISBN 978-89-8172-745-1

셈틀에서 태어난 수치해석학
(완전판)

‖최행진 ‖
∙Visual C++ 6.0의 설치∙재미있는 수학 문제들∙컴퓨터의 한계를 초과하는 수치의 연산∙기초 통계 ∙기초 선형대수∙원주율 ∙MFC∙함수의 그래프∙방정식의 근과 함수의 극값∙마구잡이수 ∙확률분포∙수치적분 ∙보간법∙최소제곱법 ∙상미분방정식∙편미분방정식 ∙특수함수∙고속 푸리에 변환∙리눅스에서 Xlib를 이용하여 그래픽 

프로그래밍하기∙병렬 프로그래밍∙시간 측정하는 것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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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 354면/ 20,000원

ISBN 978-89-8172-701-7

Maple을 이용한 

수치해석
‖권영철 ․ 강만기 ․ 박종서 ․ 박진한 ‖

∙기본개념

∙방정식의 해법

∙행렬과 선형연립방정식

∙보간법

∙수치 미분 적분

∙함수 근사법

∙고유값 문제

∙참고문헌 
예제파일 소스CD 

2010년 발행

46배판/ 344면/ 20,000원

ISBN 978-89-8172-857-1

Matlab과 응용
‖김경중 ‖

∙기본 성질

∙M-파일 종류와 활용 및 그래프 제어

∙자료 입력, 출력과 관련 명령어

∙1계 미분 방정식 수치적 해법

∙1계 미분 방정식 고차 수치적 해법

∙2차 Runge-Kutta Method

∙4차 Runge-Kutta Method

∙1, 2차적 곡선 구현

∙3차적 곡선 구현

∙참고문헌

∙정답 및 해설

∙찾아보기

2012년 발행

46배판/ 194면/ 15,000원

ISBN 978-89-8172-877‒9

통계계산을 위한 

기초수치해석 
‖김영훈 ‖

∙Taylor 다항식과 다항식 계산 

∙부동소수점수와 오차 

∙비선형방정식의 해 

∙연립선형방전식의 해

∙보간법과 함수근사법  

∙수치적분 

∙곡선적합
2007년 발행

46배판/ 338면/ 17,000원

ISBN 978-89-8172-688-1

이공계 학생을 위한 

Maple 길잡이
‖최재룡 ․ 전영국 ․ 추인선 ‖

∙Maple의 개요

∙Maple에의 초대

∙Maple 언어구조와 명령문

∙프로시저

∙Maple 패키지

∙그래픽스

∙입출력

2007년 발행

46배판/ 392면/ 20,000원

ISBN 978-89-8172-116-9

이공계 과학도를 위한

Matlab 사용법과 
그 응용 (제2판)

‖김창근 ‖
∙Matlab 기초

∙Matlab에서의 행렬

∙내장 함수의 응용

∙연산자와 흐름 제어문

∙ M-파일 작성법과 예제

∙그래프와 그 응용

∙기호 수학 도구상자

∙연습문제 풀이

2013년 발행

MATHEMATICA 8.0 
가이드북

‖양성덕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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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46배판 / 416쪽 / 30,000원

(LATEX Ⅰ․ Ⅱ 세트가격 50,000원)

ISBN 978-89-8172-804-5
978-89-8172-803-8(세트)

아름다운 수식문서 작성 프로그램 

LATEX - [Ⅰ] 기초편 

‖심송용·강희모 ‖
∙입력파일 준비하기∙디자인하기 ∙길이, 공간 및 박스 ∙LATEX의 수학모드 ∙리스트 만들기 ∙단원 나누기 및 번호 붙이기 ∙인용, 차례, 입력나누기 ∙사용자 가정한 명령, 환경 및 정리 등 ∙그림, 표 등의 유동체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BibTEX ∙LATEX에서 색인만들기 ∙LATEX의 picture 환경 ∙epic 및 eepic 패키지 ∙TikZ와 PGF 패키지 ∙graphics와 color 패키지 

CD 제공

2010년 발행

46배판/ 832면/ 45,000원

ISBN 89-8172-640-X

Mathematica 
Guide Book
입문에서 활용까지

‖이장훈 ‖
∙모든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한 고급프로그래밍 언어 

Mathematica!

∙홈페이지 수학생각 (mathought.com) 

매스매티카 온라인 강의 완결판!

본서의 학습 대상
∙매스매티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전공 

대학(원)생, 연구원(고등학교 및 대학 

교양수학 수준의 내용을 소재로 설명) 

중등 교육에서 매스매티카의 활용을 

시도하는 수학교사 (본서에 소개된 

작품은 바로 고등학교 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

본서의 주요내용
∙초급 입문자를 위한 내장함수 및 패키지함수 활용법

∙중급 활용자를 위한 다양한 수학적 모델 프로그래밍 기법

∙고급 응용자를 위한 국내 최초 LiveGraphics3D, web Mathematica 개발 

기법

CD ROM 제공
∙본문 예제 Notebook 파일 수록

∙LiveGraphics 3D 작품 소스 수록

∙WebMathematica 작품 JSP 소스 수록

본서의 질의와 응답은 수학생각 (http://www.mathought.com)에서 

저자와의 커뮤니티가 가능합니다.
2009년 발행

46배판 / 443쪽 / 30,000원

(LATEX Ⅰ․ Ⅱ 세트가격 50,000원)

ISBN 978-89-8172-804-5
978-89-8172-803-8(세트)

아름다운 수식문서 작성 프로그램 

LATEX - [Ⅱ] 활용편 

‖심송용·강희모 ‖
∙LATEXCAD 프로그램 

∙DVI → PostScript 또는 PDF 

∙그림파일을 LATEX에 포함하기 

∙몇 가지 유용한 패키지와 설치 

∙프리젠테이션 

∙애니메이션 

∙MiKTEX과 한글 LATEX의 설치 

∙KC2008 설치하기 

∙LATEX의 한글화 

2002년 발행

국배판 변형/ 922면/ 50,000원

ISBN 89-8172-309-5

Mathematica 4.0
‖ Stephen Wolfram 저

인제대 메스메티카 기술교육센터 역 ‖
본서에는 Mathematica 4.0 매뉴얼의 중

요부분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어 더 많은 것

들을 설명해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문제풀이 위주 교육과 Mathematica

를 이용한 컴퓨터 활용 교육이 상호보완적

인 역할을 담당하여 수학교육의 시너지효

과를 높이기에 충분할 것이다.

∙제1부 Practical Introduction to 

Mathematica

∙제2부 Principles of Mathematics

∙제3부 Advanced Mathematics in 

Mathematica

2006년 발행

크라운판/ 204면/ 10,000원

ISBN 89-8172-426-1

HTML ․ JAVASCRIPT 

프로그래밍과 웹 수학
‖김영익 ‖

∙HTML과 홈페이지 작성

∙자바스크립트 소개

∙웹 수학의 구현

∙예문찾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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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해답 ․ 학습자료 제공

2013년 발행

46배판변형/ 714면/ 35,000원

ISBN 978-89-8172-953-0

기초통계학 (5/e)
A Step by Step Approach

[A Brief Version]

‖Allan G. Bluman 저

강근석 ․ 김대경 ․ 백승규 ․ 변종석

이승수 ․ 이영섭 ․ 탁충습 역 ‖
∙확률과 통계학의 본질 

∙도수분포와 그래프 

∙자료의 설명 

∙확률과 계수공식 

∙이산확률분포 

∙정규분포 

∙신뢰구간과 표본크기 

∙가설검정 

∙두 평균, 두 모비율 그리고 두 분산의 

차이에 대한 검정 

∙상관과 회귀 

∙카이제곱과 분산분석 

∙부록 ∙찾아보기 

2013년 발행

46배판/ 256면/ 17,000원

ISBN 978-89-8172-634-8

확률 및 통계학 (제2판)

‖김영주 ․ 김윤경 ․ 유영호

이승수 ․ 주상열 ‖
∙확률과 조건부 확률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결합 확률분포

∙통계학이란?

∙정규분포

∙신뢰구간

∙가설검정

∙부 록

∙연습문제 해답 

해답 CD 제공

2011년 발행

46배판/ 498면/ 30,000원

ISBN 978-89‒8172‒881‒6

현대통계학의 이해 
‖배영주 ‖

∙서론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방법 

∙확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함수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

∙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범주형 자료 분석 

∙비모수통계분석

2012년 발행

46배판/ 428면/ 26,000원

ISBN 978-89-8172-925-5

EXCEL을 활용한 

확률 및 통계학
‖손창균 ‖

∙자료의 정리 ∙자료의 요약

∙확률 ∙확률분포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표본분포 ∙통계적 추정

∙통계적 가설설정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풀이

∙찾아보기

2013년 발행

변형판/ 398면/ 30,000원

ISBN 978-89-8172-845-8

확률 및 통계학 개론 (13/e)
Introduction to Probability & 
Statistics 

‖Mendenhall ․Beaver ․Beaver 저
 김영주 ․ 유영호 ․ 이승수

이영경 ․ 주상열 역 ‖
∙서  론∙그래프에 의한 자료의 설명∙수치적 측도에 의한 자료의 설명∙이변량 자료의 설명∙확률과 확률분포∙여러 가지 유용한 이산 분포∙정규확률분포∙표본분포∙대표본 추정∙대표본 가설검정∙소표본에 대한 통계적 추론∙분산분석∙선형회귀 및 상관∙범주형 자료 분석∙부록 ∙연습문제 해답

2013년 발행

46배판/ 472면/ 28,000원

ISBN 978‒89‒8172‒905-9

Excel을 이용한 

실용통계분석

‖배현웅 ‖
∙통계학이란?

∙자료의 정리와 요약

∙확률  ∙확률분포  ∙표본분포  ∙ 추정

∙통계적 검정  ∙ 두 모집단의 비교

∙상관분석  ∙회귀분석  ∙ 분산분석

∙범주형 자료 분석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해답

∙찾아보기



 

분야별 도서명 찾아보기
정보통신 ․전자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공학일반

공학수학 ․응용수학 ․통계학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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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A First Course in 

Differential Equations (The 

classic) (5/e)

Dennis G. Zill 12, 70

A Modern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2/e)
Henry J. Ricardo 12, 69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Alan Jeffrey 10, 47, 

68

Analog and Digital Signal 

Processing : An Integrated 

Computational approach 

With Matlab

John Kronenburger John 
Sebeson

10

Applied Linear Regression 

Models (4/e)
Michael Kutner Christopher 
Nachtsheim John Neter

46

Applied Linear Statistical 

Models (5/e)
Michael Kutner Christopher 
Nachtsheim John Neter 
William Li

43

Applie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with Fourier 

Series and Boundary 

Value Problem (4/e)

Haberman 13, 70

Applied Probability Models D. L. Minh 18, 44, 
75

Applied Statistics for 

Public and Nonprofit 

Administration (7/e)

Kenneth J. Meier Jeffrey L. 
Brudney John Bohte

41

Boundary Value Problems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6/e)

David L. Powers 13, 70

Calculus (9/e) Dale Varberg․Edwin J. 
Purcell Steven E. Rigdon

10, 68

Computer-Integrated 

Manufacturing (2/e)
James A. Rehg Henry W. 
Kraebber

47

Computer-Integrated 

Manufacturing (3/e)
James A.Rehg Henry W. 
Kraebber

46

CyberLaw -Text and 

Cases (3/e)
Ferrera, Lichtenstein, Reder, 
Bird, Schiano

29

Digital Signal Processing 

Implementations: Using 

DSP Microprocessors 

Srinivasan, Singh 10

Discrete Mathematics 

Theory and Applications 

Revised Edition

D.S.Malik, M.K.Sen 28

Discrete Structures Logic, 

and Computability (3/e)
James L. Hein 28

Elementary Differential 

Equations (6/e)
C. Henry Edwards David E. 
Penney

11, 69

Elementary Linear Algebra 

(7/e)
Ron Larson․Davidc Falvo 13, 48, 

71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Elementary Statistics (10/e) Robert Johnson․patricia 
Kuby

40

Elementary Statistics: A 

Step by Step Approach 

[A Brief Version] (5/e)

Allan G. Bluman 15, 40, 
73

Elementary Statistics: 

Looking at the Big Picture 

(International Edition)

Nancy Pfenning 41

Elements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avel Drabek Gabriela 
Holubova

12, 70

Engineering Economic 

Analysis (8/e)
Newnan Lavelle Eschenbach 45

Engineering Economy 

(12/e)
Sullivan Wicks Luxhoj 44

Essential Calculus (2/e) James Stewart 11, 68

Essential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Student Solutions Manual)

James Stewart 11, 68

Foundations of Discrete 

Mathematics
Fletcher Hlyle Patty 29

Fundamentals of 

Differential Equations (8/e)
Nagle, Saff, Snider 11, 69

Graphic Design Basics 

(5/e)
Amy E. Arntson Emerita 28

Introduction to Probability 

& Statistics (13/e)
Mendenhall․Beaver․Beaver 16, 42, 

74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Its Applications (3/e)
Richard L. Scheaffer Linda J. 
Young

17, 43, 
75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Paul P. Biemer․Lars E. 
Lyberg

47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Statistics (3/e)
Alexander M. Mood, etc. 42

Introductory Differential 

Equations with Boundary 

Value Problems (3/e)

Martha L. Abell James P. 
Braselton

12, 69

Learning to program with 

robots JAVA
Byron Weber Becker 28

Linear Algebra and Matrix 

Theory (2/e)
Gilbert, Gilbert 14, 71

Linear Algebra Theory and 

Application
Yuma Ju, Wenxun Xing 
Cuiqin Lin, Jinde Hu Feiyan 
Wang

14, 71

Linear Algebra with 

Applications (7/e)
Gereth Williams 13, 48, 

71

Linear Programming CHVATAL 46

Mathematics: A Discrete 

Introduction (3/e)
Edward Scheinerma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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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Matrix Analysis (2/e) Roger A.Horn․Charles 
R.Johnson

14, 48, 
72

Modern Engineering 

Economy
Donovan H. Young 44

Numerical Analysis (8/e) Richard L. Burden, J. 
Douglas Faires

15, 49, 
72

Numerical Analysis and 

Scientific Computation
Jeffery J. Leade 15, 49, 

72

Numerical Methods (4/e) Faires, Burden 14, 48, 
72

Numerical Methods With 

Matlab Implementations 

and Applications

Gerald W. Recktenwal 15, 73

Operations Research (An 

Introduction) (7/e)
Hamdy A. Taha 45

Probability & Statistics for 

Engineers (5/e)
Richard L. Scheaffer 
Madhuri Mulekar James T. 
McClave

17, 43, 
74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ciences (8/e)

Jay L. Devore 16, 42, 
74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ciences (8/e)

Richard A. Johnson, Irwin 
Miller, John Freund

74

Problems in Probability T M Mills 44

Quantitative Methods for 

Business (11/e)
Anderson Sweeney Williams 
Martin

45

Schaum's Outline Series 

Basic Electricity
Milton Gussow 18

Schaum's Outline Series 

Data Structures with C++ 
John R. Hubbard 29

Schaum's Outline Series 

Discrete Mathematics (3/e)
Seymour Lipschutz Marc 
Lipson

30

Schaum's Outline Series 

Electric Circuits (4/e)
Mahmood Nahvi Joseph 
Edminister

18

Schaum's Outline Series 

Electromagnetics (3/e)
Joseph Edminister 18

Schaum's Outline Series 

Physics for Engineering 

and Science (2/e)

Michael Browne 19

Schaum's Outline Series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Random 

Processes (2/e)

Hwei Hsu 19, 30

Schaum's Outline Series 

Programming with C (2/e)
Byron Gottfried 30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Schaum's Outline Series 

Programming with C++ (2/e)
John R. Hubbard 30

Schaum's Outline Series: 

Continuum Mechanics 
George Mase 64

Schaum's Outline Series: 

Engineering Mechanics: 

Statics 

E. Nelson Charles Best 
William McLean Merle 
Potter

63

Schaum's Outline Series: 

Fluid Dynamics (3/e)
William Hughes John 
Brighton Nicholas 
Winowich

62

Schaum's Outline Series: 

Fluid Mechanics and 

Hydraulics (3/e)

Ranald Giles Jack Evett 
Cheng Liu

62

Schaum's Outline Series: 

Fluid Mechanics
Merle Potter David Wiggert 62

Schaum's Outline Series: 

Heat Transfer (2/e)
Donald Pitts Leighton E. 
Sissom

62

Schaum's Outline Series: 

Reinforced Concrete 

Design (3/e)

Noel Everard 63

Schaum's Outline Series: 

Strength of Materials (4/e)
William A. Nash 63

Schaum's Outline Series: 

Thermodynamics for 

Engineers

Merle Potter Craig Somerton 63

Simulation Using Promodel Harrell Chosh Bowden 45

Statistical Control by 

Monitoring and Feedback 

Adjustment

George Box․Alberto Luceno 47

Statistical Methods for 

Engineers (2/e)
Vining Kowalski 17, 43, 

75

Statistics Principles and 

Methods, 6th Edition 

International Student 

Version (6/e)

Richard A. Johnson 16, 73

Table of Integrals, Series, 

and Products (7/e)
I. S. Gradshteyn․I. M. 
Ryzhik

46

Tales of Distributions 

Basic Statistics (9/e)
Chris Spatz 41

Understandable Statistics 

(9/e)
Charles Henry Brase 
Corrinne Pellillo Brase

40

Understanding Basic 

Statistics (6/e)
Brase Brase 16, 40, 

73

Understanding Statistics 

(9/e) in the Behavioral 

Sciences 

Robert R. Pagano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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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21세기 글로벌비전 

중소기업의 전략경영
남동일 52

경영과학 실무활용 김여근․김우제․박순달 54

경영과학개론 성창섭․오근태․박명환․양성민 
이운식․박창권․주운기․권수태 
주철민․진현웅․송상화

53

경영과학의 이론과 실제 박용성 54

고등선형계획법 박순달 외 54

고장모드 및 영향, 치명도 

해석 (Ⅲ) 

(Failure Mode and 

Effects, Criticality 

Analysis)

송준엽․이후상․장주수 
정지용․하성도

56

고장보고, 분석 및 교정 

조치 시스템 (Ⅳ)
김세현․구기홍․장주수 
조규상․한봉윤․홍연웅

56

고전압 이론과 응용 김정태 26

공업수학 (Ⅰ) Alan Jeffrey 저|전재복 외 역 78

공업수학 (Ⅱ) Alan Jeffrey 저|전재복 외 역 78

공업수학 (제2판) 김창근 외 78

공업수학 탐구 곽도영 79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1권) 

-미분방정식-

조재경 저|안제용 그림 79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2권) 

-선형대수학과 벡터 

미적분학-

조재경 저|정정환 그림 79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3권) 

-푸리에 해석과 

편미분방정식-

조재경 저|그릴자유 그림 79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4권) 

-복소해석과 수치해석-

조재경 저|그릴자유 그림 79

공업통계학(개정판) 이종성 57

공학경제(제2판) 조성구 외 53

공학기초 

선형대수학(개정판)
심재동․이경희․천창범․하준홍 82

공학수학 김상목․김태균․송영권 
송형수․이종우․이진우 
이흥수․지은숙․허 민

78

공학수학 윤주한․오원태․조완영․김미혜 78

공학인증을 위한 

미분방정식 
강부현 81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는 

열역학 강좌
김동진 66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금융과학 DAVID G. LUENBERGER 
저 박구현․윤복식․이영호 역

59

기초 전기․전자 박건작 24

기초 C 

(예제 프로그램 중심)
오창혁 32

기초공업수학 김형교․나경욱 80

기초공업수학 수학교재편찬회 80

기초통계학 (5/e) 

A Step by Step Approach 

[A Brief Version]

Allan G. Bluman 저
강근석․김대경․백승규․변종석 
이승수․이영섭․탁충습 역

88

기초확률론 이외숙 60

기초회로실험 조영송 외 25

길잡이 공업수학 박춘성 80

길잡이 공학수학 양정모 80

길잡이 회로이론 최성재․윤석창․김기환 24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이경목 23

디자인 강의 박현일 66

디지털 무선통신 강희조 외 23

디지털공학 김정선 외 23

리눅스 시스템 나근식 32

린(Lean) 6시그마 분석과 

성과 향상
강현수․조영성 52

머리가 좋아지는 

Logo 프로그래밍
전영국․김진영․김정섭 
조인성․허영현

34

문제풀이 중심의 C언어 

연습
김용일․강문설 32

물류 및 공급사슬관리 원론 송상화 57

물리학자 푸리에와 고속 

푸리에 변환
최행진 26

미국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을 가다 (항공산업에서 

포르노산업까지)

박찬수외 인터넷컨설팅그룹 53

미니탭 품질관리 신민웅 59

미분방정식 기초 김병무․윤주환 81

미분방정식 입문(개정판) 노정학․양춘우 81

미분방정식 정설 박동근․정진문 81

미분방정식 이구대․박동근 82

미분방정식원론 김용태․전종득․차형구․김종헌 81

벡터와 행렬의 기초 이석종 84

불확실성, 불확정성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
한상수 58

비즈니스 시스템 오라클솔루션연구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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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새로운 

경영과학원론(개정판)
유동선․정순석․김용범 54

새로운 기초 공학수학 이종걸․김경호 80

새로운 이산수학 입문 윤영진 37

생산운영관리론 (제2판) 구일섭․신현재․박만희․심재홍 57

생산정보 시스템 주운기 57

생생한 현장설비관리 권호일 외 56

선형계획법․네트워크이론 

연구Ⅰ

(경영과학연구실 논문집Ⅰ)

박순달 55

선형계획법․네트워크이론 

연구Ⅱ
박순달 55

선형대수 입문(개정판) 강정흥․권기호․문미남 
박석봉․이시창․황규범

83

선형대수학(개정판) 송영권 84

선형대수학(ELEMENTARY 

LINEAR ALGEBRA) (5/e)
LARSON․EDWARDS․FALVO 
강신덕 외 역

82

선형대수학 강정흥․김정헌․박석봉․이시창 83

선형대수학 강정흥․이시창․황규범 83

선형대수학 응용수학연구회 83

선형대수학과 활용 (7/e) Gareth Williams 저 
윤복식 역

82

셈틀에서 태어난 

수치해석학 (기본판)
최행진 85

셈틀에서 태어난 

수치해석학 (완전판)
최행진 85

소음진동학 이동호 66

솔라리스 시스템과 MySQL 

DB구축
조준익 35

수치해석 정상권 84

수치해석원론(개정판) 유동선․김영익 85

쉽게 배우는 디지털 

신호처리
황재호 22

쉽게 풀어 쓴 디지털 

상인을 위한 전략과 실제 
박찬수 52

쉽게 풀어쓴 회로망 이론 이행우 24

쉽네! 정보통신 井上伸雄 저, 조재경 역 22

시스템 신뢰도 공학(개정판) 김원경 55

시스템 신뢰도예측 가이드 

(Ⅰ) (MIL-HDBK-217F를 

중심으로) 

김만수 외 55

시스템 신뢰도예측 가이드 (II) 

삼성전자(BellCore/Telcordi

a)기준 중심으로

장주수․송준엽․박상준 55

신뢰도공학의 이론과 실제 김원경 55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실용 에폭시 핸드북 이창훈 66

아름다운 수식문서 작성 

프로그램 LATEX - 

[Ⅰ]기초편 

심송용․강희모 87

아름다운 수식문서 작성 

프로그램 LATEX - 

[Ⅱ]활용편 

심송용․강희모 87

아카데미 신호와 

시스템(개정판)
황재호 22

안테나공학 송도선․정인수 23

알기쉬운 경제성공학(제2판) 박영홍 53

알기쉬운 공업수학 

입문(개정판)
김경호 외 80

알기쉬운 

선형대수학(개정판)
이효삼 83

알기쉬운 수치해석 오후진 85

알기쉬운 실용 

초고주파공학
류 황․이민수 23

알기쉬운 전자회로실험 윤석창․김기환 25

앨리스(Alice)로 배우는 

예비교사 알고리즘 
이태욱․송정범․김종한 33

에너지 관리 혁명 

(Ⅰ)-관리기술편
한문규(컴파이언 
컨설팅(주))

66

영재를 위한 오피스 교육론 이태욱․안성훈․박정호 
배영권․남승현

34

영재를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론
이태욱․안성훈․박정호 
배영권․최영남

33

예비교사를 위한 컴퓨터 

활용교육
이태욱․박정호․송정범․김광열 33

예제 중심으로 풀어쓴 

선형대수학

: Maple을 이용한 연습문제 

풀이법 수록 (개정판)

최재룡․한창우 84

윈도우즈 암호 프로그래밍 이영환․최병문 34

유닉스 시스템 조준익 36

유전알고리즘과 그 

응용(개정판)
진강규 36

유한체 및 그 응용 조성진 26, 36

이공계 과학도를 위한 

Matlab 사용법과 그 응용 

(제2판)

김창근 86

이공계 학생을 위한 

미분방정식
강부현․유동선 81

이공계 학생을 위한 

Maple 길잡이
최재룡․전영국․추인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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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이공계를 위한 선형대수학 부산대학교 
수학교재편찬위원회

82

이산수학 문제탐구 윤영진 37

이산수학개론(개정판) 김주목․김진천․김창한․이범수 38

이산수학원론 채수환 외 38

인공지능－Expert System 

내용 포함-전산수학
박현근․최성자 38

인터넷과 홈페이지 활용 한광희 32

자바와 함께하는 수학 

(Java Aided Mathematics)
김필호 37

재미있는 인간공학 권호일 56

전기․전자공학개론 권준식 외 24

전기․전자시스템 신뢰도 

예측
전태보 56

전기와 생활과학(개정판) 백승철․이 욱 26

전기자기학(제2판) 윤석창 25

전기전자의 이해 유춘식․어익수 24

전산수학(제2판) 오혜영 37

전산수학과 통계학 조경숙․장덕준․신재경 38

전산학을 위한 이산구조 박진홍 38

전자기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
조재경 25

전자상거래구축 실무 김평구 외 52

전자회로 실험

(기초이론 및 응용회로)
오세농 외 25

전자회로공학(7/e) Robert T. Paynter 저 
최성재 역

24

전자회로공학 김종규․박종란․윤석창 
최성재․현동환

25

정보보호개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34

제조계획 및 통제시스템 이춘식 56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 정 원․임익성․김광섭․권수호 57

족집게 컬러리스트 박현일 66

처음부터 배우는 

디지털영상처리와 비전
황재호 22

첨단공학을 위한 정보수학 조성진․김한두․최언숙 26, 36

초보자를 위한 Java 

프로그래밍
박봉구․김도윤․차병래 33

초보자를 위한 Visual 

Basic 6.0 프로그래밍 

(개정판)

박봉구 외 33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최신 컴퓨터 

통계분석(개정판)-미니탭 

15버전 한글판을 활용한 

SQC

고복수․김근성 59

컴퓨터, 장자의 꿈 

(Would-be Worlds)
John L. Casti 저|강태원 역 35

컴퓨터를 활용한 

사례중심의 경영과학
박순달 외 54

통계계산을 위한 

기초수치해석 
김영훈 86

퍼지제어시스템 박종진․최규석 35

품질검사론 

(개정판)-KS/ISO 

샘플링검사를 중심으로 

고복수 58

프로그래밍 마인드 박진수 35

현대통계학의 이해 배영주 58, 88

형식언어와 유한상태머신 박진홍 38

확률 및 통계학 

개론(Introduction to 

Probability & Statistics) 

(13/e)

Mendenhall․Beaver․Beaver 저 
김영주․유영호․이승수․이영경․
주상열 역

57, 88

확률 및 통계학(제2판) 김영주․김윤경․유영호 
이승수․주상열

88

확률론 입문 (개정판) 김종호․김주환․이기성 60

AHP에 의한 의사결정 

이론과 실제 (개정판)
박용성 58

C 프로그래밍 언어 김용일․이명환․강문설 32

C 프로그래밍실습 김용일․강문설 32

C/C++ 컴퓨터알고리즘 민용식․오삼권 36

C로 구현한 수치해석 유동선․한수경 85

DSP 하드웨어에 의한 

디지털 신호처리 
황재호 22

e-비즈니스 시대의 

경영과학
김상오 54

e-commerce.com 

전자상거래 기술과 경영
최덕원 52

ENGINEERING MATH? 

HOW ABOUT IT IN 

COMICS?

Jae Kyong Cho Translated 
by Seong Ryeol kim

79

ENV 이산수학(개정2판) 황석근․이재돈․김익표 37

ESSENCIAL 

수치해석-Matlab 활용 
김준석 84

Excel을 이용한 실용통계분석 배현웅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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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EXCEL을 활용한 확률 및 

통계학
손창균 88

Financial Math 01 

수학과 현대금융사회
이승철 59

Financial Math 02 

금융과 수학의 만남(개정판)
김정훈 59

Financial Math 03 

금융수학(개정판)
김정훈 59

Financial Math 04 

투자와 금융수학
전흥기 60

Financial Math 05 

현대보험수리학
심주용․이장택․황창하 60

Financial Math 06 

파생상품 C++ 
이종희·김성기·정다래·
김준석

60

Financial Math 07 

Black-Sholes 방정식의 

수치해석입문 (제3판)

김준석․정다래․추영기 60

HTML․JAVASCRIPT 
프로그래밍과 웹 수학

김영익 37, 87

ICT 활용을 위한 웹자료 

개발의 이론과 실제
전영국 외 34

LINGO 최적화 모형: 제1권 

경영과학 입문
Linus Schrage 저
주운기․최성훈․정근채․이근철 역

53

LINGO 최적화 모형: 제2권 

경영과학 응용
Linus Schrage 저 
주운기․최성훈․정근채․이근철 역

53

Maple을 이용한 수치해석 권영철․강만기․박종서․박진한 86

Mathematica 4.0 Stephen Wolfram 저 
인제대 메스메티카 
기술교육센터 역

87

MATHEMATICA 8.0 

가이드북
양성덕 외 86

Mathematica Guide Book 

입문에서 활용까지
이장훈 87

Mathematica로 배우는 

미분방정식
신준용․엄미례․이현영 82

MATHEMATICA로 이해하는 

그래픽과 사운드
한수경․강태원 35

Mathematica를 이용한 

선형대수학(제2판)
김한두․김향숙․배화수․손병근 83

Matlab과 응용 김경중 86

Matlab을 이용한 

선형대수학(개정판)
김창근․송영권․양영균 84

Matlab을 이용한 

수치해석(제2판)
김창근 85

Minitab을 이용한 통계적 

품질관리(개정증보판)
김평구․김희철․이동준 58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Minitab을 이용한 통계적 

품질관리(제2판)
김평구․김희철 58

MySQL 조준익 36

PASS 2000 2.0을 활용한 

코스웨어의 개발
전영국 34

Understanding Electric 

Power Systems 

전력시스템의 이해

Jack Casazza․Frank Delea 저 
장길수․차준민 역

26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정보통신의 

이해

정기석 22

Visual C++ 6.0으로 

구현한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최행진 35

Windows용 FORTRAN 

FORTRAN IV, FORTRAN 

77과 FORTRAN 90을 

중심으로

민용식․차준민 33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