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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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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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925-2861~2 팩스 925-2860 편집부 02-92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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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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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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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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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적분학Essential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문제해답 별책 포함) 

‖ James Stewart 저 | 수학교재편찬위원회 역 ‖
∙함수와 극한  ∙ 도함수

∙역함수: 지수 ․ 로그 ․ 역삼각 함수 ∙ 미분의 활용  

∙적분 ∙ 적분의 기법  

∙적분의 활용 ∙ 급수  

∙매개 방정식과 극 좌표 ∙ 벡터와 공간 기하학 

∙편도함수  ∙ 다중 적분 

∙벡터 해석  ∙ 찾아보기

∙부록(삼각법/증명/합의 기호/적분으로 정의된 로그/홀수 번 문제의 답)

강의자료 제공

2013년 발행ㆍ변형판ㆍ878면ㆍ32,000원ㆍISBN 978‒89‒8172‒874‒8

수학의 역사-입문 
‖David M. Burton 저 | 허 민 역 ‖

권
∙ 고대의 수 체계와 수 기호

∙ 고대 문명 사회의 수학

∙ 그리스 수학의 태동

∙ 알렉산드리아학파:유클리드

∙ 그리스 수학의 황혼: 

디오판토스

∙ 최초의 자각: 피보나치

∙ 수학의 르네상스: 카르다노와 

타르탈리아

∙ 기계적인 세계: 데카르트와 

뉴턴

∙ 그리스 알파벳

∙ 문제 풀이  ∙ 찾아보기

  

권
∙ 확률 이론의 발달: 파스칼, 

베르누이, 라플라스

∙ 수 이론의 부활: 페르마, 오일러, 

가우스 

∙19세기의 공헌: 로바체프스키부터

힐베르트까지 

∙ 20세기로의 변환기: 칸토어, 

크로네커 

∙ 확대와 일반화: 하디, 

하우스도르프, 뇌터 

∙ 참고 문헌

∙ 더 읽을거리  ∙ 그리스 알파벳

∙ 문제 풀이     ∙찾아보기

2013년 발행ㆍ46배판ㆍ592면ㆍ35,000원ㆍISBN 978-89-8172-961-5

2013년 발행ㆍ46배판ㆍ480면ㆍ30,000원ㆍISBN 978-89-8172-962-2

                             978-89-8172-960-8 (세트)

지오지브라 시리즈 (1) 

지오지브라 바이블 
‖최경식 ‖

∙지오지브라 ∙기하

∙대수 ∙스프레드시트와 통계

∙이산수학 ∙CAS

∙애니메이션 ∙지오지브라자료

∙고급기능 ∙부록

2013년 발행ㆍ46배판ㆍ344면ㆍ29,000원

ISBN 978-89-8172-941-7
978-89-8172-940-0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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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Cengage Learning

45,000원

ISBN 978-0007520169

A Mathematical View 
of Our World

‖Harold Parks, Gary Musser,  

Lynn Trimpe, Vikki Maurer,  

Roger Maurer ‖
∙Numbers in Our Lives 

∙Shapes in Our Lives 

∙Voting and Elections 

∙Fair Division 

∙Apportionment 

∙Routes and Networks 

∙Scheduling 

∙Descriptive Statistics - Data and 

Patterns 

∙Collecting and Interpreting Data 

∙Probability 

∙ Inferential Statistics 

∙Growth and Decay 

∙Consumer Mathematics - Buying 

and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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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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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metry in space and Vectors

∙Derivatives for Functions of Two or 

More variables Multiple Integrals

∙Vector Calculus

∙Appendix

∙Answers to odd-Number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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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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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538-73551-3

Calculus (5/e)

Early Transcendental Functions 

‖Ron Larson
Bruce H. Edwards ‖

∙Preparation for Calculus 

∙Limits and Their Properties 

∙Differentiation 

∙Applications of Differentiation 

∙ Integration 

∙Differential Equations 

∙Applications of Integration 

∙ Integration Techniques, L'Hopital's 

Rule, and Improper Integrals 

∙ Infinite Series 

∙Conics,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ions 

∙Vectors and the Geometry of Space 

∙Vector-Valued Functions 

∙Functions of Several Variables 

∙Multiple Integration 

∙Vector Analysis 

∙Appendices 

∙Additional Appendices 

2004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978-0534404864 

Modeling the 
Dynamics of Life (2/e)

Calculus and Probability 
for Life Scientists

‖ Frederick R. Adler ‖
∙ Introduction to Discrete - Time 

Dynamical Systems 

∙Limits and Derivatives 

∙Applications of Derivatives and 

Dynamical Systems 

∙Differential Equations, Integrals, 

and Their Applications 

∙Analysis of Autonomous Differential 

Equations 

∙Probability Theory and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Models 

∙ Introduction to Statistical 

Reasoning 

∙Answers 

∙Bibliography 

∙ Index 

2013년 발행

Cengage Learning

42,000원

ISBN 978-1111574635

Modeling the 
Dynamics of Life (3/e)

Calculus and Probability for Life 
Scientists 

‖ Frederick R. Adler ‖
∙ Introduction to Discrete - Time 

Dynamical Systems 

∙Limits and Derivatives 

∙Applications of Derivatives and 

Dynamical Systems 

∙Differential Equations, Integrals, and 

Their Applications 

∙Analysis of Autonomous Differential 

Equations 

∙Probability Theory and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Models 

∙ Introduction to Statistical Reasoning 

∙Answers 

∙Bibliography 

∙ Index 

2009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978-0-495-38904-0

Applied Calculus (8/e)

for the Managerial, Life, 
and Social Sciences

‖ Soo T. Tan ‖
∙Preliminaries 

∙Functions, Limits, and the Derivative 

∙Differentiation 

∙Applications of the Derivative 

∙Exponential and Logarithmic func-

tions 

∙ Integration 

∙Additional Topics in Integration 

∙Calculus of Sever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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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Pearson Education

35,000원

ISBN 978-89-450-4924-7

An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Biology
‖ Linda J. S. Allen ‖

∙Linear Difference Equations, Theory, 

and Examples

∙Nonlinear Difference Equations, 

Theory, and Examples

∙Biological Applications of Difference 

Equations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Theory 

and Examples

∙Nonlinea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Theory and Examples

∙Biological Applications of Differential 

Equation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Theory, 

Examples, and Applications

2007년 발행

Cengage Learning

30,000원

ISBN 978-0-495-82670-5

A Transition to 
Advanced Mathematics 
International Edition  (7/e)

‖Douglas Smith, Maurice Eggen
Richard St. Andre ‖

∙Logic and Proofs 

∙Set Theory 

∙Relations and Partitions 

∙Functions 

∙Cardinality 

∙Concepts of Algebra 

∙Concepts of Analysis 

∙Answers to Selected Exercises 

∙ Index 

2003년 발행

Pearson

40,000원

ISBN 032118968X

Advanced Calculus (5/e)

‖Wilfred Kaplan ‖
∙ Vectors and Matrices. 

∙ Differential Calculus of Functions of 

Several Variables. 

∙ Vector Differential Calculus. 

∙ Integral Calculus of Functions of 

Several Variables. 

∙ Vector Integral Calculus. 

∙ Infinite Series. 

∙ Fourier Series and Orthogonal 

Functions. 

∙ Functions of a Complex Variable. 

∙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2006년 발행

World Scientific

25,000원

ISBN 981-256-916-2

Problems and Solutions 
in Introductory 

and Advanced Matrix Calculus

‖Willi-Hans Steeb ‖
∙Notation

∙Basic Operations 

∙Linear Equations 

∙Determinants and Traces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Commutators and 

Anticommutators

∙Decomposition of Matrices 

∙ functions of Matrices 

∙Functions of Matrices 

∙ functions of Matrices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Kronecker Product 

∙Norms and Scalar Products 

∙Groups and Matrices 

∙Lie Algebras and Matrices 

∙Graphs and Matrices 

∙Bibliography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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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World Scientific

40,000원

ISBN 978-981-02-3480-5

Problems and Solutions in

MATHEMATICS 
‖ Li Ta-Tsien ‖

∙Preface 

∙Algebra 

∙Topology 

∙Differential Geometry 

∙Real Analysis 

∙Complex Analysi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Abbreviations of Universities in This 

Book

1998년 발행

Academic-Press

40,000원

ISBN 0-12-050257-7

Principles of 
Real Analysis (3/e)

‖Aliprantis Burkinshaw ‖
∙Fundamentals of Real Analysis

∙Topology and continuity

∙The Theory of Measure

∙The Lebesgue Integral

∙Normed Spaces and Lp-Spaces

∙Hilbert Spaces

∙Special Topics in Integration

2003년 발행

Addison Wesley

38,000원

ISBN 0-521-01718-1

An interactive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Analysis
‖ Jonathan Lewin ‖

∙The Emergence of Rigorous Calculus

∙ Mathematical Grammar

∙ Strategies for Writing Proofs

∙ Elements of Set Theory

∙ The Real Number System

∙Elementary Topology of the Real Line

∙ Limits of Sequences

∙ Limits and Continuity of Functions

∙ Differentiation

∙ The Exponential and Logarithmic 

Functions

∙ The Riemann Integral

∙ Infinite Series

∙ Improper Integrals

∙ Sequences and Series of Functions

∙ Calculus of a Complex Variable 

(Optional)

∙ Integration of Functions of Two 

Variables

∙ Sets of Measure Zero(Optional)

∙ Calculus of Several Variables 

(Optional)

2007년 발행

World Scientific

33,000원

ISBN 978-9812779496

Problems And Solutions 
In Real Analysis 

‖Masayoshi Hata ‖
∙Sequences and Limits

∙ Infinite Series

∙Continuous Functions

∙Differentiation

∙ Integration

∙ Improper Integrals

∙Series of Functions

∙Approximation by Polynomials

∙Convex Functions

∙ functions of Several Variables

∙Uniform Distribution

∙Rademacher Functions

∙Legendre Polynomials

∙Chebyshev Polynomials

∙Gamma Function

∙Prime Number Theorem

∙Miscell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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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Jones & Bartlett

35,000원

ISBN 978-0763774929

An Introduction to 
Analysis

‖Gerald Bilodeau
Paul R. Thie

G.E. Keough ‖
∙ The Real Numbers

∙ Sequences

∙ Functions and Continuity

∙ The Derivative

∙ The Integral

∙ Infinite Series

∙ Sequences and Series of Functions

∙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2006년 발행

Birkhäuser Boston

40,000원

ISBN 978-0817644574

Complex Variables 
with Applications

‖ S. Ponnusamy
Herb Silverman ‖

∙Algebraic and Geometric 

Preliminaries

∙Topological and Analytic 

Preliminaries

∙Bilinear Transformations and 

Mappings

∙Elementary Functions

∙Analytic Functions

∙Power Series

∙Complex Integration and Cauchy's 

Theorem

∙Applications of Cauchy's Theorem

∙Laurent Series and the Residue 

Theorem

∙Harmonic Functions

∙Conformal Mapping and the 

Riemann Mapping Theorem

∙Entire and Meromorphic Function

∙Analytic Continuation

2011년 발행

Jones & Bartlett 

40,000원

ISBN 978-1-4496-0445-5

Complex Analysis (6/e)

for mathematics and engineering 

‖ John H. Mathews

Russell W. Howell ‖
∙Complex Numbers 

∙Complex Functions 

∙Analytic and Harmonic Functions 

∙Sequences, Julia and Mandelbrot 

Sets, and Power Series 

∙Elementary Functions 

∙Complex Integration 

∙Taylor and Laurent Series 

∙Residue Theory 

∙ z-Transforms and Applications 

∙Conformal Mapping 

∙Applications of Harmonic Functions 

∙Fourier Series and the Laplace 

Transform 

∙Answers 

∙ Index 

2005년 발행

Cambridge

40,000원

ISBN 0-521-58807-3

A Course of Modern 
Analysis

‖ E.T. Whittaker, G.N. Watson ‖
Part Ⅰ The Processes of Analysis
∙Complex Numbers

∙The Theory of Convergence

∙Continuous Functions and Uniform 

Convergence

∙The Theory of Riemann Integration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Analytic Functions ; Taylor's, 

Laurent's, and Liouville's Theorems

∙The Theory of Residues ; applica-

tion to the evaluation of Definite 

Integrals

∙ The expansion of functions in Infinite Series

∙ Asymptotic Expansions and Summable Series

∙ Fourier Series and Trigonometrical Series

∙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 Integral Equationsby E.T. Whittaker, G.N. Watson

Part Ⅱ The Transcendental Functions
∙ The Gamma Function  ∙ The Zeta Function of Riemann

∙ The Hypergeometric Function  ∙Legendre Functions

∙ The Confluent Hypergeometric Function

∙ Bessel Functions  ∙ The Equations of Mathematical Physics

∙Mathieu Functions  ∙Elliptic Functions. General theorems and the 

Weierstrassian Functions

∙ The Theta Functions  ∙The Jacobian Elliptic Functions

∙ Ellipsoidal Harmonics and Lame's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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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Pearson Education

40,000원

ISBN 978-0136033929

Elementary (6/e)

Differential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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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e)

Differential Equations 
with Boundary Valu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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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e)

Differential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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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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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발행

Academic Press

40,000원

ISBN 978-0-12-374719-8

Boundary 
Value Problems (6/e)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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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발행

Pearson

48,000원

ISBN 9780130652430

Applie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with Fourier Series and Boundary 

Value Problem (4/e)

‖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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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tial Equations

∙ Nonhomogeneous Problems 

∙ Green’s Functions for Time-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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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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Brooks Cole

40,000원

ISBN 978-0495831532

Contemporary 
Abstract Algebra (7/e)

‖ Joseph A. Gallian ‖
Integers and Equivalence 

Relations 

∙ Preliminaries 

Groups 

∙ Introduction to Groups 

∙ Groups 

∙ Finite Groups; subgroups 

∙ Cyclic Groups 

∙ Permutation Groups 

∙ Isomorphisms 

∙Cosets and Lagrange's Theorem 

∙ External Direct Products 

1994년 발행

PWS-Kent

30,000원

ISBN 0-534-93684-9

Abstract Algebra
Theory and Applications

‖ Judson ‖
∙Preliminaries ∙The Integers 

∙Groups ∙Cyclic Groups 

∙Permutation Groups 

∙Cosets and Lagrange’s Theorem 

∙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Algebraic Coding Theory 

∙ Isomorphisms 

∙Homomorphisms and Factor 

Groups 

∙Matrix Groups and Symmetry 

∙The Structure of Groups 

∙ Nomal Subgroups and Factor Groups 

∙ Group Homomorphisms ∙Fundmental Theorem of Finite Abelian 

Rings 

∙ Introduction to Rings ∙ Integral Domains 

∙ Idears and Factor Rings ∙Ring Homomorphisms 

∙ Polynomial Rings ∙Factorization of Polynomials 

∙ Divisibility in Integral 

Fields 

∙ Vector Space ∙Extension Fields 

∙ Algebraic Extension ∙Finite Fields 

∙ Geometric 

Special Topics 

∙ Sylow Theorems ∙Finite Simple Groups 

∙ Generators and Relations ∙Symmetry Groups 

∙ Frize Groups and Crystallograpics Groups 

∙ Symmetry and Counting ∙Cayley Digraphs of Groups 

∙ Introduction to Algeblaic Coding Theory 

∙ An Introduction to Galois Theory  ∙ Cyclotomic Extentions 

∙ Group A ctions ∙ The Sylow Theorems 

∙ Rings ∙ Polynomials 

∙ Integral domains ∙ Lattices and Boolean Algebras 

∙ Vector Spaces ∙ Fields  

∙ Finite Fields ∙ Galois Theory 

∙ Notation ∙ Hints and Solutions 

2005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0-534-40264-X

Elements of 
Modern Algebra (6/e)

‖ Jimmie Linda Gilbert ‖
∙Fundamentals 

∙The Integers 

∙Groups 

∙More on Groups 

∙Rings, Integral Domains, and 

Fields 

∙More on Rings 

∙Real and Complex Numbers 

∙Polynomials 

∙Appendix : The Basics of Logic 

∙Answers to Selected 

Computational Exercises 

∙Bibliography 

∙ Index

2013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97811331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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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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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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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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76379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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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발행

Jones and Bartlett

38,000원

ISBN 0-7637-3768-2

Beginning Number 
Theory (2/e)

‖Neville Robbins ‖
∙ Preliminaries 

∙ Divisibility 

∙ Primes 

∙ Congruences 

∙ Arithmetic Functions 

∙ Primitive Roots and Indices 

∙ Quadratic Congruences 

∙ Sums of Squares 

∙ Continued Fractions 

∙ Nonlinear Diophantine Equations 

∙ Computational Number Theor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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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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Graw-Hill

25,000원

ISBN 0-07-291006-2

Topology
‖ Sheldon W. Davis ‖

∙sets, Functions, Notation/Metric 

Spaces

∙Continuity

∙Topological Spaces Basic 

Construction : New Spaces From Old

∙Separation Axioms

∙Compact Spaces

∙Locally Compact Spaces 

∙Connected Spaces

∙Other Types Of Connectivity

∙Continua

∙Homotopy

∙ A Little More Set Theory ∙Topological Spaces II

∙ Quotients and Products ∙conver gence

∙ Separation Axioms II

∙ Compactness and countability Properties

∙ Stone- ech Compactification

∙ aracompact Spaces ∙Metrization

2008년 발행

Jones & Bartlett 

38,000원

ISBN 978-0763742348

Foundations of Topology
‖C. Wayne Patty ‖

∙Topological Spaces 

∙New Spaces from Old Ones 

∙Connectedness 

∙Compactness 

∙The Separation and Countability 

Axioms 

∙Special Topics 

∙Metrizability and Paracompactness 

∙The Fundamental Group and 

Comering Spaces 

∙Applications of Homotopy 

2000년 발행

Harcourt

45,000원

ISBN 0-12-110830-9

Introductory 
Combinatorics (3/e)

‖Bogart ‖
∙ An Introduction to Enumeration 

∙ Equivalence Relations, Partitions, 

and Multisets 

∙ Algebraic Counting Techniques 

∙ Graph Theory 

∙ Matching and Optimization 

∙ Combinatorial Designs 

∙ Ordered Sets 

∙ Enumeration under Group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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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발행

KyoWooSa

20,000원

ISBN 89-8172-175-0

Introduction to 
Combinatorics

‖Changwoo Lee ‖
∙ What Is Combinatorics? 

∙Vector Spaces and q-Analogs 

∙The Polya Theory 

∙Theory of Species 

∙Recurrence Relations, P.I.E, and the 

Pigeonhole Principle 

∙Theory of Posets 

∙Asympt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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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geb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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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978-0-324-16488-6

CyberLaw 
-Text and Cases (3/e)

‖ Ferrera, Lichtenstein,
Reder, Bird, Schiano ‖

∙ Business Formation, Business 

Models and Business 

∙ Intellectusl Property: Business 

Assets in the Information Age 99 

∙Transactional Law: Creating Wealth 

and Managing Risk 

∙ Regulatory, Compliance and 

Liability Issues 

1993년 발행

Academic-Press

30,000원

ISBN 0-12-587755-2

Numerical Methods, 
Software, and Analysis 

(2/e)

‖Rice ‖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Background 

∙ Numerical Software 

∙ Errors, Round-off-and Stability 

∙ Models and Formulas for Numerical 

Computation 

∙ Interpolation 

∙ Matrices and Linear Equations 

∙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 Nonlinear Equations 

∙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Approximation of Functions and Data

∙ Software Practice, Costs, and 

Engineering 

∙ Software Performance Evaluation 

∙ The Validation of Numerical 

Computations 

∙ Protran

2001년 발행

Prentice-Hall

33,000원

ISBN 0-13-030369-0

An Introduction to Cryptology

Making Breaking Codes
‖Garrett ‖

∙Simple Ciphers ∙Probability 

∙Permutations ∙A Serious Cipher 

∙More Probability

∙Modern Symmetric Ciphers 

∙The Integers ∙The Hill Cipher 

∙Complexity ∙Public-Key 

Ciphers 

∙Prime Numbers ∙Roots mod p 

∙Roots Mod Composites 

∙Weak Multiplicativity 

∙Quadratic Reciprocity 

∙Pseudoprimes ∙Groups 

∙Sketches of Protocols 

∙Rings, Fields, Polynomials 

∙Cyclotomic Polynomials 

∙Random Number Generators 

∙More on Groups 

∙Pseudoprimality Proofs 

∙Factorization Attacks 

∙Modern Factorization Attacks 

∙Finite Fields ∙Discrete Logs 

∙Elliptic Curves 

∙More on Finit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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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Jones & Bartlett 

40,000원

ISBN 978-0-7637-4602-5

PYTHON 
programming in context

‖Bradley Miller, David Ranum ‖
∙ Introduction

∙Python

∙Codes and Other Secrets

∙A Nest of Snakes : Introducing the 

Python Collections

∙Earthquakes, Floods, and Other 

Natural Disasters

∙Pycture Perfect Programs

∙Data Mining : Cluster Analysis

∙Cryptanalysis

∙Fractals : The Geometry of Nature

∙Astronomy

∙Bears, Fish, and Plants, Oh My!

∙Your Father Was a Rectangle

∙Video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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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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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발행

Pretice-Hall

33,000원

ISBN 0-13-011335-2

An Engineer’s Guide to 

Matlab
‖Magrab Azarm Duncan ‖

∙ Introduction 

∙Matrices and Matlab 

∙Data Input/Output 

∙Program Flow Control 

∙Functions ∙2D Graphics 

∙3D Graphics 

∙Design of Machine Elements 

∙Dynamics and Vibrations 

∙Control Systems∙Fluid Mechanics 

∙Heat Transfer ∙Optimization 

∙Engineering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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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발행

Macmillan

20,000원

ISBN 0-333-62022-4

Engineering 
Mathematics (4/e)

‖ Stroud ‖
PART Ⅰ Foundation Topics
∙ Number Systems 

∙ Arithmetic and Algebra 

∙ Polynomials Evaluation and 

Factorisation 

∙ Indices and Logarithms 

∙ Linear and Simultaneous Linear 

Equations 

∙ Polynomial Equations 

∙ Series 

∙ Partial Fractions 

∙ Differentiation 

∙ Integration

2007년 발행

KyoWooSa

20,000원

ISBN 978-89-8172-692-8

Engieering Math?
How about it in Comics?

‖ Jae 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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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Ⅱ
∙ Complex Numbers, Part 1 

∙ Complex Numbers, Part 2 

∙ Hyperbolic Functions 

∙ Determinants 

∙ Matrices 

∙ Vectors 

∙ Differentiation 

∙ Differentiation Applications, Part 1 

∙ Differentiation Applications, Part 2 

∙ Partial Differentiation, Part 1 

∙ Partial Differentiation, Part 2 

∙ Curves and Curve Fitting  

∙ Series, Part 1

∙ Series, Part 2

∙ Integration, Part 1 

∙ Integration, Part 2 

∙ Reduction Formulae 

∙ Integration Applications, Part 1 

∙ Integration Applications, Part 2 

∙ Integration Applications, Part 3 

∙ Approximate Integration 

∙ Polar Coordinates System 

∙ Multiple Integrals 

∙ 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s 

∙ Second-Order Differential Equations 

∙ Operator D Methods Statistics 

∙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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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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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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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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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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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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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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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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발행

KyoWooSa

20,000원

ISBN 978-8981726676

Probability Theory 
(for Actuarial Mathematics)

‖ Jai Heui Kim ‖
Part 1. Probability Theory 
∙ Introduction to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Their 

Probability Distributions 

∙Joint and Conditional Distributions 

∙Functions of Random Variables 

∙Applications to Loss Distributions 

and Insurance 

Part 2. SOA/CAS Sample Questions
∙Bibliography

2005년 발행

Elsevier

40,000원

ISBN 0-12-599022-7

An introduction to 

Measure-Theoretic 
Probability

‖George G. Roussas ‖
∙Certain Classes of Sets, 

Measurability, ansd Pointwise 

Approximation 

∙Definition and Construction of a 

Measure and Its Basic Properties 

∙Some Modes of Convergence of 

Sequences of Random Variables 

and Their Relationships 

∙The Integral of a Random Variable 

and Its Basic Properties 

∙Standard Convergence Theorems, 

the Fubini Theorem 

2003년 발행

McGraw-Hill

45,000원

ISBN 0-07-111360-6

The History of 
Mathematics An Introduction 

(7/e)

‖David M. Burton ‖
∙Early Number Systems and Symbols 

∙ Mathematics in Early Civilizations 

∙ The Beginnings of Greek 

Mathematics 

∙ The Alexandrian School : Euclid 

∙The Twilight of Greek Mathematics : 

Diophantus 

∙ The First Awakening : Fibonacci 

∙ The Renaissance of Mathematics : 

Cardan and Tartaglia 

∙ The Mechanical World : Descartes 

and Newton 

∙Standard Moment and Probability Inequalities, Convergence in theth 

Mean and Its Implications 

∙ The Hahn-Jordan Decomposition Theorem, the Lebesgue 

Decomposition theorem, and the Radon-Nikodym 

∙Distribution Functions and Their Basic Properties, Helly-Bray Type 

Results 

∙ Conditional Expectation and Conditional Probability, and Related 

Properties and Results 

∙ Independence 

∙ Topics from the Theory of Characteristic Functions 

∙ The Centrl Limit Problem : The Centered Case 

∙ The Central Limit Problem : The Noncentered Case 

∙ Topics from Sequences of Independent Random Variables 

∙ Topics from Ergodic Theory 

∙ Appendix ∙Selected References

∙ The Development of Probability Theory : Pascal, Bernoulli and 

Laplace 

∙ The Revival of Number Theory : Fermat, Euler, and Gauss 

∙ Nineteenth Century Contributions : Bolyai and Lobachevsky 

∙ Transition to the Twentieth Century : Cantor and Kronecker 

∙ Extensions and Generalizations : Hardy, Hausdorff, and Noether 

∙ General Bibliography 

∙ Additional Reading 

∙ The Greek Alphaber 

∙ Solutions to Selec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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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발행

McGraw-Hill

30,000원

ISBN 0-07-111360-6

The History of 
Mathematics An Introduction 

(5/e)

‖David M. Burton ‖
∙ Early Number Systems and Symbols 

∙ Mathematics in Early Civilizations 

∙ The Beginnings of Greek 

Mathematics 

∙ The Alexandrian School : Euclid 

∙ The Twilight of Greek Mathematics : 

Diophantus 

∙ The First Awakening : Fibonacci 

∙ The Renaissance of Mathematics : 

Cardan and Tartaglia 

∙ The Mechanical World : Descartes 

and Newton 

1969년 발행

McGraw-Hill

288면 / 28,000원

ISBN 978-0070379855

Schaum's Outline Series

Differential Geometry
‖Martin Lipschultz ‖

∙ Vectors

∙ Vector Functions of Real Variable

∙ Concept of a curve

∙ Curvature and Torsion

∙ The Theory of Curves

∙ Elementary Topology in Euclidean 

Spaces

∙Vector Functions of a Vector Variable

∙ Concept of a surface

∙ First and Second Fundamental 

Forms

∙Theory of Surfaces－Tensor Analysis

∙ Intrinsic Geometry

∙ Existence Theorem for Curves

∙ Existence Theorem for Surfaces

∙ Index

∙ The Development of Probability Theory : Pascal, Bernoulli and 

Laplace 

∙ The Revival of Number Theory : Fermat, Euler, and Gauss 

∙ Nineteenth Century Contributions : Bolyai and Lobachevsky 

∙ Transition to the Twentieth Century : Cantor and Kronecker 

∙ Extensions and Generalizations : Hardy, Hausdorff, and Noether 

∙ General Bibliography 

∙ Additional Reading 

∙ The Greek Alphaber 

∙ Solutions to Selec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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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발행

McGraw-Hill

456면 / 28,000원

ISBN 978-0-07-162366-7

Schaum's Outline Series

Advanced Calculus (3/e)

‖Robert Wrede,  

Murray R. Spiegel ‖
∙Numbers

∙Sequences

∙Functions, Limits, and Continuity

∙Derivatives

∙ Integrals

∙Partial derivatives

∙Vectors

∙Applications of Partial Derivatives

∙Multiple Integrals

∙Line Integrals, Surface Integrals, 

and Integral Thorems

∙ Infinite Series

∙ Improper Integrals

∙Fourier Series

∙Fourier Integrals

∙Gamma and Beta Functions

∙Functions of a Complex Variable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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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McGraw-Hill

384면 / 28,000원

ISBN 978-0-07-160828-2

Schaum's Outline Series

Mathematica (2/e)

‖ Eugene Don ‖
∙ Getting Acquainted 

∙ Basic Concepts 

∙ Lists 

∙ Two-Dimensional Graphics 

∙ Three-Dimensional Graphics 

∙ Equations 

∙ Algebra and Trigonometry 

∙ Differential Calculus 

∙ Integral Calculus 

∙ Multivariate Calculus 

∙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Linear Algebra 

2002년 발행

McGraw-Hill

256면 / 28,000원

ISBN 978-0071400220

Schaum's Outline Series

Mathematics for Nurses 
(2/e)

‖ Larry Stephens
Lana C. Stephens

Eizo Nishiura ‖
∙ Whole Number Arithmetic

∙ Working with Fractions

∙ Decimal Numerals

∙ Metric, Apothecary, and Household 

Measurements-Dimensional 

Analysis

∙ Oral Medication

∙ Parenteral Drug Administration

∙ Pediatric Dosages

∙ Percentages

∙ Using the Electronic Calculator

∙ Statistics for Nurses

∙ Appendix 1. Temperature 

Conversins

∙Appendix 2. Some Commonly Used 

Medical Symbols and Abbr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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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론 산책
‖Miklo' s Bo' na 저 | 노유미 역 ‖

제1부 기본적인 방법 ∙일곱은 여섯보다 크다. 비둘기집 원리 ∙한 번에 

한 단계, 수학적 귀납법 

제2부 계수 조합론 ∙그러한 여럿이 있다. 기본적인 계수 문제∙어떤 

방법으로 자르거나. 이항 정리와 관계식∙나누어 정복. 분할 ∙그다지 

악순환이 아닌 순환. 순열의 순환∙과도하게 계수하지 않는다. 체∙한 

개의 함수는 많은 수만큼 가치가 있다. 생성 함수

제3부 그래프 이론 ∙점과 선분. 그래프 이론의 기원∙연결되어 있음. 

트리 ∙좋은 짝짓기. 색채론과 짝짓기∙교차 없음. 평면적 그래프 

제4부 지평 ∙깨달음이 오는가?(클릭하는가?) 램지 이론∙그토록 회

피하기 어렵다. 치환의 조건∙모습은 모르지만, 존재한다. 확률적 방법

∙적어도 어떤 순서가 있다. 부분 순서와 격자∙최대한 공평하게. 블록 

디자인과 오류 정정 부호∙그들은 정말 다른가? 라벨 없는 구조 계수하

기∙ 이를수록 좋다. 조합 알고리듬∙ 여럿은 하나보다 많은가? 계산 

복잡도 

웹사이트 : 문제풀이 ․ 해답 제공

2013년 발행ㆍ46배판ㆍ454면ㆍ28,000원

ISBN 978‒89‒8172‒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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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사에서 유명한 수학자의 퍼즐
‖ Miodrag S. Petković 저 | 김인수 역‖

∙ 레크리에이션 수학 ∙ 산술 문제 

∙ 수론 문제 ∙ 기하 문제

∙ 타일링과 쌓기 문제 ∙ 물리 문제

∙ 조합 문제 ∙ 확률 문제

∙ 그래프 문제 ∙ 체스 문제

∙ 추가 문제 ∙ 부록

2013년 발행ㆍ신국판ㆍ408면ㆍ24,000원

ISBN 978‒89‒8172‒992‒9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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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46배판ㆍ592면ㆍ35,000원

ISBN 978-89-8172-961-5

978-89-8172-960-8 (세트)

수학의 역사-입문 
‖David M. Burton 저 | 허 민 역 ‖
∙ 고대의 수 체계와 수 기호

∙ 고대 문명 사회의 수학

∙ 그리스 수학의 태동

∙ 알렉산드리아학파:유클리드

∙ 그리스 수학의 황혼: 디오판토스

∙ 최초의 자각: 피보나치

∙ 수학의 르네상스: 카르다노와 

타르탈리아

∙ 기계적인 세계: 데카르트와 뉴턴

∙ 그리스 알파벳

∙ 문제 풀이

∙ 찾아보기

2013년 발행

신국판ㆍ176면ㆍ10,000원

ISBN 978-89-8172-948-6

아주 짧게 소개하는 수학
‖Timothy Gowers 저 | 박기현 역‖

∙모델 ∙수와 추상화 

∙증명 ∙극한과 무한 

∙차원 ∙기하학 

∙추정과 근사 ∙자주 묻는 질문들 

∙추가 참고도서 ∙색인 

2013년 발행

46배판ㆍ480면ㆍ30,000원

ISBN 978-89-8172-962-2

978-89-8172-960-8 (세트)

수학의 역사-입문 
‖David M. Burton 저 | 허 민 역 ‖
∙ 확률 이론의 발달: 파스칼, 베르누이, 

라플라스

∙수 이론의 부활: 페르마, 오일러, 가우스 

∙ 19세기의 공헌: 로바체프스키부터 

힐베르트까지 

∙ 20세기로의 변환기: 칸토어, 크로네커 

∙ 확대와 일반화: 하디, 하우스도르프, 

뇌터 

∙ 참고 문헌

∙ 더 읽을거리

∙ 그리스 알파벳

∙ 문제 풀이

∙ 찾아보기

2013년 발행

신국판ㆍ212면ㆍ12,000원

ISBN 978-89-8172-993-6

위대한 과학자들의 
위대한 실수

‖이무현 저 ‖
∙ 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한 탈레스

∙ 무리수에 놀란 피타고라스

∙ 진공을 싫어한 아리스토텔레스

∙ 평행선 공리를 증명하라!

∙ 유클리드의 비율 이론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완벽한 유클리드의 유일한 실수

∙ 지동설의 아버지 아리스타쿠스

∙ 발가벗고 달린 아르키메데스

∙ 지동설을 발견한 프톨레미

∙ 피 빼기 치료법을 개발한 갈렌  ∙ 연금술사 뉴턴

∙ 3차방정식의 해법을 둘러싼 결투 ∙ 지구는 실제로 회전하는가?

∙ 세제곱을 하지 않은 코페르니쿠스  ∙위대한 과학자의 위대한 실수  

∙ 외계생명체의 존재를 주장한 부르노  ∙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티코

∙ 신비주의에 빠진 케플러  ∙ 지참금에 시달린 갈릴레오

∙ 밀물, 썰물에 집착한 갈릴레오  ∙ 해왕성을 발견한 갈릴레오

∙ 달까지의 거리를 착각한 뉴턴  ∙ 돌아온 핼리 혜성  

∙ 하느님이“뉴턴이 있으라”말씀하시니 ∙ 에테르를 찾아라

∙ 절대시간, 절대공간은 존재하는가? ∙ 불꽃같은 삶을 산 갈로아  

∙ 미분, 적분은 누가 먼저 발견하였는가? ∙ 황화 고무의 발명

∙ 플로지스톤  ∙ 사진술의 발명  

∙ 마취술의 발명 ∙ 엉터리 예언가 켈빈 경

∙ 벌컨 행성을 찾아라 ∙ 종교계를 과소평가한 다윈 

∙ 독일어를 몰라서 전화기를 발명한 벨 ∙ 화성의 대운하

∙ 직류 전기를 고집한 에디슨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

∙ 엑스 레이를 발견한 뢴트겐  ∙ 방사능에 희생된 퀴리 부인  

∙ 나치 정권의 하수인이 된 레나드 ∙ 낙원에서 추방된 힐베르트

2013년 발행

신국판ㆍ408면ㆍ24,000원

ISBN 978‒89‒8172‒992‒9

수학사에서 유명한 
수학자의 퍼즐
‖ Miodrag S. Petković 저 | 김인수 역‖
∙레크리에이션 수학 ∙산술 문제 

∙수론 문제 ∙기하 문제

∙타일링과 쌓기 문제 ∙물리 문제

∙조합 문제 ∙확률 문제

∙그래프 문제 ∙체스 문제

∙추가 문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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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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발행

46배판변형ㆍ306면ㆍ17,000원

ISBN 978-89-8172-926-4

암호의 세계 개정판

‖최병문 ․ 이영환 ‖
암호란 무엇인가?
∙시저의 암호 ∙비제네르 암호

∙일회용 암호 ∙DES

∙공개키 암호

암호는 어떻게 응용되는가?
∙디지털 서명 ∙해시함수

∙사용자 인증 ∙키의 분배와 교환

∙암호기법의 다양한 응용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3년 발행

46배판ㆍ296면ㆍ19,000원

ISBN 978‒89‒8172‒997‒4

인간사회의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창의적 사고 논리의 이해
‖장이채 저 ‖

1장 인간사회에 활용되어온 창의적 
아이디어

∙ 논리와 집합의 개념과 활용

∙ 인간사회에서 사고의 역할-아이디어 

중심으로

2장 사회과학에 활용되는 경제적 
아이디어

∙ 선형대수의 개념과 활용

∙ 연립일차방정식과 실생활 응용 

∙ 선형계획과 실생활 응용

∙ 게임이론과 실생활 응용 

2008년 발행

신국판ㆍ292면ㆍ15,000원

ISBN 978-89-8172-733-8

(Math Wars) 수학 전쟁
‖Carmen M. Latterell 저

박성선 역 ‖
∙서 문 

∙수학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구성주의란 무엇인가? 

∙관련된 연구들은 수학 전쟁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수학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느 편에 가담하고 있는가? 

∙NCTM의 규준은 무엇인가? 

∙NCTM-지향 교육과정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 NCTM-지향 교육과정의 수학 문제와 전통적 교육과정의 수학 문제는 

무엇이 다른가? 

∙ 대학 수준의 수학 교육은 어떠한가? 

∙ 수학 교육에서는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수학 전쟁의 양쪽 진영의 주장은 무엇인가? 

∙ 보충자료 

∙ 부록(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참고문헌

3장 첨단과학에 활용되는 산업적 아이디어
∙ 미분의 개념과 활용

∙ 적분과 실생활 응용

∙ 최대 및 최소와 실생활 응용 

∙ 면적 및 일과 실생활 응용

4장 금융과학에 활용되는 통계적 아이디어
∙ 인간사회 속의 통계

∙ 확률과 실생활 응용

∙ 인간사회 속의 보험

∙ 이자 및 현가와 실생활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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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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변형판ㆍ346면ㆍ20,000원

ISBN 978-89-8172-769-7

수학의 또 다른 즐거움
‖ Theoni Pappas 저

강정흥 역 ‖
본서 “수학의 즐거움”에서의 주제들은 

어떤 흥미로운 아이디어, 개념, 퍼즐, 역사

적 노트 게임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며 이런 

것들로부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더 많은 정보를 탐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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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신국판ㆍ288면ㆍ15,000원

ISBN 978-89-8172-884-7

내 마음 속의 수학풍경
‖김상룡 ‖

∙특정한 수로 표현된 삶과 좌우명

∙수식으로 표현된 삶과 좌우명

∙도형과 함수로 나타낸 삶과 좌우명

∙수학적으로 삶 소개하기

∙기타 수학적 아이디어로 표현된 삶과 

좌우명

2012년 발행

신국판ㆍ232면ㆍ15,000원

ISBN 978-89-8172-921-9

놀라운 수학나라 대탐험
‖ Jin Akiyama, Mari-Jo Ruiz 저

한인기 역 ‖
∙여러분은 수학이 재미있나요?

∙뚱뚱한 삼각형과 납작하게 눌린 도넛

∙멋진 곡선들

∙직각삼각형의 홀

∙음악에서 배우는 수학

∙파친코 수학

∙GCD-LCM 기계

∙바움쿠헨, 스파게티, 그리고 수박

∙자동판매

∙원뿔의 절단

∙종이 비틀기

∙접기와 자르기

∙사면체의 조각그림 맞추기

∙다면체들을 이용하여 공간 채우기

∙가역적 입체들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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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변형판ㆍ163면ㆍ15,000원

ISBN 978-89-8172-883-0

더 재미있는 게임, 
수학 IQ 높이기 
‖클라우디아 자슬라브스키 저

김진호 ․ 홍은숙 역 ‖
∙삼목게임 

∙더 많은 보드게임들 

∙사람들이 수를 이용하는 방법 

∙행운의 수는 

∙사람들이 측정하는 방법 

∙점, 줄, 종이띠로 해결하는 퍼즐 

∙무늬의 대칭과 닮음 

∙반복 패턴 

∙활동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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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신국판ㆍ203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88-5

200문제로 끝내는 퀴즈 수학사
‖김준호 ‖

∙수의 발달(QUIZ 001~004)

∙고대 이집트 수학(QUIZ 005~020)

∙바빌로니아의 수학(QUIZ 021~028)

∙그리스 수학(QUIZ 028~091)

∙중국의 수학(QUIZ 092~095)

∙인도의 수학(QUIZ 096~106)

∙조선시대의 수학(QUIZ 107~110)

∙유럽수학, 16세기까지의 수학(QUIZ 

111~128)

∙17세기의 수학(QUIZ 129~160)

∙18세기의 수학(QUIZ 161~170) 

∙19세기의 수학(QUIZ 171~192 

∙기타 수학(QUIZ 193~200) 

∙참고문헌

∙찾아보기

2009년 발행

46배판ㆍ144면ㆍ9,000원

ISBN 978-89-8172-771-0

978-89-8172-770-3
(세트)

수학도깨비 시리즈 1

수학도깨비에게 
작도배우기

‖최행진 ‖
작도란 무엇인가 컴퍼스와 눈금 없는 직선 

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

고 한다. 컴퍼스만 가지고 그린 것도 작도

이고 눈금 없는 직선 자만 가지고 그린 것도 

작도이다. 이 책은 다양한 작도 문제를 다

룬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작도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도 작

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작도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상당한 

재미를 가져다준다. 이 책에는 정말 재미

있는 작도 문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2013년 발행

46배판ㆍ404면ㆍ25,000원

ISBN 978‒89‒8172‒947‒9

융합, 창의인성, 소통을 위한

프랙탈과 카오스
‖안대영 ‖

∙수는 나에게 무엇인가!

∙퍼지 프랙탈

∙자기닮음 응용(Ⅰ) 

∙자기닮음 응용(Ⅱ) 

∙자기닮음 응용(Ⅲ) 

∙카오스 게임 

∙나무와 꽃이 있는 곳에 살고 싶다 

∙끌개 

∙카오스

∙만델브로트와 줄리아 집합

∙카오스이론과 창의성

∙카오스 이론과 인성 

∙카오스와 프랙탈 수업을  마치며

∙참고문헌

2009년 발행

46배판ㆍ119면ㆍ9,000원

ISBN 978-89-8172-793-2

978-89-8172-770-3
(세트)

수학도깨비 시리즈 2

수학도깨비에게 
원주율 배우기

‖최행진 ‖
원주율은 기원전부터 흥미로운 수학적 대상이

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이나 오일러 또는 

가우스 역시 원주율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수

행했다. 심지어는 오로지 원주율 연구에만 평생

을 바친 수학자가 있을 정도이다. 이 책은 원주율 

자체에 대해서 수학자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어

떤 탐구가 있었는지를 다루는 책이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 책

을 웬만큼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군데군데 있어 너무 어

렵다 실으면 일부를 건너뛰어라 그렇다고 해서 

책 전체 내용의 흐름을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가 대학교 1학년정도의 수학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 책을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CD 제공

2011년 발행

46배판ㆍ290면ㆍ20,000원

ISBN 978-89-8172-891-5

Cabri 3D 활용
‖교육소프트연구소 ‖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육각뿔대∙정육면체의 전개도  ∙정육면체의 단면∙직각삼각형 회전하기∙회전축에서 떨어진 사각형 회전하기∙원기둥의 단면  ∙삼각기둥의 부피∙오각뿔의 부피  ∙원기둥, 원뿔, 구의 부피 비교  ∙구의 닮음  ∙직육면체에서의 대각선의 길이∙구의 단면의 반지름∙정육면체의 회전체∙원뿔곡선  ∙ 두 직선의 평행 관계∙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삼수선의 정리  ∙ 이면각∙선분의 정사영  ∙ 삼각형의 정사영

2009년 발행

46배판ㆍ189면ㆍ12,000원

ISBN 978-89-8172-796-3

978-89-8172-770-3
(세트)

수학도깨비 시리즈 3

수학도깨비에게 
인코딩 및 정보이론 배우기

‖최행진 ‖
컴퓨터와 관련하여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동영상을 인코딩하는 작업이다. 많은 사

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코딩된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인코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

까? 디코딩은 또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인코

딩은 목적에 따라 자료의 형태를 변환하는 과정

이다. 디코딩은 인코딩된 자료를 원래의 자료로 

복원하는 과정이다. 이 책에서 본문도 아닌 서문

에서부터 어려운 내용이 나와, 본 책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수학도깨비는 다

만 인코딩이 수십년 전에도 필요했었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고등학생이 본 

책을 읽어도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

게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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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ㆍ417면ㆍ27,000원

ISBN 978‒89‒8172‒928‒8

미적분의 역사
‖C. H. Edwards. Jr. 저

류희찬 역 ‖
∙고대의 넓이, 수, 극한의 개념 

∙아르키메데스

∙황혼, 암흑, 여명

∙초기 불가분량과 무한소 기법

∙초기 접선 구조의 해석

∙네이피어의 로그

∙무한 산술 

∙뉴턴의 미적분학 

∙라이프니츠에 의한 미적분학

∙오일러의 시대

∙코시, 리만, 바이에르슈트라스에 의한 

미적분

∙후기 : 20세기

2002년 발행

신국판ㆍ256면ㆍ11,000원

ISBN 89-8172-334-6

포앙카레의 만년의 사상
(수학과 과학)

‖앙리포앙카레 저

김성숙 ․ 김형보 역 ‖
∙아레니우스(Arrhenius)의 요정

∙법칙의 진화

∙윤리와 과학

∙윤리의 통합

∙공간과 시간

∙공간은 왜 3차원인가

∙무한의 논리

∙수학과 논리

∙양자의 가설

∙물질과 에테르와의 관계

2008년 발행

신국판ㆍ382면ㆍ18,000원

ISBN 89-8172-462-8

미분적분학사
    -그 개념의 발달

‖Carl B. Boyer 저|김경화 역 ‖
∙ 서론 

∙ 고대의 개념 

∙ 중세의 기여 

∙ 선행연구의 세기 

∙ 뉴턴과 라이프니츠 

∙ 미결정의 시대 

∙ 엄밀한 체계화 

∙ 결론
2010년 발행

신국판ㆍ200면ㆍ10,000원

ISBN 978-89-8172-338-5

생활속의 수학 개정판

‖이규봉·김성숙·김화수 ‖
∙ 생활과 원 

∙ 생활과 기하학 

∙ 생활과 함수 

∙ 생활과 확률 

∙ 재미난 생활문제 

∙ 생활 속의 그래프 이론 

∙ 그래프이론의 응용 

∙ 암호와 수학 

∙ 아름다운 수 

∙ 실용적인 수 

∙ 건축과 도형, 그리고 벌집 

∙ 개미 자와 거북이 자 

∙ 선형오차와 비선형오차 

∙ 비선형적인 오차와 로지스틱 법칙

2009년 발행

신국판ㆍ428면ㆍ20,000원

ISBN 89-8172-170-X

아르스마그나
‖카르다노 저|이무현 역 ‖

카르다노가 1545년에 출판한 아르스마그

나는 삼차방정식의 풀이법을 최초로 발표

한 책으로 본 책에는 방정식의 풀이법은 물

론 방정식의 변환, 음수근, 복소수근, 근과 

계수 사이의 관계, 수치해석적 기법등 온갖 

내용들로 독자들은 고전을 읽는 즐거움을 

누릴수 있을 것이다.

2009년 발행

크라운판ㆍ170면ㆍ10,000원

ISBN 978-89-8172-788-8

수학의 세계
‖전인흥 ․ 전숙희 ․ 이영섭 ‖

∙기본적인 논리 

∙집 합 

∙함 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미분과 응용 

∙정 수 

∙행 렬 

∙미분기하학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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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크라운판ㆍ306면ㆍ15,000원

ISBN 89-8172-338-9

수학의 세계 개정판

‖장이채 ‖
제1장 집합과 논리 
∙집합의 이해 

∙논리와 과학

제2장 선형대수와 응용 
∙행렬과 행렬식 

∙연립 1차 방정식과 그 응용

∙선형계획법 

∙게임이론

제3장 미분과 과학 
∙미분의 이해

∙도함수가 이용된 재미난 과학 1

∙도함수가 이용된 재미난 과학 2

2007년 발행

46배판ㆍ304면ㆍ15,000원

ISBN 978-89-8172-265-4

생활과 수학
‖이종걸 외 ‖

제1장 도형과 생활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닮음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응용

제2장 금융과 생활 
∙단리 

∙복리

제3장 선형계획법 
∙일차부등식 

∙선형계획법

제4장 무향그래프와 유향그래프
∙무향그래프 

∙유향그래프

제5장 실용통계 
∙자료의 해석 

∙두 변량의 관계

제4장 적분과 과학
∙ 적분의 이해 ∙ 적분이 이용된 재미난 과학 1

∙ 적분이 이용된 재미난 과학 2 ∙ 부록

∙ 연습문제 해답

2003년 발행

크라운판ㆍ358면ㆍ16,000원

ISBN 89-8172-161-0

재미있는 수학의 세계
‖박봉구 외 ‖

∙함수와 연속 

∙미분의 이해와 응용 

∙적분 

∙선형대수와 응용 

∙기하학의 세계 

∙수학과 지능처리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13년 발행

46배판ㆍ210면ㆍ13,000원

ISBN 978‒89‒8172‒957‒8

대학생을 위한 교양 수학사

수의 세계 
‖민경진 ․ 최재희 ‖

∙수의 발생과 의미 

∙자연수와 영(0)

∙음수

∙유리수와 무리수 

∙허수 

∙기호의 발견

∙실수의 연산

∙복소수의 연산 

∙아주 큰 수와 아주 작은 수 

∙ 진법 ∙ 지수, 로그 

∙ 특별한 자연수 ∙ 수의 배열 

∙ 완벽하게 균형잡힌 숫자의 배열 ∙ 피보나치수열과 루카스 수열 

∙ 행렬 

2004년 발행

신국판ㆍ360면ㆍ14,000원

ISBN 89-8172-217-X

생활속의 수학  
Strength in Numbers

‖ Sherman K.Stein 저

황우형·조향감 역 ‖
수학이 가지고 있는 힘과 수학을 하는 즐거

움!

이 책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수

학에 대해서 보다 실용적이고 다양한 주제

를 통한 수학의 막강한 영향력과 수학을 탐

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학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수학교육의 변

천과 지금까지 ‘수학은 공식을 암기하는 과

목’으로 생각했던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이다.

2002년 발행

신국판ㆍ394면ㆍ15,000원

ISBN 89-8172-064-9

수학의 맥을 찾아서
‖김경호·채홍철 ‖

∙수학이란 무엇인가 

∙도형의 운동 ∙고등산술입문 

∙집합대수 ∙함수 

∙추상대수입문 ∙대칭성과 군 

∙공리란 무엇인가 

∙무한집합 ∙Topology 

∙간접적 추리 ∙위상불변량 

∙대수적 위상기하학 

∙초공간 ∙선형대수 

∙실해석학 ∙확률론 

∙Computer 현대수학의 응용 

∙수학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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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행

크라운판ㆍ266면ㆍ14,000원

ISBN 89-8172-442-3

교양인을 위한 

개념수학 입문
‖오승재·김주필 ‖

∙ 알기쉬운 집합 

∙ 초등 논리 

∙ 수학적 체계 

∙ 1차방정식과 부등식 

∙ 그래프 이론과 한붓그리기 

∙ 평면 기하학 

∙ 수학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화제들 

∙ 행렬과 행렬식 

∙ 확 률 

∙ 부호론(Code theory) 

∙ 암호론(Cryptology)

2010년 발행

크라운판ㆍ226면ㆍ13,000원

ISBN 89-8172-477-6

재미있는 수학
‖노영순 ‖

재미있는 수학  
∙수학의 특성 ∙수

∙수의 조작 ∙우리의 생활과 수

∙마방진 ∙수학속의 이야기

수학사 
∙고대문명과 수학

∙수학자

위 상 
∙역사 ∙정의 ∙ 초기의 위상수학

집 합 
∙칸토어의 생애 ∙칸토어의 집합론

∙칸토어의 정리와 연속공리

∙러셀과 역리 ∙명제와 집합

∙관계와 함수 ∙순서집합

2009년 발행

46배판ㆍ286면ㆍ16,000원

ISBN 89-8172-166-1

현대인의 교양을 위한 

수학의 이해
‖이상욱·고영미 ‖

∙ 수학이란 무엇인가? 

∙ 집합과 함수 

∙ 논리 

∙ 정수론 

∙ 기하학 

∙ 무한집합 

∙그래프 이론 

∙ 확률 및 통계 

∙ 경제 수학 

∙ 개략적으로 살펴본 수학사

2009년 발행

46배판ㆍ268면ㆍ15,000원

ISBN 978-89-8172-435-1

정보화 사회와 수학 개정판

‖이민섭 ‖
∙수학적 개념과 구조

∙집합 

∙대수적 구조 

∙조합론 

∙유한기하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부호이론 

∙암호학 

∙패러독스와 문제들 

∙수학과 예술 

∙참고문헌 

∙부록

∙찾아보기

2010년 발행

신국판ㆍ242면ㆍ12,000원

ISBN 978-89-8172-822-9

재미있는 이야기수학
‖노영순 ‖

우리는 대체로 수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미

리 머리가 아파올 정도로 수학을 싫어한다. 

사람들이 수학을 기피하는 이유는 학교에

서의 수학교육 내용이 실제 생활과는 거리

가 멀고 필요 이상으로 어렵기만 하고 당장

에 살아가는 데에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학은 

우리 생활에서 한 순간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물이나 태양과 같은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현대인들은 수학에 대한 흥미로움

과 새로운 면을 발견하여 수학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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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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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46배판ㆍ266면ㆍ15,000원

ISBN 978-89-8172-813-7

위대한 수학자들의 
사고방식 

‖김승욱 ‖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까르다노와 따딸리아 

∙페르마 ∙파스칼 

∙라이브니츠 ∙오일러 

∙가우스 ∙볼자노 

∙쿰머 ∙부울 

∙바이어슈트라스

∙리만 ∙칸토 

∙클라인 ∙포앙카레 

∙힐베르트 ∙브라우어 

∙노이만 

2002년 발행

신국판ㆍ224면ㆍ10,000원

ISBN 89-8172-073-8

현대기하학 기행
‖천석현 ‖

∙위상기하학

∙사영기하학

∙Euclid 기하학

∙비 Euclid 기하학

∙Erlanger 목록

∙미분기하학

∙Riemann 기하학

∙지면기하

∙사회의식기하학

∙결합기하학

∙유한기하학

∙철학과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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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발행

46배판ㆍ224면ㆍ10,000원

ISBN 89-8172-308-7

원주율에 대한 수학자들의 
열정과 C/C++ 언어로 
도전하는 원주율 계산

‖최행진 ‖
∙원주율의 성질과 간략한 역사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의 원주율

∙ viete / Wsllis의 공식

∙뉴턴(Newton)의 공식제

∙Machin / Machin-Like의 공식

∙오일러 / 가우스의 공식

∙Ramanujan의 공식

∙산술기하평균 가우스-르장드르 

알고리즘

∙Brent-Salamin / Borweins의 

알고리즘

∙Chudnovsky 형제 / Spigot / 

Bailey-Borwein-Plouffe의 공식

∙이진수자(Binary Digit)

2012년 발행

변형판ㆍ240면ㆍ15,000원

ISBN 89-8172-423-7

π-4천년 역사의 흔적
‖박제남·남호영 ‖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부터 수학사에 관한 

책 등 주변에서 매우 쉽게 대하는 수학적 내용 

중의 하나가 π이다. 이 책은 약 4천년 전에 

걸쳐 인류가 원주율에 어떻게 접근하여 왔는

가를 소개한 책으로 이 책의 기존 출판된 π에 

관한 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π에 대한 인간

의 역사를 무차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책을 통해 π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해온 인류의 자취의 기록으로 읽혀지기

를 바라며, π가 무한한 수인지 모르던 시절

부터 그 값을 구하기 위하여 시지프스처럼  π

라는 바위를 무수한 산꼭대기를 밀고 올라간 

수많은 사람들의 자취가, 그리고 마침내 π의 

정체를 밝혀내고 원하는 만큼 그 값도 구할 수 

있게된 지금에 이르는 대장정이 생생하게 전

달될 것이다.

2000년 발행

46배판ㆍ188면ㆍ10,000원

ISBN 89-8172-088-6

판도라 수학상자
‖Brian Bolt 저|홍승희 외 역 ‖

이 책은 A mathematical pandora’s 

box (Cambrige university press)를 번

역한 것으로 수학퍼즐 이외에도 수학에 바

탕을 둔 여러 가지 게임이나 속임수, 흥미

있는 생각이나 속임수, 흥미있는 생각이

나 현상들을 142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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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학의 발자취! 조선시대 산학총서

총 10종으로 구성된 조선시대 산학총서는 우리의 전통수학을 체계적으로 번역하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를 자극하는 촉진제와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묵사집산법(천) ‖ 경선징 지음, 유인영·허 민 옮김 ‖
46배판ㆍ236면ㆍ20,000원 ISBN 89-8172-591-8

묵사집산법(지) ‖ 경선징 지음, 유인영·허 민 옮김 ‖
46배판ㆍ254면ㆍ20,000원 ISBN 89-8172-592-6

묵사집산법(인) ‖ 경선징 지음, 유인영·허 민 옮김 ‖
판형 46배판ㆍ252면ㆍ20,000원 ISBN 89-8172-593-4

구수략(건) ‖ 완산 최석정 지음, 정해남·허 민 옮김 ‖
46배판ㆍ220면ㆍ20,000원 ISBN 89-8172-594-2

구수략(곤) ‖ 완산 최석정 지음, 정해남·허 민 옮김 ‖
46배판ㆍ242면ㆍ20,000원 ISBN 89-8172-595-0

구일집(천)  ‖ 남양 홍정하 지음, 강신원·장혜원 옮김 ‖
46배판ㆍ200면ㆍ20,000원 ISBN 89-8172-596-9

구일집(지) ‖ 남양 홍정하 지음, 강신원·장혜원 옮김 ‖
46배판ㆍ268면ㆍ20,000원 ISBN 89-8172-597-7

구일집(인) ‖ 남양 홍정하 지음, 강신원·장혜원 옮김 ‖
46배판ㆍ250면ㆍ20,000원 ISBN 89-8172-598-5

산학입문(이수신편 제21권)

‖ 서명산인 황윤석 편집, 강신원·장혜원 옮김 ‖
46배판ㆍ222면ㆍ20,000원 ISBN 89-8172-599-3

산학입문(이수신편 제22권)

‖ 서명산인 황윤석 편집, 강신원·장혜원 옮김 ‖
46배판ㆍ206면ㆍ20,000원 ISBN 89-8172-600-0

산학본원(이수신편 제23권)

‖ 서명산인 황윤석 편집, 강신원·장혜원 옮김 ‖
46배판ㆍ240면ㆍ20,000원 ISBN 89-8172-601-9

산술관견 ‖ 합주 이상혁, 지수 보술 김상미·허 민 옮김 ‖
46배판ㆍ184면ㆍ20,000원 ISBN 89-8172-602-7

차근방몽구 ‖ 합주 이상혁 지음, 호문룡·이재실·허 민 옮김 ‖
46배판ㆍ262면ㆍ20,000원 ISBN 89-8172-603-5

익산(상편) 정부론 ‖ 이상혁 지음, 홍성사 옮김 ‖
46배판ㆍ224면ㆍ20,000원 ISBN 89-8172-604-3

익산(하편) 퇴타설 ‖ 이상혁 지음, 홍성사 옮김 ‖
46배판ㆍ160면ㆍ20,000원 ISBN 89-8172-605-1

측량도해 ‖ 패동 남원상 도해, 유인영·허 민 옮김 ‖
46배판ㆍ166면ㆍ20,000원 ISBN 89-8172-606-X

유시구고술요도해 ‖ 의령 남병길 도해, 유인영·허 민 옮김 ‖

46배판ㆍ358면ㆍ20,000원 ISBN 89-8172-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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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학의 발자취! 동양수학대계 (Ⅰ~ⅩⅤ)

총 15권으로 이루어진 동양수학대계라는 이름의 이 전집은 

동양수학의 대표적인 고전들을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최초의 시도로 제작되었으며, 

대계의 출간은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발달되어온 소중한 수학적 업적들을 살아있는 전통으로 부활시켜 

우리 모두의 값진 문화자산으로 활용케 하는 일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동양수학대계 Ⅰ

산수서·산경십서 (上) ‖ 차종천 ‖
신국판ㆍ506면ㆍ25,000원 ISBN 89-8172-610-8

동양수학대계 Ⅱ

산수서·산경십서 (下) ‖ 차종천 ‖
신국판ㆍ478면ㆍ25,000원 ISBN 89-8172-611-6

동양수학대계 Ⅴ

양휘산법 ‖ 차종천 ‖
신국판ㆍ414면ㆍ23,000원 ISBN 89-8172-614-0

동양수학대계 Ⅺ
구일집 (上) ‖ 차종천 ‖
신국판ㆍ346면ㆍ20,000원 ISBN 89-8172-615-9

동양수학대계 Ⅻ
구일집 (下) ‖ 차종천 ‖
신국판ㆍ334면ㆍ20,000원 ISBN 89-8172-616-7

동양수학대계 ⅩⅣ

일본수학사 ‖ 차종천 ‖
신국판ㆍ366면ㆍ20,000원 ISBN 89-8172-617-5



40

일

반

교

양

교
양
수
학

대학수능자녀를 둔 부모가 읽을 교양수학 시리즈 (1~24권)

이 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분야를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주는데 도움이 되고자 엮은 책으로 새로운 맘으로라는 

이름으로 수학의 기본과 원리에 충실한 문제들을 발췌하여 유익한 학습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권 차원높은 수학이야기 ‖ 한재영 ‖
신국판ㆍ272면ㆍ11,000원 ISBN 89-8172-333-8

2권 대수기하 이야기 ‖ 한재영 ‖
신국판ㆍ236면ㆍ10,000원 ISBN 89-8172-370-2

3권 행렬벡터 이야기 ‖ 한재영 ‖
신국판ㆍ222면ㆍ10,000원 ISBN 89-8172-371-0

4권 초자연한 숫자 이야기 ‖ 한재영 외 ‖
신국판ㆍ186면ㆍ10,000원 ISBN 89-8172-403-2

5권 급수수열 이야기 ‖ 한재영 ‖
신국판ㆍ194면ㆍ10,000원 ISBN 89-8172-399-0

6권 미분연속 이야기 ‖ 한재영 ‖
신국판ㆍ162면ㆍ10,000원 ISBN 89-8172-400-0

7권 최대최소 이야기 ‖ 한재영 ‖
신국판ㆍ180면ㆍ10,000원 ISBN 89-8172-401-6

8권 복소삼각 이야기 ‖ 한재영 ‖
신국판ㆍ184면ㆍ10,000원 ISBN 89-8172-402-4

9권 적분활용 이야기 ‖ 한재영 ‖
신국판ㆍ230면ㆍ10,000원 ISBN 89-8172-404-0

10권 확률통계 이야기 ‖ 한재영 ‖
신국판ㆍ202면ㆍ10,000원 ISBN 89-8172-405-9

11권 페르마의 작은 정리 이야기 ‖ 한재영 외 ‖
신국판ㆍ146면ㆍ10,000원 ISBN 89-8172-406-7

12권 비틀즈 앤 스파이더즈 이야기 ‖ 한재영외 ‖
신국판ㆍ146면ㆍ10,000원 ISBN 89-8172-407-5

13권 컴퓨터수학 이야기 ‖ 한재영 ‖
신국판ㆍ244면ㆍ10,000원 ISBN 89-8172-411-3

14권 어느 중2학생의 눈물어린 수학 답안지(8-가) ‖ 한재영 외 ‖
신국판ㆍ136면ㆍ10,000원 ISBN 89-8172-500-4

15권 어느 중2학생의 눈물어린 수학 답안지(8-나) ‖ 한재영 외 ‖
신국판ㆍ150면ㆍ10,000원 ISBN 89-8172-501-2

16권 어느 중3학생의 눈물어린 수학 답안지(9-가) ‖ 한재영 외 ‖
신국판ㆍ178면ㆍ10,000원 ISBN 89-8172-502-0

17권 어느 중3학생의 눈물어린 수학 답안지(9-나) ‖ 한재영 외 ‖
신국판ㆍ170면ㆍ10,000원 ISBN 89-8172-503-9

18권 누가 수학문제를 푸는가? ‖ 한재영 ‖
신국판ㆍ182면ㆍ10,000원 ISBN 89-8172-504-7

19권 누가 수학문제를 만드는가? ‖ 한재영 ‖
신국판ㆍ172면ㆍ10,000원 ISBN 89-8172-505-5

20권 화랑관창의 원과 태자담덕의 타원 ‖ 한재영 ‖
신국판ㆍ146면ㆍ10,000원 ISBN 89-8172-506-3

21권 컴퓨터 그래픽 이야기 ‖ 한재영 ‖
신국판ㆍ220면ㆍ10,000원 ISBN 89-8172-531-4

22권 고교수학 1을 컴퓨터로만 풀 수는 없을까? ‖ 한재영 외 ‖
신국판ㆍ206면ㆍ10,000원 ISBN 89-8172-532-2

23권 고교수학 2를 컴퓨터로만 풀 수는 없을까? ‖ 한재영 ‖
신국판ㆍ212면ㆍ10,000원 ISBN 89-8172-533-0

24권 대학수능 수학을 컴퓨터로만 풀 수는 없을까? ‖ 한재영 ‖
신국판ㆍ282면ㆍ10,000원 ISBN 89-817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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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역사와 귀중한 개념이 살아있는 수학책 !

기하학원론 시리즈 (가권~자권)

‖ 유클리드 지음·이무현 옮김 ‖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바탕으로 

유클리드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 책으로 총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하학원론은 수학의 역사와 귀중한 개념들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수학책으로 모든 학생들이 꼭 보아야 할 필독서이다.

가권 (평면기하)
신국판ㆍ184면ㆍ10,000원 ISBN 978-89-8172-047-6

나권 (비율, 수)
신국판ㆍ242면ㆍ12,000원 ISBN 89-8172-048-7

다권 (무리수) 
신국판ㆍ270면ㆍ13,000원 ISBN 89-8172-060-6

라권 (공간기하)
신국판ㆍ212면ㆍ11,000원 ISBN 89-8172-066-5

마권 (㉮(제1권)해설서)
신국판ㆍ348면ㆍ13,000원 ISBN 978-89-8172-113-8

바권 (㉮(제2,3,4권)해설서)
신국판ㆍ190면ㆍ10,000원 ISBN 978-89-8172-114-5

사권 (㉯(제5,6,7,8,9권)해설서)
신국판ㆍ318면ㆍ10,000원 ISBN 978-89-8172-115-2

아권 (㉰(제10권)해설서)
신국판ㆍ223면ㆍ11,000원 ISBN 978-89-8172-149-7

자권 (㉱(제11,12,13권)해설서)
신국판ㆍ270면ㆍ14,000원 ISBN 89-8172-15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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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46배판ㆍ344면ㆍ29,000원

ISBN  978-89-8172-941-7
978-89-8172-940-0 (세트)

지오지브라 시리즈 (1) 

지오지브라 바이블 
‖최경식 ‖

∙지오지브라

∙기하

∙대수

∙스프레드시트와 통계

∙이산수학

∙CAS

∙애니메이션

∙지오지브라자료

∙고급기능

∙부록

2009년 발행

46배판ㆍ443쪽ㆍ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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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발행

46배판ㆍ488면ㆍ29,000원

ISBN  978‒89‒8172‒965‒3

지오지브라의 정석(기본편)

‖김태환 ․ 김현창 ‖
∙프로그램 소개 및 설치
∙지오지브라 도구 일람표 
∙기하학적 구성과 명령어 사용법 
∙지오지브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이해 
∙명령어 입력, 함수 및 구성내용 복사 
∙구성 내용 변형 및 그림 삽입 
∙일반적인 텍스트 및 Dynamic 텍스트 

입력 
∙다이내믹 워크시트 만들기 및 시각적 

보완 
∙사용자 툴 및 툴바의 사용자 정의 
∙체크박스와 시퀀스 명령어 
∙스프레드시트 창과 통계 개념 
∙지오지브라 객체, 명령어 및 수식 
∙삼각함수, 매개방정식의 그래프의 

이차곡선 

CD 제공

2010년 발행

46배판ㆍ832면ㆍ45,000원

ISBN 89-8172-640-X

Mathematica Guide Book

입문에서 활용까지
‖이장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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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ROM 제공

∙ 본문 예제 Notebook 파일수록 ∙
LiveGraphics 3D 작품 소스 수록

∙WebMathematica 작품 JSP 소스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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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발행

46배판ㆍ416쪽ㆍ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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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발행ㆍ국배판 변형ㆍ356면

1·2권 세트가 35,000원

ISBN 978-89-8172-943-1
          978-89-8172-942-4 (세트)

[1권] 탐구활동교재
Mathematica Lab 

실험중심의 고등학교 수학탐구
‖이장훈 ‖

∙ 수학과 컴퓨터의 활용

∙ 주제가 있는 그래프 만들기

∙ 사라진 정사각형의 비밀 

∙ 수학문제의 오류를 찾아서

∙ 가우스소거법 

∙ 행렬의 일차변환

∙ 기둥이 3개인 하노이의 탑

∙ 기둥이 4개인 하노이의 탑

∙ 프렉탈 도형과 차원    ∙카오스 게임

∙N개 평면의 최대분할 영역의 개수  ∙정팔면체와 정사면체의 결합 

∙방정식의 근사해Ⅰ(고정점 반복법) ∙방정식의 근사해Ⅱ(이분법) 

∙방정식의 근사해Ⅲ(뉴턴의 방법) ∙구분구적법 & 회전체의 겉넓이와 부피

∙직교하는 원통의 교차면 ∙ 통계적 확률을 이용한 함수의 넓이 추정 

∙논리패러독스(2는1과 같다?) ∙도형으로 바라보는 3차원 너머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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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제공

2013년 발행ㆍ국배판 변형ㆍ356면

1·2권 세트가 35,000원

ISBN 978-89-8172-944-8
978-89-8172-942-4 (세트)

[2권] 실험과제풀이
Mathematica Lab 

실험중심의 고등학교 수학탐구
‖이장훈 ‖

∙수학과 컴퓨터의 활용

∙주제가 있는 그래프 만들기

∙사라진 정사각형의 비밀 

∙수학문제의 오류를 찾아서

∙가우스소거법 

∙행렬의 일차변환

∙기둥이 3개인 하노이의 탑

∙기둥이 4개인 하노이의 탑

∙프렉탈 도형과 차원    ∙ 카오스 게임

프로그램 CD 제공

2003년 발행

신국판ㆍ204면ㆍ10,000원

ISBN 89-8172-377-X

Mathematica 고급사용자를 
위하여 

Mathlink를 중심으로

‖장주수 ․ 정경훈 ․ 박승준 ․ 송준엽 ‖
∙Mathlink 환경설정

∙Mathlink프로그램 만들기

∙비선형 최소자승법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s)

∙와이블 해석(weibull Analysis)

∙N개 평면의 최대분할 영역의 개수  ∙정팔면체와 정사면체의 결합 

∙방정식의 근사해Ⅰ(고정점 반복법) ∙방정식의 근사해Ⅱ(이분법) 

∙방정식의 근사해Ⅲ(뉴턴의 방법) ∙구분구적법 & 회전체의 겉넓이와 부피

∙직교하는 원통의 교차면 ∙ 통계적 확률을 이용한 함수의 넓이 추정 

∙논리패러독스(2는1과 같다?) ∙도형으로 바라보는 3차원 너머의 세상

2002년 발행

국배판 변형ㆍ922면ㆍ50,000원

ISBN 89-8172-309-5

Mathematica 4.0
‖ Stephen Wolfram 저

인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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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al Introduction to Mathematica

∙Principles of Mathematics

∙Advanced Mathematics in 

Mathematica

2008년 발행

46배판ㆍ426면ㆍ28,000원

ISBN 978-89-8172-742-0

미래 수학은

Mathematica와 함께
‖김영익 ‖

∙Mathematica 입문

∙목 록

∙그래픽

∙프로그래밍과 응용

∙적 분

∙수열과 급수

∙매스매티카의 활용

∙부록 A. 점화수열과 급수

∙부록 B. 선택된 문제의 해답

∙참고문헌 

2006년 발행

크라운판ㆍ290면ㆍ15,000원

ISBN 89-8172-241-2

아하! Mathematica 
(수리소프트웨어의 이해)

‖김향숙 ․ 김현구 ‖
∙Mathematica 산책

∙Mathematica 프로그래밍이란?

∙Mathematica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모델들

2006년 발행

46배판ㆍ338면ㆍ17,000원

ISBN 89-8172-136-X

Mathematica를 이용한 

일반수학 개정판

‖김향숙 외 ‖
∙집합과 함수

∙수열과 함수의 극한

∙여러 가지 함수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적분

∙적분의 응용

∙편도함수

∙중적분

∙수학적 귀납법

∙연습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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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46배판ㆍ348면ㆍ18,000원

ISBN 978-89-8172-690-4

Mathematica와 함께하는

응용대학수학
‖윤재헌 ․ 김상욱 ‖

∙매스매티카 응용 방법

∙미분과 적분

∙행렬과 연립 선형방정식

∙미분방정식

∙참고문헌

∙연습문제 풀이
본문 및 연습문제풀이 소스CD 

2004년 발행

46배판ㆍ292면ㆍ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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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upting 

Calculations)

∙2차원 그래픽/2차원 그래픽 패키지

∙3차원 그래픽/3차원 그래픽 패키지

∙애니메이션 ∙사운드 연주

∙사운드 객체 ∙사운드 패키지

∙참고문헌

2006년 발행

46배판ㆍ234면ㆍ13,000원

ISBN 89-8172-577-2

Mathematica 응용수학
‖송기홍 ‖

∙매스매티카 기초

∙수치적 오차

∙랜덤의 성질

∙경우의 수 - Counting

∙그래프 응용

∙데이터 처리

∙Convolution과 SVD

∙매스매티카의 확장
본문 및 연습문제풀이 소스CD

2004년 발행

46배판ㆍ312면ㆍ17,000원

ISBN 89-8172-421-0

MATHEMATICA로 이해하는 

컴퓨터와 통계
‖한수경 ․ 강태원 ‖

∙프로그램의 기초

∙그래프 이론

∙트리

∙컴퓨터 그래픽스

∙수치해석

∙통계그래픽

∙기술통계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선형회귀

∙참고문헌

본문 및 연습문제 풀이 소스 CD

2004년 발행

46배판ㆍ290면ㆍ17,000원

ISBN 89-8172-420-2

MATHEMATICA로 이해하는 

수 학
‖한수경 ․ 강태원 ‖

∙미분적분 ∙벡터해석

∙선형대수 ∙기하

∙부록 A 도움말 보기

∙부록 B 매스매티카 패키지

∙부록 C 회전면과 회전면 그래픽

Surface of Revolution의 사용법

Surface of Revolution의 선택사항 및 

회전축 지정사항

∙부록 D 3차원 곡면과 정사영 그래픽

ShadowPlot3D의 사용법

ShadowPlot3D의 선택사항 및 기본값

∙부록 E 경고와 메시지

∙ 부록 F 계산 중단

∙부록 G 정다각형의 면적

∙참고문헌

2007년 발행

46배판ㆍ392면ㆍ20,000원

ISBN 978-89-8172-116-9

이공계 과학도를 위한 제2판

Matlab 사용법과 그 응용 
‖김창근 ‖

∙Matlab 기초

∙Matlab에서의 행렬

∙내장 함수의 응용

∙연산자와 흐름 제어문

∙M-파일 작성법과 예제

∙그래프와 그 응용

∙기호 수학 도구상자

∙연습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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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파일 소스CD 

2010년 발행

46배판ㆍ344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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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발행

크라운판ㆍ204면ㆍ10,000원

ISBN 89-8172-426-1

HTML·JAVASCRIPT

프로그래밍과 웹수학
‖김영익 ‖

∙HTML과 홈페이지 작성

∙자바스크립트 소개

∙웹 수학의 구현

∙예문찾기

∙참고문헌

2007년 발행

46배판ㆍ338면ㆍ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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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발행

46배판ㆍ330면ㆍ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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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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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ㆍ730면ㆍ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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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배판ㆍ752면ㆍ33,000원

ISBN 978-89-8172-666-9

공학수학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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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복소 해석학
∙ 복소수와 복소 해석 함수

∙ 복소 적분

∙ 급수와 유수

∙ 등각 사상과 응용

부록 1 수표

부록 2 라플라스 변환표와 

푸리에 변환표

제4부 이산 수학
∙수열의 해법

∙셈(counting)법

∙정수론과 공개키 암호

∙그래프 이론과 그 응용

부록 3 등각 사상

연습 문제 풀이

제Ⅲ편 Fourier 해석학과 
편미분방정식론

∙Fourier 해석학

∙편미분 방정식 

제Ⅳ편 복소해석학
∙ 복소수와 복소 해석함수

∙ 복소적분

∙ 급수와 유수

∙ 등각 사상과 응용

2009년 발행

46배판ㆍ876면ㆍ33,000원

ISBN 89-8172-026-6

공업수학 (2/e)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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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소수와 복소 해석 함수

2010년 발행

46배판ㆍ598면ㆍ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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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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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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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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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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제공

2009년 발행

국배판 변형ㆍ580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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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발행

KyoWooSa

46배판ㆍ222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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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자료 제공

2005년 발행

국배판 변형ㆍ580면ㆍ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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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발행

46배판ㆍ252면ㆍ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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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배판ㆍ222면ㆍ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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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배판ㆍ226면ㆍ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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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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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46배판ㆍ272면ㆍ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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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발행

46배판ㆍ354면ㆍ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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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수치해석 
∙ 수치해석이란 ∙ 반복법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 함수의 사이값 알아내기 ∙ 수치미적분

∙ 연립방정식의 수치해법 ∙ 상미분방정식의 수치해법

∙ 편미분방정식의 수치해법

2011년 발행

46배판ㆍ422면ㆍ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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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발행

46배판ㆍ364면ㆍ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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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발행

46배판ㆍ344면ㆍ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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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배판ㆍ336면ㆍ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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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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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행

46배판ㆍ398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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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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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발행

46배판ㆍ248면ㆍ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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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판ㆍ162면ㆍ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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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06년 발행

46배판ㆍ406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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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338면ㆍ19,000원

ISBN 89-8172-626-4

벡터해석
‖송영권 ․ 송형수 ․ 이종우

이흥수 ․ 지은숙 ․ 허  민 ‖
∙벡터와 해석기하

∙벡터함수와 곡선

∙다변수함수

∙다중적분

∙벡터해석

∙부록A 행렬과 행렬식

∙부록B 수학 공식과 평면 곡선

∙부록C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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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46배판ㆍ222면ㆍ13,000원

ISBN 978-89-8172-687-4

벡터 해석
‖유연봉 ․ 박춘성 ‖

∙벡터

∙벡터의 미분

∙구배 ․ 발산 ․ 회전

∙벡터의 적분

∙면적분과 체적분

∙연습문제풀이

2013년 발행

46배판ㆍ326면ㆍ19,000원

ISBN 978-89-8172-838-0

기초미적분학 개정판

‖이정례 ․ 곽태근 ․ 이성진

김원배 ․ 김봉진 ‖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적분법

∙적분의 활용

∙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

∙여러 가지 적분법

∙연습문제 해답

∙찾아보기

2013년 발행

An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Biology
‖ Linda J. S. Allen 저

오춘영 외 역 ‖

2011년 발행

46배판ㆍ288면ㆍ17,000원

ISBN 89-8172-512-8

공업수학대비

기초 미분적분학
‖서춘석 ‖

∙함수와 극한 ∙미분법

∙극좌표 ∙적분법

∙편미분법 ∙이중적분

∙멱급수 ∙행렬과 행렬식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09년 발행

46배판ㆍ278면ㆍ16,000원

ISBN 978-89-8172-289-0

기초미적분학 개정판

‖김성기 ․ 계승혁 ‖
∙함수와 극한

∙미분법

∙미분법의 응용

∙적분법

∙정적분의 응용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07년 발행

46배판ㆍ306면ㆍ15,000원

ISBN 978-89-8172-660-7

미적분학의 기초
‖서춘석 ‖

∙집합과 논리

∙함수

∙미분법

∙적분법

∙편미분법

∙중적분

∙행렬, 행렬식

∙벡터

∙부록

∙연습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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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46배판ㆍ386면ㆍ19,000원

ISBN 978-89-8172-658-4

기초 미분적분학
‖박춘성 ‖

∙예습과 복습 ∙벡터

∙행렬 ∙행렬식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적분법 ∙정적분

∙적분의 응용 ∙급수

∙편도함수 ∙중적분

∙부록

강의자료 제공

2013년 발행

변형판ㆍ1012면ㆍ상하33,000원

ISBN 978-89-8172-774-1

미분적분학 하   (9/e)

‖Dale Varberg 외 저

수학교재편찬위원회 역 ‖
∙초월함수 

∙적분의 기법 

∙부정형과 이상적분 

∙무한급수 

∙원뿔곡선과 극좌표 

∙공간상의 기하와 벡터 

∙이변수 또는 다변수함수의 도함수 

∙중적분 

∙벡터의 미적분학

∙부 록 

∙연습문제 해답 

∙찾아보기 

강의자료 제공

2013년 발행

변형판ㆍ878면ㆍ32,000원

ISBN 978‒89‒8172‒874‒8

미분적분학 
Essential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문제해답 별책 포함) 

‖ James Stewart 저

수학교재편찬위원회 역 ‖
∙함수와 극한  ∙도함수

∙역함수: 지수 ․ 로그 ․ 역삼각 함수 

∙미분의 활용  ∙적분

∙적분의 기법  ∙적분의 활용 

∙급수  

∙매개 방정식과 극 좌표 

∙벡터와 공간 기하학 

∙편도함수  ∙다중 적분 

∙벡터 해석  ∙찾아보기

∙부록(삼각법/증명/합의 기호/적분으로 

정의된 로그/홀수 번 문제의 답)

강의자료 제공

연습문제풀이 CD

2010년 발행

46배판ㆍ512면ㆍ28,000원

ISBN 978-89-8172-839-7

이공계열 학생을 위한  

미분적분학 
‖부경대수학교재편찬위원회 ‖

∙실수와 무한급수

∙함수와 극한

∙도함수와 미분법

∙미분의 응용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다변수함수와 편미분법

∙편미분의 응용

∙중적분과 응용

∙벡터해석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강의자료 제공

2013년 발행

변형판ㆍ1012면ㆍ상하33,000원

ISBN 978-89-8172-774-1

미분적분학 상   (9/e)

‖Dale Varberg 외 저

수학교재편찬위원회 역 ‖
∙서론

∙극 한

∙미 분

∙미분의 응용

∙정적분

∙적분의 응용 

2012년 발행

변형판ㆍ694면ㆍ33,000원

ISBN 978-89-8172-785-7

미분적분학
‖박재명 ․ 정세영 ․ 부덕훈 ‖

∙함수와 극한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적 분 

∙적분의 응용 ∙초월함수 

∙적분법과 특이적분 

∙극좌표계 ∙테일러 정리와 

응용 

∙무한수열 ∙멱급수 

∙벡 터 ∙벡터함수 

∙편도함수 ∙중적분 

∙적분표 ∙연습문제 풀이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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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46배판ㆍ564면ㆍ28,000원

ISBN 978-89-8172-779-6

미분적분학
‖충북대학교 수학교재편찬위원회 ‖

∙함 수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좌표공간과 좌표계 

∙수열과 급수 ∙편미분법 

∙다중적분 ∙벡터장의 적분 

∙관련자료 및 연습문제 풀이 

∙연습문제 풀이 ∙찾아보기
2013년 발행

46배판ㆍ524면ㆍ28,000원

ISBN 978-89-8172-844-1

미분적분학
‖구기식 ․ 이영환 ․ 전태일 ․ 최병문 ‖

∙수와 함수

∙극한과 연속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부정적분과 적분법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매개변수 방정식과 극방정식

∙무한수열과 무한급수

∙벡터와 입체 해석기하

∙편도함수

∙중적분

2009년 발행

46배판ㆍ340면ㆍ15,000원

ISBN 978-89-8172-780-2

미분적분학 연습문제 탐구
미분적분학

(충북대학교 수학교재편찬윈원회 지음) 

연습문제 해설

‖김상욱 ․ 김원규 ․ 윤재헌

윤주한 ․ 조완영 ‖
∙매스매티카를 활용한 미분적분학 

∙함 수(연습문제 및 풀이) 

∙미분법(연습문제 및 풀이)

∙도함수의 응용(연습문제 및 풀이) 

∙부정적분(연습문제 및 풀이) 

∙정적분(연습문제 및 풀이) 

∙정적분의 응용(연습문제 및 풀이) 

∙좌표공간과 좌표계(연습문제 및 풀이) 

∙수열과 급수(연습문제 및 풀이) 

∙편미분법(연습문제 및 풀이) 

∙다중적분(연습문제 및 풀이) 

∙벡터장의 적분(연습문제 및 풀이)

2008년 발행

46배판ㆍ508면ㆍ24,000원

ISBN 978-89-8172-579-2

미적분학
‖충북대학교 수학교재편찬위원회 ‖

∙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와 쌍곡선함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좌표공간과 극좌표

∙수열과 무한급수

∙편미분법 ∙다중적분

∙벡터장의 적분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13년 발행

46배판ㆍ580면ㆍ29,000원

ISBN 978‒89‒8172‒878‒6

대학 이공계 미분적분학
‖김상목 ․ 김태균 ․ 송영권 ․ 송형수

이종우 ․ 이진우 ․ 이흥수

지은숙 ․ 허  민 ‖
∙수 집합과 함수  ∙극한과 연속 

∙미분과 도함수  ∙ 도함수의 응용 

∙곡선과 극 좌표  ∙역함수와 초월 함수 

∙부정 적분과 정 적분 

∙여러 가지 적분법 

∙적분의 응용   ∙ 무한 급수 

∙멱 급수와 테일러 급수 

∙다변수 함수와 미분 

∙다중 적분  

∙부록

∙연습문제 해답

∙찾아보기

2009년 발행

46배판ㆍ258면ㆍ13,000원

ISBN 89-8172-452-0

미적분학
‖고영상 ․ 승병인 ․ 함윤미 ‖

∙미분법

∙초월함수의 미분법

∙미분의 응용

∙적분법

∙적분의 응용

∙무한급수

∙편미분법

∙중적법

∙부록

∙연습문제 해답(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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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행

46배판ㆍ342면ㆍ15,000원

ISBN 89-8172-100-9

미분적분학
‖한태식 ․ 권기호 ․ 김정헌 ․ 박석봉 ‖

∙집합과 함수

∙몇 가지 중요한 함수

∙미분

∙미분의 응용

∙적분

∙적분의 계산

∙적분의 응용

∙무한급수

∙다변수 함수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11년 발행

46배판ㆍ486면ㆍ25,000원

ISBN 978-89-8172-106-0

미분적분학
‖홍승희 외 ‖

∙실수와 함수 ∙극한과 연속성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부정적분과 적분법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매개변수 방정식과 극 방정식

∙무한수열과 무한급수

∙벡터와 입체해석기하

∙편도함수 ∙중적분

∙부록 : mathematica를 이용한 

미적분학

2007년 발행

크라운판ㆍ402면ㆍ20,000원

ISBN 978-89-8172-519-8

미분적분학의 이해와 응용 
(기초에서 응용까지) 개정판

‖이병무 ‖
∙기본개념 ∙극한과 연속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적분 ∙적분의 기법

∙정적분의 응용

∙매개변수방정식과 극좌표

∙수열과 급수 ∙해석기하와 벡터

∙다변수함수의 미분

∙중적분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09년 발행

크라운판ㆍ464면ㆍ23,000원

ISBN 978-89-8172-576-1

미분적분학
‖성열욱 ․ 서창호 ․ 한근희 ․ 김찬수 ‖

∙함수와 극한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매개변수방정식과 극좌표

∙적분법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행렬

∙행렬식 ∙무한 급수

∙입체해석기하 ∙편미분법

∙중적분 ∙부록

2010년 발행

크라운판ㆍ320면ㆍ18,000원

ISBN 978-89-8172-432-0

우리아이들을 위한 
미적분학 (I) 제2판

‖김강태 ․ 김성옥 ‖
∙미분 개념과 기본성질

∙미분 및 도함수의 기본성질과 계산법

∙미분과 응용-그래프의 이해

∙도함수와 원시함수, 미분과 미분의 역산

∙정적분과 부정적분

∙초월함수와 미적분

∙적분계산 기법

∙미적분학의 응용Ⅰ-미분과 미분방정식

∙미적분학의 응용Ⅱ-테일러 전개식과 

로피탈 정리

∙부록 1절 수학적 증명을 위한 길잡이

∙부록 2절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연습문제 풀이를 위한 도움말

2009년 발행

46배판ㆍ면ㆍ23,000원

ISBN 89-8172-

미분적분학
‖수학교재편찬위원회 ‖

∙함수와 극한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극좌표, 곡률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입체해석기하

∙편도함수

∙중적분

∙급수

∙부록

∙연습문제 해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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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ㆍ338면ㆍ20,000원

ISBN 978-89-8172-855-7

알기쉬운 미적분학
‖이종걸 ․ 김경호 ‖

∙함수와 극한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적분법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편도함수

∙중적분

∙급 수

∙미분방정식

∙연습문제 해답

∙찾아보기

2005년 발행

크라운판ㆍ368면ㆍ15,000원

ISBN 89-8172-006-1

미분적분학
‖부경대학교 수학교재편찬회 ‖

∙함수 ∙극한과 연속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고계도함수와 그 응용

∙매개변수방정식과 극좌표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무한급수와 함수의 전개

∙편미분법 ∙중적분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13년 발행

46배판ㆍ250면ㆍ15,000원

ISBN 978-89-8172-927-1

미분적분학
‖김동건 ‖

∙제1장 집합과 함수 

∙제2장 함수의 극한 

∙제3장 연쇄법칙 

∙제4장 정적분 

∙제5장 부정적분 

∙제6장 치환적분법 

∙제7장 부분적분 

∙제8장 다양한 형태의 적분 

∙제9장 정적분의 응용 

∙제10장 편미분 

∙연습문제 풀이 

∙찾아보기

2006년 발행

크라운판ㆍ394면ㆍ18,000원

ISBN 89-8172-057-6

미분적분학
‖박기석 외 ‖

∙집합과 함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초월함수 ∙적분법

∙행렬과 행렬식 ∙급수

∙편미분 ∙중적분

∙미분방정식 ∙적분표

∙연습문제 풀이

2013년 발행

46배판ㆍ400면ㆍ24,000원

ISBN 978-89-8172-008-7

미적분학의 이해 개정판

‖김경호 ‖
∙행렬식 ∙함수와 극한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적분법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편도 함수

∙중적분 ∙무한급수

∙백터 ∙미분방정식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05년 발행

크라운판ㆍ292면ㆍ15,000원

ISBN 89-8172-398-2

미 ․ 적분학과 미분방정식
‖이정식 ‖

제1부 초월함수
∙미적분 요약

∙지수함수

∙대수(로그) 함수

∙삼각 함수

∙역삼각 함수

∙쌍곡선 함수

제2부 미분방정식
∙미분방정식

∙해답

∙홀수번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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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46배판ㆍ392면ㆍ20,000원

ISBN 978-89-8172-719-2

대학새내기를 위한 수학기본서

일반교양수학의 이해
‖이병무 ‖

∙기초논리와 집합

∙수와 식

∙초월함수

∙행렬과 행렬식

∙해석기하학

∙미분적분학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13년 발행

46배판ㆍ346면ㆍ22,000원

ISBN 978-89-8172-990-5 

알기쉬운 일반수학   
‖김경호 ‖

∙집합과 명제

∙함 수

∙행렬과 행렬식

∙수열과 급수

∙벡터와 일차변환

∙극좌표

∙복소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확률과 통계

∙연습문제 해답

∙부 록

2009년 발행

46배판ㆍ324면ㆍ17,000원

ISBN 978-89-8172-782-6

대학일반수학 개정판

‖수학교재편찬위원회 ‖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및 응용 

∙적분법 및 응용 

∙수열과 무한급수 

∙행렬과 행렬식 

∙평면에서의 좌표기하 

∙찾아보기 

∙각장별 연습문제 풀이수록
2008년 발행

46배판ㆍ284면ㆍ15,000원

ISBN 978-89-8172-632-4

대학일반수학
‖김경호 ‖

∙함수

∙행렬

∙행렬식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적분법

∙정적분

∙복소수

∙벡터

∙부록

2011년 발행

크라운판ㆍ414면ㆍ22,000원

ISBN 89-8172-573-X

대학일반수학
‖수학교재편찬위원회 ‖

∙집합과 명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및 응용

∙적분법 및 응용

∙수열과 무한급수

∙행렬과 행렬식

∙평면에서의 좌표기하

∙부록 기본공식과 함수값
2012년 발행

46배판ㆍ374면ㆍ20,000원

ISBN 978-89-8172-722-2

풀이가 있는

대학일반수학 제2판

‖김경호 ․ 김상욱 ‖
∙집합과 명제

∙함 수

∙수열과 급수

∙행렬과 행렬식

∙역행렬과 연립일차방정식

∙벡터공간

∙선형사상

∙유클리드공간과 2차 곡선

∙그리스 알파벳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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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ㆍ290면ㆍ17,000원

ISBN 978-89-8172-918-9

대학기초수학
‖수학교재편찬위원회 ‖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와 그래프

∙대수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미  분

∙적  분

∙확  률

∙통  계

∙연습문제 풀이

∙찾아보기

2009년 발행

46배판ㆍ358면ㆍ22,000원

ISBN 978-89-8172-800-7

FRESHMAN 기초수학
‖서춘석 ‖

∙집합 ․ 수․식 ∙함 수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편미분법 

∙이중적분 ∙멱급수  

∙행렬 ․ 행렬식 ∙벡 터 

∙부 록 ∙연습문제 해답 

∙찾아보기

2012년 발행

46배판ㆍ240면ㆍ14,000원

ISBN 978-89-8172-916-5

대학기초수학
‖길병문 ‖

∙자주 틀리는 일차방정식·부등식

∙이차방정식·부등식

∙삼·사차방정식

∙행렬과 행렬식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

∙정수의 합동과 그 응용

∙여러 가지 함수

(삼각함수·지수함수·로그함수)

∙미분의 이해

∙확률과 통계

∙부록

∙연습문제 풀이

∙찾아보기

2007년 발행

크라운판ㆍ402면ㆍ20,000원

ISBN 89-8172-164-5

미분적분을 위한 

대학기초수학
‖김병무 ‖

∙기본 계산 ∙여러 가지 함수

∙극한과 연속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적분과 그 응용

∙복잡한 적분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

∙확률과 미적분 ∙다변수 함수

∙부록

∙연습문제 종합문제 해답

2012년 발행

46배판ㆍ286면ㆍ17,000원

ISBN 978‒89‒8172‒924‒0

대학기초수학
‖박춘성 ․ 안수엽 ‖

∙수와 식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적분법

∙부록

∙연습문제 해답

∙찾아보기

2010년 발행

46배판ㆍ232면ㆍ12,000원

ISBN 978-89-8172-434-4

대학 기초수학 개정판

‖윤행원 ․ 이정례 ․ 곽태근

이성진 ․ 김원배 ․ 김봉진 ‖
∙함수의 극한과 연속

∙삼각함수와 그 극한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

∙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

∙여러 가지 적분법

∙부록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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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ㆍ510면ㆍ28,000원

ISBN 978-89-8172-786-4

공학인증을 위한 

수학의 기초 
‖강부현 ․ 박태룡 ․ 안가경

한찬욱 ․ 함형범 ‖
∙함수의 극한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부정적분 

∙정적분 ∙적분의 응용 

∙행렬과 행렬식 ∙벡터공간 

∙벡터값 함수와 공간에서의 운동 

∙수열과 무한급수 

∙편미분법 ∙중적분 

∙부 록 ∙찾아보기 

∙연습문제 풀이 및 해답CD

2012년 발행

국배판ㆍ140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99-1

대학수학의 기초
‖이상한 ‖

∙집 합 ∙수와 연산 

∙다항식 ∙인수분해 

∙유리식 ∙무리식 

∙일차방정식 ∙이차방정식 

∙연립방정식 ∙일차부등식 

∙이차부등식 ∙함 수 

∙일차함수의 그래프 

∙이차함수의 그래프 

∙분수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극한 ∙도함수 

∙경우의 수와 확률

∙행 렬 ∙명 제 

2008년 발행

46배판ㆍ514면ㆍ25,000원

ISBN 978-89-8172-521-1

이공계 학생을 위한

수학의 기초 제2판

‖강부현 ․ 안가경 ․ 한찬욱 ‖
∙함수와 극한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부정적분

∙정적분 ∙적분의 응용

∙행렬과 행렬식 ∙벡 터

∙벡터값 함수와 공간에서의 운동

∙수열과 무한급수

∙편미분법 ∙중적분

∙벡터장에서의 적분

∙부록

∙연습문제 풀이 및 해답 CD첨부

2010년 발행

46배판ㆍ278면ㆍ15,000원

ISBN 978-89-8172-552-5

수학의 이해 (Ⅰ)
(대수 및 통계)

‖우영진 ‖
∙집합, 논리, 함수

∙수열과 급수

∙행렬과 행렬식

∙벡터

∙확률과 통계

∙부록

2009년 발행

46배판ㆍ322면ㆍ18,000원

ISBN 89-8172-516-0

기초 대학수학
‖우영진 ․ 전종득 ‖

∙집합, 논리, 함수

∙미분법

∙적분법

∙편미분법

∙중적분

∙행렬, 행렬식

∙벡터

∙급수

∙부록

∙연습문제 풀이 

2009년 발행

크라운판ㆍ274면ㆍ15,000원

ISBN 89-8172-422-9

수학의 이해 (Ⅱ) 개정판
(미분 ․ 적분학 편)

‖우영진 ‖
∙함수 : 함수의 개념/다변수함수

∙복소수와 복소함수 : 복소수/복소수의 

극형식/복소함수

∙미분법 : 함수와 수열의 극한/ 

미분법/편미분

∙적분법 : 부정적분/정적분/중적분

∙부록/익힘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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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ㆍ370면ㆍ20,000원

ISBN 978-89-8172-510-5

교양을 위한 대학수학 개정판
(제1권 : 일변수함수의 미적분과 그 응용)

‖김성기 ․ 고지흡 ․ 김홍종

계승혁 ․ 하길찬 ‖
∙미분법 ∙미분의 응용

∙적분법 ∙삼각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여러 가지 적분법

∙테일러전개 ∙거듭제곱급수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풀이 
2013년 발행

46배판ㆍ620면ㆍ33,000원

ISBN 978-89-8172-917-2

기초에 충실한 실용대학수학
‖강부현 ․ 김치용 ․ 박태룡 ․ 안가경

이승우 ․ 임성식 ․ 한찬욱 ․ 함형범 ‖
∙명제와 집합 

∙함수와 극한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부정적분 

∙정적분 

∙적분의 응용 

∙행렬과 행렬식 

∙벡터공간 

∙벡터값 함수와 공간에서의 운동 

∙수열과 무한급수 

∙편미분법 

∙중적분 

∙부록

2013년 발행

46배판ㆍ278면ㆍ15,000원

ISBN 89-8172-546-2

교양을 위한 대학수학 개정판
(제2권 : 다변수함수의 미적분)

‖김성기 ․ 고지흡 ․ 김홍종

계승혁 ․ 하길찬 ‖
∙좌표공간과 벡터

∙일차식과 행렬

∙이차식과 행렬

∙다변수함수의 미분

∙다중적분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풀이 

2013년 발행

46배판ㆍ632면ㆍ35,000원

ISBN 978-89-8172-933-2

응용대학수학
‖강부현 ․ 김치용 ․ 박태룡 ․ 안가경

이승우 ․ 임성식 ․ 한찬욱 ․ 함형범 ‖
∙명제와 집합 ∙함수와 극한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부정적분 ∙정적분

∙적분의 응용 ∙행렬과 행렬식

∙벡터공간

∙벡터값 함수와 공간에서의 운동

∙수열과 무한급수

∙편미분법

∙중적분

∙부록

2006년 발행

46배판ㆍ334면ㆍ17,000원

ISBN 89-8172-441-5

알기쉬운 대학수학 개정판

‖유정옥 ․ 김주필 ․ 류근식 ․ 윤연수

김상배 ․ 최은미 ․ 유천성 ‖
∙함수와 극한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적분

∙초월함수

∙여러 가지 적분과 그 응용

∙무한급수 ∙벡터

∙편도함수 ∙중적분

∙부록
2005년 발행

46배판ㆍ624면ㆍ24,000원

ISBN 89-8172-028-2

대학수학
‖손병규 외 ‖

∙집합과 함수 ∙미분법

∙미분법의 정리와 그 응용

∙적분법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편미분법

∙중적분 ∙무한급수

∙행렬 ∙행렬식

∙벡터 ∙부록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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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행

46배판ㆍ520면ㆍ22,000원

ISBN 89-8172-183-1

대학수학 개정판

‖김창근 외 ‖
∙수집합과 함수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곡선과 극좌표

∙역함수와 초월함수

∙적분과 적분의 응용

∙여러 가지 적분법과 특이적분

∙무한급수와 멱급수

∙테일러급수

∙벡터와 공간좌표계

∙해석기하와 곡선

∙다변수함수 ∙다중적분

∙벡터해석 ∙연습문제 해답

∙부록

2004년 발행

46배판ㆍ616면ㆍ24,000원

ISBN 89-8172-101-7

대학수학 개정판

‖강신덕 외 ‖
∙함수와 극한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극좌표, 곡률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입체해석기하 ∙편도함수

∙중적분 ∙급수

∙행렬 ∙행렬식

∙벡터 ∙부록

∙연습문제 해답 및 풀이

2008년 발행

46배판ㆍ332면ㆍ19,000원

ISBN 978-89-8172-652-2

대학수학 제2판

‖송형수 ․ 송영권 ․ 이종우

이흥수 ․ 지은숙 ․ 허  민 ‖
∙수집합과 함수 ∙극한과 연속

∙미분과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곡선과 극좌표

∙역함수와 초월함수

∙부정적분과 정적분

∙  여러 가지 적분법

∙구적, 특이적분, 수치적분

∙무한급수

∙멱급수와 테일러급수

∙부록A 삼각함수

∙부록B 유용한 수학공식

∙부록C 연습 문제 해답

2007년 발행

46배판ㆍ708면ㆍ28,000원

ISBN 978-89-8172-430-6

대학수학
‖수학교재편찬위원회 ‖

∙수 집합과 함수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곡선 그리기

∙역함수

∙적분과 적분의 응용

∙여러 가지 적분법

∙무한급수 ∙함수의 전개

∙다변수함수 ∙다중적분

∙벡터함수의 미분과 적분

∙행렬과 일차연립방정식

∙벡터공간 ∙직교성

∙선형변환

∙고유치와 고유벡터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09년 발행

크라운판ㆍ276면ㆍ15,000원

ISBN 978-89-8172-085-8

대학수학
‖김경호 ․ 채홍철 ‖

∙집합과 함수

∙미분법

∙도함수의 응용

∙적분법

∙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행렬과 행렬식

∙편미분법

∙중적분

∙급수

∙문제 및 연습문제 풀이와 정답

2004년 발행

크라운판ㆍ366면ㆍ17,000원

ISBN 89-8172-025-8

대학수학
‖우영진 ․ 유종광 ․ 오흥준 ‖

∙집합과 함수

∙미분법

∙극좌표

∙적분법

∙편미분법

∙중적분

∙급수

∙행렬과 행렬식

∙벡터와 벡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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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크라운판ㆍ322면ㆍ17,000원

ISBN 89-8172-351-6

대학수학
‖유종광 ․ 오흥준 ․ 이상한 ‖

∙복습

∙미분법

∙적분법

∙극좌표

∙편미분법

∙중적분

∙행렬

∙논리

∙관계

∙부록

2006년 발행

46배판ㆍ366면ㆍ17,000원

ISBN 89-8172-299-4

대학수학 
‖김병기 외 ‖

∙함수의 극한과 연속

∙도함수

∙기초적인 함수의 도함수

∙도함수의 응용

∙적분 ∙적분법

∙극좌표계 ∙무한급수

∙함수의 전개 ∙편도함수

∙중적분 ∙벡터 미적분

∙벡터함수의 적분

∙행렬(Matrices)

∙행렬식

∙입체해석기하

2004년 발행

크라운판ㆍ224면ㆍ10,000원

ISBN 89-8172-479-2

대학수학
‖금영희 ․ 김영익 ․ 박병수 ‖

∙미 분

∙적 분

∙다변수 함수

∙수열과 급수

∙행 렬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참고문헌
2003년 발행

46배판ㆍ300면ㆍ13,000원

ISBN 89-8172-184-X

대학수학
‖우영진 ‖

∙집합, 논리, 함수

∙미분법

∙적분법

∙편미분법

∙중적분

∙행렬, 행렬식

∙벡터

2013년 발행

46배판ㆍ430면ㆍ24,000원

ISBN 978-89-8172-732-1

대학수학 개정판

‖김병기 외 ‖
∙함수와 극한 ∙미 분

∙미분의 응용 ∙부정적분

∙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

∙여러 가지 적분법

∙극좌표와 매개곡선

∙수열과 급수

∙멱급수와 테일러 정리

∙벡 터 ∙벡터함수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응용

∙중적분 ∙행렬

∙행렬식

∙부 록

∙연습문제해답 

2003년 발행

46배판ㆍ288면ㆍ14,000원

ISBN 89-8172-129-7

인문 ․ 사회 과학도를 위한

대학교양수학 개정판

‖이정식 ‖
제Ⅰ부 집합론
∙논리 ∙ 집합 ∙함수

제Ⅱ부 행렬대수
∙행렬 ∙ 행렬식

제Ⅲ부 미적분학
∙미분 ∙ 적분 ∙초월함수

제Ⅳ부 기타 
∙삼각함수의 극한

∙로피탈 법칙

∙순열과 조합

∙파스칼의 공식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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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46배판ㆍ236면ㆍ12,000원

ISBN 978-89-8172-731-4

과학 수학
‖김성원 ‖

∙미 분

∙적 분

∙미분방정식

∙행 렬

∙부 록

∙연습문제 해답 

2005년 발행

46배판ㆍ260면ㆍ15,000원

ISBN 89-8172-568-3

이야기로 배우는

경상수학
‖이필영 외 ‖

∙경상수학 첫걸음

∙함수와 방정식

∙변화율과 도함수

∙지수 ․ 로그함수 미분

∙적분

∙삼각함수와 미적분

∙행렬대수

∙마코프체인

∙정규분포함수

∙알쏭달쏭 문제풀이

∙연습문제 해답

2005년 발행

46배판ㆍ356면ㆍ17,000원

ISBN 89-8172-262-5

대수학과 기하학
‖강신덕 ‖

∙행렬

∙행렬식

∙벡터공간

∙일차변환

∙공간에서의 평면, 직선

∙이차곡선

∙이차곡면

∙연습문제 해답
2012년 발행

46배판ㆍ398면ㆍ27,000원

ISBN 978-89-8172-913-4

경영 ․ 경제수학 제3판

‖신준용 ‖
수학의 기초적 지식 

∙수학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가? 

∙기본개념; 집합, 관계, 함수 

∙Chapter 03 선형대수(線型代數) I 

∙Chapter 04 선형대수(線型代數) II 

미 분 

∙함수의 극한과 연속 

∙도함수(導函數) 

∙적분(積忿) 

∙지수(指數)함수와 로그함수 

∙도함수의 응용 ∙편미분 

최적화 

∙다변수함수의 극대, 극소 ∙비선형계획법 

∙선형계획법



 

해석학 입문 제4판

‖William R. Wade 저|허민 ․ 오혜영 역 ‖
∙실수 체계 ℝ ∙ℝ에서의 수열 

∙ℝ에서의 함수 ∙ℝ에서의 미분 가능성 

∙ℝ에서의 적분 가능성 ∙실수의 무한 급수 

∙함수의 무한 급수 ∙유클리드 공간 

∙ℝn에서의 수렴 ∙거리 공간 

∙ℝn에서의 미분 가능성 ∙ℝn에서의 적분 

∙벡터 해석학의 기본 정리 ∙푸리에 급수 

∙부록 

2012년 발행ㆍ46배판ㆍ644면ㆍ33,000원

ISBN 978-89-8172-909-7

 

ENV 정수론
‖황석근 ‖

∙서론 ∙정제성

∙합동식 ∙다항합동식

∙원시근 ∙이차 상반법칙

∙산술 함수 ∙디오판틴 방정식

∙연분수와 펠 방정식 ∙부록

∙연습문제 해답 및 힌트

2012년 발행ㆍ46배판ㆍ316면ㆍ24,000원

ISBN 978-89-968148-6-3

교우미디어 발행

ENV 이산수학 개정2판

‖황석근 ․ 이재돈 ․ 김익표 ‖
∙시작하면서 ∙순열과 조합

∙배열과 분배 ∙점화식과 생성함수

∙최적화 문제 ∙그래프

∙참고문헌 ∙해답과 힌트

∙찾아보기

2012년 발행ㆍ46배판ㆍ383면ㆍ27,000원

ISBN 978-89-968148-9-4

교우미디어 발행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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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 강의용 전체 풀이집 제공

2011년 발행

46배판ㆍ364면ㆍ22,000원

ISBN 978-89-8172-300-2

해석학 입문 제4판

‖노정학 외 ‖
∙실수계

∙수 열

∙함수의 극한

∙연속함수

∙미 분

∙리만 적분

∙무한급수

∙함수열과 극한

∙참고문헌

∙부 록

∙연습문제 풀이 

2011년 발행

46배판ㆍ464면ㆍ26,000원

ISBN 978-89-8172-344-6

해석학개론
(Foundations of Mathematical 

Analysis)

‖ Johnsobough 저|김종규 외 역 ‖
∙집합과 함수 ∙실수계

∙집합의 동치 ∙실수열

∙무한급수

∙실직선상에서 실수값 함수의 극한과 

연속함수

∙거리공간

∙실직선상에서 함수의 미분

∙Riemann-Stieltjes 적분

∙함수열과 함수급수

∙초월함수

∙내적공간과 Fourier 급수

∙노름 선형공간과 Riesz 표현 정리

∙부록:벡터공간

∙연습문제의 Hints

2012년 발행

46배판ㆍ644면ㆍ33,000원

ISBN 978-89-8172-909-7

해석학 입문 제4판

‖William R. Wade 저

허민 ․ 오혜영 역 ‖
∙실수 체계 ℝ 
∙ℝ에서의 수열 

∙ℝ에서의 함수 

∙ℝ에서의 미분 가능성 

∙ℝ에서의 적분 가능성 

∙실수의 무한 급수 

∙함수의 무한 급수 

∙유클리드 공간 

∙ℝn에서의 수렴 

∙거리 공간 

∙ℝn에서의 미분 가능성 

∙ℝn에서의 적분 

∙벡터 해석학의 기본 정리 

∙푸리에 급수 

∙부록 

2011년 발행

46배판ㆍ392면ㆍ23,000원

ISBN 89-8172-240-4

Mathematical Thinking을 키우는

해석학 입문 제3판

‖김태화 ‖
∙논리와 증명

∙실수

∙수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무한급수

∙함수들의 수열과 급수

∙연습문제 풀이 및 힌트

2012년 발행

46배판ㆍ528면ㆍ30,000원

ISBN 978-89-8172-729-1

기초해석학 개정판

‖강미광 ․ 강신민 ․ 김성식 ․ 조열제 ‖
∙논 리 ∙집 합

∙실수계 ∙수 열

∙급 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 분 ∙적 분

∙함수열과 함수항급수

∙거리공간 

∙찾아보기

∙각장별 연습문제 풀이
2011년 발행

46배판ㆍ362면ㆍ20,000원

ISBN 89-8172-284-6

Mathematical Thinking을 키우는

해석학입문 연습문제탐구
제3판

‖김태화 ‖
∙논리와 증명

∙실수

∙수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무한급수

∙함수들의 수열과 극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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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크라운판ㆍ386면ㆍ20,000원

ISBN 978-89-8172-447-4

길잡이 해석학 제2판

‖김동화 ‖
∙집합과 함수

∙실 수

∙수 열

∙함수의 극한

∙연속 함수

∙미 분

∙급 수

∙적 분

∙함수열과 급수

∙참고문헌

∙연습문제 풀이 및 해답 

2007년 발행

46배판ㆍ316면ㆍ16,000원

ISBN 978-89-8172-661-4

해석학 탐구
‖박춘기 ‖

∙집합과 함수

∙수열

∙함수의 극한

∙연속함수

∙미분

∙Riemann 적분

∙무한급수

∙함수열과 함수급수

∙참고문헌

∙연습문제 풀이

2007년 발행

46배판ㆍ380면ㆍ19,000원

ISBN 89-8172-629-9

해석학
‖전인흥 ‖

∙실수계 ∙실수열

∙내적 공간과 놈 공간

∙무한급수 ∙거리 공간

∙연속 함수

∙리만-스틸체스 적분

∙균등 수렴 ∙함수 공간

∙미 분 ∙푸리에 급수

∙연습문제 해답
2007년 발행

크라운판ㆍ380면ㆍ20,000원

ISBN 89-8172-086-X

해석학특론 
(연습문제 및 풀이)

‖박근생 ․ 조열제 ․ 김성식 ․ 강미광 ‖
∙논리

∙집합

∙거리공간

∙위상공간

∙Banach 공간

∙Hilbert 공간

∙특론

∙연습문제 풀이

2008년 발행

46배판ㆍ270면ㆍ14,000원

ISBN 978-89-8172-721-5

예제로 배우는 해석학
‖차영준 ‖

∙집합과 함수

∙실수와 실수열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의 극한과 연속

∙거리공간 및 거리공간에서의 위상

∙거리공간에서의 연속, 컴팩트, 고른연속

∙미 분

∙적 분

∙무한급수

∙함수열 및 함수열급수

∙참고문헌 

2009년 발행

46배판ㆍ368면ㆍ23,000원

ISBN 978-89-8172-784-0

전혀 새로운 접근

실해석학 제2판

‖David M. Bressoud 저

허  민 역 ‖
∙수학의 위기 : 푸리에 급수 

∙무한 합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무한급수의 수렴 

∙무한급수의 이해 

∙푸리에 급수 

∙맺음말 

∙A 무한의 탐구 

∙B 참고문헌 

∙C 문제풀이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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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ㆍ320면ㆍ20,000원

ISBN 978‒89‒8172‒930‒1

쉬운 설명, 다양한 예제 

실함수론
‖이병무 ‖

∙집합과 실수계

∙바나흐 공간

∙측도

∙적분

∙외측도와 측도

∙바나흐 공간의 성질

∙연습문제 해답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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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발행

크라운판ㆍ306면ㆍ16,000원

ISBN 978-89-8172-670-6

예제가 풍부해서 이해가 잘되는 

실해석학 제2판

‖조성진 ․ 이병수 ․ 강미광 ‖
∙집합론

∙실수계

∙Riemann 적분

∙함수열

∙Lebesgue 측도

∙Lebesgue 적분

∙유계변동과 절대연속성

∙Lebesgue 공간 Lp

∙측도와 적분

∙곱측도

∙참고문헌

∙연습문제 풀이

2008년 발행

크라운판ㆍ374면ㆍ20,000원

ISBN 978-89-8172-716-1

Principles of Real 
Analysis

‖Moo Hong, Joo ‖
∙ Introduction

∙Real Number System

∙Lebesgue Measure

∙Lebesgue Integral

∙General Measure and Integration

∙Measure Theory

∙Banach Space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Bibliography

∙ Index

2002년 발행

46배판ㆍ462면ㆍ20,000원

ISBN 89-8172-293-5

실해석&함수해석학
‖방현수 ‖

∙위상공간

∙측도론

∙적분론

∙측도의 분해와 미분

∙Banach공간

∙Lp 공간

∙Hilbert공간과 선형작용소

∙국소 컴팩트 Hausdorff 공간에서의 

측도론 및 적분론

∙국소 컴팩트군에서의 Haar 측도

∙Spectral 이론

2008년 발행

46배판ㆍ396면ㆍ20,000원

ISBN 978-89-8172-270-8

고등미적분학 개정판

‖유윤재 ‖
∙실수의 구조와 성질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역함수의 정리

∙리이만 적분

∙급수

∙함수열의 수렴

∙미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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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행

신국판ㆍ252면ㆍ10,000원

ISBN 89-8172-475-X

비아르키메디언 
해석학 입문  

‖김태균 외 ‖
∙p- 진수와 p- 진 함수

∙측도와 비아르키메디언 불변적분

∙김의 비아르키메디언 q- 적분

∙응용

∙참고문헌 

2006년 발행

신국판ㆍ218면ㆍ10,000원

ISBN 89-8172-636-1

q-정수의 세계와 그 응용
‖김태균 ․ 박홍경 ․ 유천성 ․

임석훈 ․ 장이채 ‖
∙비아르키메디언 노름

∙비아르키메디언 불변적분

∙연속된 정수의 멱승에 대한 탐구

∙베르누이 수에 대한 탐구

∙연속된 q-정수의 멱승의 합에 대한 탐구

∙q-오일러 수 및 그 응용

∙q-정수와 그 응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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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발행

신국판ㆍ220면ㆍ10,000원

ISBN 89-8172-416-4

대수학 입문과 퍼지 응용
‖김태균 ․ 박달원 ․ 박홍경 ․

임석훈 ․ 장이채 ‖
∙군의 개념

∙군의 구조

∙퍼지 함수

∙모호군과 모호부분군

∙막연군과 퍼지대수

∙참고문헌

∙연습문제 풀이

2005년 발행

신국판ㆍ236면ㆍ10,000원

ISBN 89-8172-544-6

초월함수개론
‖김태균 ․ 박달원 ․ 박홍경 ․
임석훈 ․ 유천성 ․ 장이채 ‖

제1부 이론
∙기초정리

∙미분방정식의 멱급수 해법

∙Legendre의 방정식과 Legendre의 

다항식

제2부 p-진 초월함수와 그 응용
∙베셀함수

∙유한체상의 초기하 함수

∙p-진 베르누이측도와 그 응용

∙참고문헌

2010년 발행

신국판ㆍ292면ㆍ14,000원

ISBN 89-8172-376-1

지식공간 및 퍼지이론과 
그 응용

‖김태균 ․ 박홍경 ․ 임석훈 ․ 장이채 ‖
∙수학적준비

∙지식공간의 이해

∙지식구조의 응용

∙퍼지이론의 응용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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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신국판ㆍ304면ㆍ16,000원

ISBN 978-89-8172-791-8

p-진 함수해석학과 
그 응용

‖김태균 ․ 장이채 ․ 임석훈 ․ 박홍경 ․
유천성 ․ 김영희김민수 ․ 석정영 ․

김원주 ․ 박경호 ․ 황경원 ‖
∙정수의 기본 성질 ∙산술함수 

∙q-수와 관련된 이론 

∙제타함수의 응용 

∙오일러 상수 와 조화수열 

∙q-볼켄본 적분과 관련된 해석학적 이론 

∙양자수송이론 1 ∙양자수송이론 2 

∙q-베르누이와 q-오일러 수와 

다항식의 그래프 

∙참고문헌 ∙찾아보기 

2008년 발행

46배판ㆍ498면ㆍ26,000원

ISBN 978-89-8172-740-6

길잡이 복소해석학
‖김동화 ‖

∙복소수와 복소함수

∙극 한

∙해석함수

∙초등함수

∙복소적분과 Cauchy의 정리

∙Cauchy의 적분공식과 응용

∙급 수

∙특이점과 Laurent의 급수

∙유수와 극

∙등각사상

∙연습문제 풀이

∙참고문헌 

2011년 발행

변형판ㆍ454면ㆍ32,000원

ISBN 978-89-8172-896-0

복소 해석학과 활용 제2판

‖ Zill, Shanahan 저
허 민 역 ‖

∙복소수와 복소 평면 

∙복소 함수와 사상 

∙해석 함수 

∙초등 함수 

∙복소 평면에서의 적분 

∙급수와 유수 

∙한꼴 사상 

∙부록 
2008년 발행

46배판ㆍ318면ㆍ19,000원

ISBN 978-89-8172-759-8

새로운 복소해석학의 기초
‖방현수 ‖

∙복소수와 복소수의 기하학적 표현

∙C위에서 위상(Topology)

∙해석함수(Analytic function)

∙초등함수(Elementary functions)

∙복소적분

∙멱급수(Power series)

∙유수정리와 응용

∙등각사상

∙조화함수(Harmonic functions)

∙찾아보기

∙연습문제 풀이 완전수록 CD첨부

2013년 발행

46배판ㆍ244면ㆍ15,000원

ISBN 978‒89‒8172‒946‒2

복소해석학
‖김정진 ․ 윤갑진 ‖

∙복소수

∙복소평면의 위상

∙복소함수

∙해석함수

∙복소 적분

∙코시 정리의 응용 

∙급수

∙로랑 급수와 유수정리

∙등각사상

∙연습문제 풀이

2012년 발행

크라운판ㆍ436면ㆍ25,000원

ISBN 978-89-8172-013-1

복소해석학원론
‖고석구 ‖

∙복소평면과 복소함수

∙해석함수

∙복소적분

∙유수와 적분에의 이용

∙사상으로서의 해석함수

∙조화함수

∙해석접속과 반사원리

∙부록

∙연습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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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발행

신국판ㆍ156면ㆍ10,000원

ISBN 89-8172-178-5

힐버트 공간과 선형사상
‖김진천 ‖

∙벡터공간

∙힐버트공간

∙폐선형부분공간

∙연속선형사상

2002년 발행

신국판ㆍ100면ㆍ5,000원

ISBN 978-89-8172-343-9

작용소론 기본연구
‖김진천 ‖

∙힐버트공간상의 작용소

∙고유치

∙완전연속작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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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풀이 및 해답 CD첨부

2008년 발행

46배판ㆍ244면ㆍ17,000원

ISBN 978-89-8172-631-7

미분방정식 입문 개정판

‖노정학 ․ 양춘우 ‖
∙미분방정식의 기본개념

∙1계 미분방정식

∙고계 미분방정식

∙멱급수해

∙라플라스 변환

∙부록

2012년 발행

46배판ㆍ374면ㆍ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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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배판ㆍ402면ㆍ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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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판ㆍ466면ㆍ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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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발행

46배판ㆍ352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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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발행

크라운판ㆍ460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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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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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ㆍ248면ㆍ15,000원

ISBN 978-89-8172-216-6

미분방정식 기초
‖김병무 ․ 윤주환 ‖

∙미분

∙적분과 무한급수

∙미분방정식

∙연립 미분방정식

∙Laplace 변환

∙Fourier 급수와 그 응용

∙Mathematica를 이용한 미분방정식 

풀이
2011년 발행

46배판ㆍ360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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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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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ㆍ404면ㆍ25,000원

ISBN 978-89-8172-849-6
978-89-8172-848-9 (세트)

즐거운 현대대수학 시리즈

즐거운 현대대수 
‖김주필 ․ 최은미 ‖

∙군

∙환

∙체

∙부록

∙참고문헌 

웹사이트 : 문제풀이 ․ 해답 제공

2013년 발행

46배판ㆍ400면ㆍ27,000원

ISBN 978‒89‒8172‒994‒3

간추린 현대대수학
‖김주필 ‖

∙집합과 연산
∙군의 정의와 기본적인 성질
∙부분군과 원소의 위수
∙순환군과 군의 직적
∙잉여류 및 유한군
∙치환
∙준동형사상과 정규부분군
∙여러 가지 동형사상
∙실로우의 정리와 그 응용
∙유한아벨군
∙군의 열과 군의 작용
∙환의 정의와 기본 성질

∙아이디얼 ∙상환과 환준동형사상 ∙정역과 분수체
∙다항식 환과 그 성질 ∙확대체 ∙확대체와 작도
∙분해체 ∙체의 동형사상 ∙갈루아 정리
∙방정식의 풀이

2010년 발행

46배판ㆍ306면ㆍ20,000원

ISBN 978-89-8172-850-2
978-89-8172-848-9 (세트)

즐거운 현대대수학 시리즈

즐거운 현대대수 
‖김주필 ․ 최은미 ‖

∙군

∙환

∙체

∙부록

∙참고문헌 

2010년 발행

46배판ㆍ488면ㆍ29,000원

ISBN 978-89-8172-760-4

현대대수학 개정판

‖이민섭 ‖
∙기초사항 

∙군 론 

∙환 론 

∙확대체 

∙참고문헌 

∙연습문제 풀이 

∙찾아보기

2010년 발행

46배판ㆍ462면ㆍ25,000원

ISBN 978-89-8172-851-9
978-89-8172-848-9 (세트)

즐거운 현대대수학 시리즈

즐거운 현대대수 

‖김주필 ‖
∙군

∙환

∙체

∙부록

∙참고문헌 
2006년 발행

46배판ㆍ498면ㆍ27,000원

ISBN 89-8172-558-6

현대대수학의 진리체계
‖한재영 ․ 권태인 ․ 이효삼 ‖

∙군론

∙환론

∙체론

※ 각 절별 연습문제 풀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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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

학

전
공
수
학

2009년 발행

46배판ㆍ468쪽ㆍ23,000원

ISBN 978‒89‒8172‒814‒4

즐거운 현대대수 문제탐구 
‖한남대학교 대수연구회 ‖

∙연산 ∙군의 정의와 예 
∙군의 기본적인 성질 
∙부분군 ∙원소의 위수 
∙순환군 ∙군의 직적 
∙치환 ∙잉여류 및 유한군 
∙준동형사상 ∙정규부분군 
∙기본 준동형사상 정리 
∙여러 가지 동형사상 
∙실로우의 정리와 그 응용 
∙유한아벨군 
∙환의 정의와 기본성질 
∙아이디얼 

2013년 발행

46배판ㆍ364면ㆍ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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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을 이용한 정수의 성질 ∙ 상환과 준동형사상 ∙정역과 분수체
∙ 다항식 환과 그성질 ∙ 기약다항식 ∙확대체
∙ 벡터공간 ∙ 확대체의 차수 ∙작도 
∙ 다항식의 근과 분해체 ∙ 체의 동형사상 ∙갈루아군 
∙ 갈루아 정리 ∙ 방정식의 풀이 ∙집합 
∙ Light의 방법 ∙ 군의열 ∙대칭군의 성질 
∙ 실계수 다항식 ∙ 유한체 ∙자유아벨군 
∙ 여러 가지 정역 ∙ 군의 작용 ∙종합문제

2012년 발행

46배판변형ㆍ562면ㆍ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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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배판ㆍ152면ㆍ20,000원

ISBN 978‒89‒8172‒876‒2

이공계를 위한 

선형대수학
‖부산대학교

수학교재편찬위원회 ‖
∙행렬

∙행렬과 연립일차방정식

∙행렬식

∙벡터

∙선형변환

∙직교

∙고유치와 고유벨터

∙연습문제 해답 및 풀이

2007년 발행

46배판ㆍ732면ㆍ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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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풀이 및 해답 CD 첨부

2014년 발행

46배판ㆍ310면ㆍ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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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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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

학

전
공
수
학

2010년 발행

크라운판ㆍ294면ㆍ15,000원

ISBN 978-89-8172-413-9

알기쉬운

선형대수학 개정판

‖이효삼 ‖
∙행렬과 연립방정식

∙벡터공간

∙내적공간

∙행렬식

∙선형변환

∙고유값과 고유벡터

∙이차형식

∙참고문헌

∙연습문제해답

2009년 발행

크라운판ㆍ268면ㆍ17,000원

ISBN 978-89-8172-357-6

선형대수학
‖강정흥 ․ 이시창 ․ 황규범 ‖

∙행렬과 연립방정식

∙행렬식

∙Rn에서의 벡터

∙벡터공간

∙선형변환

∙고유치와 고유벨터

∙선형대수의 응용 연습문제 해답

2013년 발행

46배판ㆍ352면ㆍ22,000원

ISBN 978-89-8172-012-4

선형대수학의 이해 개정판

‖김경호 ‖
∙행렬 

∙행렬식 

∙벡터와 그의 응용 

∙선형사상 

∙여러가지 선형공간 

∙기저와 차원 

∙교유값, 고유벡터 

∙2차 형식 

∙해답편
2013년 발행

46판ㆍ454면ㆍ25,000원

ISBN 978-89-8172-001-8

선형대수학
‖응용수학연구회 ‖

∙행렬과 연립방정식

∙행렬식

∙벡터공간

∙선형변환

∙직교

∙고유값

∙수치 선형대수

∙연습문제 해답

2009년 발행

크라운판ㆍ458면ㆍ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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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발행

선형대수학원론
‖김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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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

학

전
공
수
학

2012년 발행

46배판ㆍ438면ㆍ27,000원

ISBN 978‒89‒8172‒879‒3

선형대수학 개정판
-MATLAB을 이용한 문제풀이- 

‖송영권 ‖
∙행렬

∙일차연립방정식

∙벡터공간

∙내적공간

∙선형사상과 행렬 

∙고유값과 고유벡터 

∙연습 문제 해답

∙찾아보기 
2004년 발행

46배판ㆍ442면ㆍ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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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438면ㆍ25,000원

ISBN 978‒89‒8172‒879‒3

선형대수학 
-MATLAB을 이용한 문제풀이- 

‖송영권 ‖
∙행렬

∙일차연립방정식

∙벡터공간

∙내적공간

∙선형사상과 행렬 

∙고유값과 고유벡터 

∙연습 문제 해답

∙찾아보기 2007년 발행

크라운판ㆍ442면ㆍ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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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발행

46배판ㆍ374면ㆍ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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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판ㆍ162면ㆍ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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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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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

론

전
공
수
학

2012년 발행

46배판ㆍ316면ㆍ24,000원

ISBN 978-89-968148-6-3

교우미디어 발행

ENV 정수론
‖황석근 ‖

∙서론

∙정제성

∙합동식

∙다항합동식

∙원시근

∙이차 상반법칙

∙산술 함수

∙디오판틴 방정식

∙연분수와 펠 방정식

∙부록

∙연습문제 해답 및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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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269면ㆍ17,000원

ISBN 978-89-8172-865-6

정수론
‖윤영진 ‖

∙정수 

∙소수 

∙합동식  

∙오일러 정리 

∙원시근 

∙이차잉여 

∙부정방정식 

∙연분수와 펠방정식 

∙참고문헌 

∙부록 

∙풀이 및 해답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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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발행

46배판ㆍ194면ㆍ11,000원

ISBN 978-89-8172-256-2

정수론 입문
‖윤영진 ‖

∙정수의 성질

∙디오판투스 방정식

∙소수

∙메르센느 소수와 페르마 소수

∙합동

∙합동식과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라그랑즈 정리와 페르마 정리

∙오일러 정리

∙정수론적 함수

∙원시근

∙원시근의 응용

∙리만 제타 함수

∙제곱수의 합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풀이 및 해답

2009년 발행

46배판ㆍ304면ㆍ17,000원

ISBN 978-89-8172-783-3

수론과 암호의 만남
‖조성진 ․ 김한두 ‖

∙들어가기 

∙소수와 Euclid 알고리즘 

∙합동식론 

∙수론적 함수들 

∙암호학 

∙원시근과 소수판정법 

∙유한체와 이차잉여 

∙연분수 

∙타원곡선 

∙참고문헌 

∙부 록 

∙연습문제풀이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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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론

전
공
수
학

2003년 발행

46배판ㆍ182면ㆍ10,000원

ISBN 89-8172-360-5

정수론과 컴퓨터시스템
‖한재영 ‖

∙소수와 합성수

∙합동관계

∙페르마와 윌슨의 정수론

∙수의 완전성과 과부족성

∙오일러함수

∙원시근과 참수

∙이차잉여

∙진법과 소수표시

∙제곱수

∙소수를 찾는 방법

∙소수 알고리즘

∙소인수분해 알고리즘

∙수학적 시스템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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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합

론

전
공
수
학

강의자료 제공

2011년 발행

46배판ㆍ342면ㆍ22,000원

ISBN 978-89-8172-218-0

집합과 논리 제2판

‖이석종 ‖
∙기초 논리 

∙여러 가지 증명법 

∙집합의 기본적 개념 

∙관계 

∙함수 

∙무한집합의 분류 

∙기수의 정의와 연산 

∙순서집합과 격자 

∙선택공리 

∙순서수와 연산 

∙참고도서 

∙찾아보기

2006년 발행

크라운판ㆍ242면ㆍ12,000원

ISBN 89-8172-233-1

명제와 집합 개정판

‖노영순 ․ 김기준 ․ 송형수 ‖
∙명제와 논리

∙집합과 연산

∙관계

∙함수

∙가산집합과 순서집합

∙연습문제 풀이

강의자료 제공

2008년 발행

크라운판ㆍ246면ㆍ14,000원

ISBN 978-89-8172-753-6

집합과 논리의 기초
‖이석종 ‖

∙기초 논리

∙여러 가지 증명법

∙집합의 기본적 개념

∙관계

∙함수

∙무한집합의 분류

∙기수의 정의와 연산

∙부록 : 선택공리

∙참고도서 2013년 발행

46배판ㆍ310면ㆍ19,000원

ISBN 978‒89‒8172‒815‒1

알기쉬운 집합론 개정판

‖노영순 ‖
∙칸토어의 집합론과 역리

∙명제와 논리

∙집합과 연산

∙관계

∙함수

∙가산집합과 순서집합

∙선택공리

∙기수

∙순서수

∙연습문제 풀이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1년 발행

46배판ㆍ266면ㆍ15,000원

ISBN 978-89-8172-726-0

기초 집합론 개정판

‖송형수 ‖
∙기초사항

∙기초논리

∙집합과 그 연산

∙관계와 함수

∙무한집합의 구분

∙기수와 그 셈법

∙순서집합과 격자

∙선택공리와 동치인 원리들

∙순서수와 그 셈법

∙부록

∙연습문제 풀이

2009년 발행

46배판ㆍ188면ㆍ10,000원

ISBN 89-8172-397-4

집합론 입문 개정판

‖전인흥 ‖
∙기본적인 논리

∙집합

∙관계

∙함수

∙가부번 집합과 비가부번 집합

∙순서 집합

∙선택 공리와 동치 공리

∙기수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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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호

학

전
공
수
학

2008년 발행

46배판ㆍ504면ㆍ28,000원

ISBN 978-89-8172-676-8

현대암호학 제2판

‖이민섭 ‖
∙서론 ∙기초이론

∙고전암호 ∙정보이론

∙블록암호 ∙대수적 구조

∙스트림 암호

∙소수와 소인수분해

∙공개열쇠암호Ⅰ

∙공개열쇠암호Ⅱ

∙공개열쇠암호Ⅲ

∙암호계의 응용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해답

∙찾아보기

2012년 발행

46배판변형ㆍ306면ㆍ17,000원

ISBN 978-89-8172-926-4

암호의 세계 개정판

‖최병문 ․ 이영환 ‖
암호란 무엇인가?

∙ 시저의 암호

∙ 비제네르 암호

∙ 일회용 암호

∙ DES

∙ 공개키 암호

암호는 어떻게 응용되는가?

∙ 디지털 서명

∙ 해시함수

∙ 사용자 인증

∙ 키의 분배와 교환

∙ 암호기법의 다양한 응용

∙ 참고문헌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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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파일 소스코드 제공

2013년 발행

46배판ㆍ548면ㆍ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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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발행

신국판ㆍ256면ㆍ11,000원

ISBN 89-8172-339-7

암호학 입문
‖김정헌 ‖

∙암호시스템

∙고전암호

∙확률과 암호

∙DES

∙스트림 암호

∙RSA 암호시스템

∙타원곡선암호 ․ 배낭암호

∙암호학적 해쉬함수

∙인증과 무결성

∙디지털서명

∙키의 분배

∙공개키 기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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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

수

학

전
공
수
학

2012년 발행

46배판ㆍ368면ㆍ25,000원

ISBN 978-89-8172-728-4

중등교원임용시험 대비

문제중심 위상수학 제2판

‖노영순 ‖
∙집합, 수열, 함수

∙R에서의 위상적 구조

∙위상공간

∙거리공간

∙연결공간

∙가산공리와 분리공리

∙콤펙트공간

∙참고문헌

∙부 록(임용시험 기출문제) 

연습문제 풀이 및 해답 CD

2014년 발행

46배판ㆍ414면ㆍ27,000원

ISBN 978-89-8172-528-0

알기쉬운 위상수학 제3판

‖유정옥 ‖
∙집 합 ∙실수공간

∙위상공간 ∙폐 포

∙근방계, 내부, 외부, 경계

∙부분공간 ∙기저와 부분기저

∙연속함수 ∙곱공간

∙상공간 ∙거리공간

∙가산공간 ∙분리공리

∙정규공간의 특성 ∙컴팩트공간

∙가산컴팩트 공간, 점열컴팩트 공간

∙국소컴팩트공간 ∙연결공간

∙완비거리공간 ∙Baire 공간

∙함수공간 ∙기본군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1년 발행

46배판ㆍ408면ㆍ26,000원

ISBN 978-89-8172-362-0

위상수학 기본 제2판

‖노영순 ‖
∙집합, 수열, 함수

∙위상의 기원

∙R에서의 위상

∙위상공간

∙거리공간

∙연결공간

∙가산공리와 분리공리

∙콤펙트 공간

∙함수공간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풀이 

2010년 발행

46배판ㆍ242면ㆍ15,000원

ISBN 89-8172-584-5

임용고사를 위한 
위상수학 개정판

‖김병기 ‖
∙집합과 함수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

∙위상공간

∙연속함수와 위상동형

∙거리공간

∙가산공간

∙분리공간

∙컴팩트 공간

∙연결공간

∙호모토피

∙연습문제 풀이와 힌트

2011년 발행

46배판ㆍ396면ㆍ25,000원

ISBN 978-89-8172-859-5

연습문제 풀이 수록

위상수학의 기초 제4판

‖이석종 ․ 이승온 ‖
∙집합과 실수의 성질

∙보통위상공간 R과 R2

∙위상공간 ∙기저와 부분공간

∙연속함수

∙거리 공간 ∙가산 공간

∙분리공리 ∙컴팩트 공간

∙연결 공간 ∙곱공간

∙완비 거리 공간 ∙함수 공간

∙연습문제 해답

∙교원 임용시험 기출 문제

∙참고문헌

2010년 발행

크라운판ㆍ480면ㆍ25,000원

ISBN 89-8172-083-5

일반위상수학 제2판

‖박배훈 ․ 이부영 ․ 박진한 ‖
∙기본개념

∙거리공간

∙위상공간

∙연속함수

∙수렴성

∙분리공리

∙컴팩트공간

∙연결공간

∙완비거리공간

∙호모토피와 기본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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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ㆍ464면ㆍ25,000원

ISBN 978-89-8172-831-1

PBL(문제중심학습) 
위상수학

‖송형수 ‖
∙기초사항

∙위상공간

∙연속성과 위상적 불변성

∙주어진 위상공간으로부터 생성되는 새 

위상공간

∙분리공리

∙거리공간

∙덮개성질

∙연결성

∙함수공간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풀이

2011년 발행

46배판ㆍ258면ㆍ17,000원

ISBN 978-89-8172-682-9

위상수학
점-집합 위상수학의 기초 이론과 연습

‖송형수 ‖
∙기초사항

∙위상공간

∙연속과 위상동형

∙곱 공간과 몫 공간

∙가산공리와 분리공리

∙거리공간

∙컴팩트 공간

∙연결공간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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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

학

전
공
수
학

2012년 발행

크라운판ㆍ278면ㆍ16,000원

ISBN 978-89-8172-810-6

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

기하학
‖윤갑진 ‖

∙유클리드 기하학 

∙쌍곡기하학 

∙유클리드 등장사상 

∙쌍곡평면 

∙타원기하학 

∙사영기하학

2006년 발행

크라운판ㆍ398면ㆍ20,000원

ISBN 89-8172-096-7

해석기하학과 
사영기하학 개정판

‖최대호 ‖
제1편 해석기하학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원과 원추곡선

∙이차곡선의 분류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

∙이차곡면

제2편 사영기하학
∙결합기하학

∙공선변환

∙Desargues 평면과 Pappus 평면

∙Pappus 평면위의 원추곡선

∙연습문제 풀이

2011년 발행

크라운판ㆍ196면ㆍ11,000원

ISBN 89-8172-095-9

기하학개론
‖고석구 ‖

∙역사적 단상

∙예비적 기본개념

∙Euclid기하학

∙아핀기하학

∙구면기하학

∙쌍곡기하학

2008년 발행

46배판ㆍ386면ㆍ20,000원

ISBN 89-8172-189-0

벡터해석기하와  
Mathematica 개정증보판

‖김향숙 ․ 이일용 ․ 표용수 ‖
∙벡터대수

∙벡터미분

∙스칼라장과 벡터장

∙벡터 적분

∙적분 정리

∙텐서해석

∙Mathematica 소개

∙mathematica 실습

∙연습문제 해답

2002년 발행

신국판 ㆍ224면ㆍ10,000원

ISBN 89-8172-073-8

현대기하학 기행
‖천석현 ‖

∙위상기하학

∙사영기하학

∙Euclid 기하학

∙비 Euclid 기하학

∙Erlanger 목록

∙미분기하학

∙Riemann 기하학

∙지면기하

∙사회의식기하학

∙결합기하학

∙유한기하학

∙철학과 기하학

2013년 발행

46배판 ㆍ226면ㆍ14,000원

ISBN 978‒89‒8172‒935‒6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기하학
‖전재복 ‖

제1장 해석기하학
∙원추곡선

∙이차곡선

∙이차곡면

제2장 벡터해석학 
∙벡터와 벡터함수

∙선적분

∙면적분 

제3장 미분기하학
∙곡선론

∙곡면론

∙본질적 기하학 

∙부록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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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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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행

Elementary Differential 
Geometry (2/e)

‖Pressly 저 | 전재복 외 역 ‖

2007년 발행

크라운판ㆍ254면ㆍ15,000원

ISBN 978-89-8172-226-5

미분기하학
‖김강태 ‖

∙곡면 기하학 재조명

∙리만공변 미분 연산자와 평행이동 개념

∙리만 곡률 텐서

∙리만 다양체의 비교정리 

∙부록 A: 미분다양체, 벡터장 및 

미분형식

∙부록 B: 상미분방정식에 관한 피카드 

정리

∙부록 C: 벡터 다발과 접속

2010년 발행

크라운판ㆍ162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46-5

미분기하학 개론
‖이현덕 ‖

∙예비 지식

∙곡선론

∙국소 곡면론

∙Gauss 곡률과 측지선

∙곡면론의 기본정리

∙Gauss-Bonnet 정리

∙연습문제 풀이

CD 제공

2011년 발행

46배판ㆍ290면ㆍ20,000원

ISBN 978-89-8172-891-5

Cabri 3D 활용
‖교육소프트연구소 ‖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육각뿔대

∙정육면체의 전개도  

∙정육면체의 단면

∙직각삼각형 회전하기

∙회전축에서 떨어진 사각형 회전하기

∙원기둥의 단면  

∙삼각기둥의 부피

∙오각뿔의 부피  

∙원기둥, 원뿔, 구의 부피 비교  

∙구의 닮음  

∙직육면체에서의 대각선의 길이

∙구의 단면의 반지름

∙정육면체의 회전체

∙원뿔곡선  ∙ 두 직선의 평행 관계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

∙삼수선의 정리  ∙ 이면각

∙선분의 정사영  ∙ 삼각형의 정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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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46배판ㆍ592면ㆍ35,000원

ISBN 978-89-8172-961-5

978-89-8172-960-8 (세트)

수학의 역사-입문 
‖David M. Burton 저 | 허 민 역 ‖
∙ 고대의 수 체계와 수 기호

∙ 고대 문명 사회의 수학

∙ 그리스 수학의 태동

∙ 알렉산드리아학파:유클리드

∙ 그리스 수학의 황혼: 디오판토스

∙ 최초의 자각: 피보나치

∙ 수학의 르네상스: 카르다노와 

타르탈리아

∙ 기계적인 세계: 데카르트와 뉴턴

∙ 그리스 알파벳

∙ 문제 풀이

∙ 찾아보기

2009년 발행

46배판ㆍ266면ㆍ15,000원

ISBN 978-89-8172-813-7

위대한 수학자들의 
사고방식 

‖김승욱 ‖
∙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 아르키메데스 ∙까르다노와 따딸리아 

∙ 페르마 ∙파스칼 

∙ 라이브니츠 ∙오일러 

∙ 가우스 ∙볼자노 

∙ 쿰머 ∙부울 

∙바이어슈트라스∙리만 

∙ 칸토 ∙클라인 

∙ 포앙카레 ∙힐베르트 

∙ 브라우어 ∙노이만 

2013년 발행

46배판ㆍ480면ㆍ30,000원

ISBN 978-89-8172-962-2

978-89-8172-960-8 (세트)

수학의 역사-입문 
‖David M. Burton 저 | 허 민 역 ‖
∙ 확률 이론의 발달: 파스칼, 베르누이, 

라플라스

∙수 이론의 부활: 페르마, 오일러, 가우스 

∙ 19세기의 공헌: 로바체프스키부터 

힐베르트까지 

∙ 20세기로의 변환기: 칸토어, 크로네커 

∙ 확대와 일반화: 하디, 하우스도르프, 

뇌터 

∙ 참고 문헌

∙ 더 읽을거리

∙ 그리스 알파벳

∙ 문제 풀이

∙ 찾아보기

2008년 발행

46배판ㆍ266면ㆍ15,000원

ISBN 978-89-8172-395-8

교사를 위한 수학사 개정판

‖한인기 ‖
∙수학사 연구

∙수학의 역사-발생적 방법

∙수학적 개념과 방법의 발생.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수학

∙고대 그리스의 초기 수학 이론들

∙3대 작도 불능 문제

∙유클리드 ‘원론’(수학의 공리적 구성)

∙고대수학의 무한소 연구. 아르키메데스

의 창의적 수학 연구

∙원추곡선과 고대 후기의 수학 이론들

∙중국과 인도의 수학

∙중세 유럽의 수학 ∙르네상스 시대의 수학

∙17세기의 새로운 수학 ․ 해석기하학의 발명 ∙17세기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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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발행

46배판ㆍ250면ㆍ15,000원

ISBN 89-8172-638-8

수학교육에서 
역사 활용하기 (상)

‖Victor J. katz 저|계영희 외 역‖
1부 수학사 활용의 일반적 개념
∙대학수학교실에서 수학사 이용하기 

ABCD

∙수학 교수법:역사적 관점

∙대학생들에세 수학사를 소개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프랑스의 관점

2부 수학사의 교육적 관련성
∙수학사와 그 교육적 영향

∙유클리드와 유휘에 대한 교육적 반성

∙수학 교육에서 역사 활용의 오랜 전통:이탈리아의 옛 사례

∙수학사로부터 문제해결

3부 수학사를 활용한 지도사례
∙교실에서의 2차 방정식:바빌로니아인의 접근법

∙변칙성과 수학적 이해의 발달

∙기하학에서 자명성 개념에 대한 역사성

∙수학사를 이용한 선형대수 탐구학습

∙수학과 물리학 사이의 관게를 역사에 기초해서 제시하기:발생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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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발행

46배판ㆍ298면ㆍ18,000원

ISBN 89-8172-639-6

수학교육에서 
역사 활용하기 (하)

‖Victor J. katz 저|계영희 외 역‖
4부 수학사를 활용한 교사교육
∙1학년 초등 예비교사들이 수학의 문화적 

의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접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예로서 Regula Falsi의 분석

∙수학과 수학사:교육적 협력

5부 수학사의 토픽들
∙메소포타미아인의 수학:역사적 배경

∙고대 중국 수학 기행

2012년 발행

46배판ㆍ417면ㆍ27,000원

ISBN 978‒89‒8172‒928‒8

미적분의 역사
‖C. H. Edwards. Jr. 저

류희찬 역 ‖
∙ 고대의 넓이, 수, 극한의 개념 

∙ 아르키메데스

∙ 황혼, 암흑, 여명

∙ 초기 불가분량과 무한소 기법

∙ 초기 접선 구조의 해석

∙ 네이피어의 로그

∙ 무한 산술 

∙ 뉴턴의 미적분학 

∙ 라이프니츠에 의한 미적분학

∙ 오일러의 시대

∙코시, 리만, 바이에르슈트라스에 의한 

미적분

∙ 후기 : 20세기

∙ 수학의 가치-중세 이슬람 시대의 관점

∙ 수학, 인문학, 그리고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도시 계획

∙ 수와 변분에 대한 인식론적 역사

∙ 조합론:역사적 ․ 교육학적 접근 ∙ 비유클리드 기하의 역사

∙Houel에게 보낸 Beltrami의 편지에서 나타난 과학적 연구와 교육적인 문제들

∙ 1870년, 수학세계의 창(오거스터스 드 모르간의 회상-연극적 표현)

∙ 포르투갈 수학사에 대한 주석  

∙ 중남미의 수학:개관

2010년 발행

신국판ㆍ220면ㆍ15,000원

ISBN 978-89-8172-863-2

세계수학사
‖현종익 ‖

∙고대의 수학

∙중세의 수학

∙17세기의 수학

∙18세기의 수학

∙19세기의 수학

∙현대의 수학

∙참고문헌 

2013년 발행

신국판ㆍ408면ㆍ24,000원

ISBN 978‒89‒8172‒992‒9

수학사에서 유명한 
수학자의 퍼즐
‖ Miodrag S. Petković 저|김인수 역‖

∙ 레크리에이션 수학 ∙ 산술 문제 

∙ 수론 문제 ∙ 기하 문제

∙ 타일링과 쌓기 문제 ∙ 물리 문제

∙ 조합 문제 ∙ 확률 문제

∙ 그래프 문제 ∙ 체스 문제

∙ 추가 문제 ∙ 부록

2011년 발행

신국판ㆍ203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88-5

200문제로 끝내는 퀴즈 수학사
‖김준호 ‖

∙수의 발달(QUIZ 001~004)

∙고대 이집트 수학(QUIZ 005~020)

∙바빌로니아의 수학(QUIZ 021~028)

∙그리스 수학(QUIZ 028~091)

∙중국의 수학(QUIZ 092~095)

∙인도의 수학(QUIZ 096~106)

∙조선시대의 수학(QUIZ 107~110)

∙유럽수학, 16세기까지의 수학(QUIZ 

111~128)

∙17세기의 수학(QUIZ 129~160)

∙18세기의 수학(QUIZ 161~170) 

∙19세기의 수학(QUIZ 171~192 

∙기타 수학(QUIZ 193~200)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2년 발행

변형판ㆍ240면ㆍ15,000원

ISBN 89-8172-423-7

π-4천년 역사의 흔적
‖박제남·남호영 ‖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부터 수학사에 관

한 책 등 주변에서 매우 쉽게 대하는 수학적 

내용 중의 하나가 π이다. 이 책은 약 4천년 

전에 걸쳐 인류가 원주율에 어떻게 접근하

여 왔는가를 소개한 책으로 이 책의 기존 

출판된 π에 관한 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π에 대한 인간의 역사를 무차별적으로 기

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책을 통해 π

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해온 인류의 자취

의 기록으로 읽혀지기를 바라며, π가 무

한한 수인지 모르던 시절부터 그 값을 구하

기 위하여 시지프스처럼  π라는 바위를 무

수한 산꼭대기를 밀고 올라간 수많은 사람

들의 자취가, 그리고 마침내 π의 정체를 밝

혀내고 원하는 만큼 그 값도 구할 수 있게된 

지금에 이르는 대장정이 생생하게 전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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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행

46배판변형ㆍ412면ㆍ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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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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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찾아보기

강의자료 제공

2012년 발행

46배판ㆍ258면ㆍ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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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발행

크라운판ㆍ302면ㆍ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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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274면ㆍ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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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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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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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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발행

46배판ㆍ266면ㆍ14,000원

ISBN 978-89-8172-714-7

보험수학을 위한 

확 률 론
‖김재희 ‖

Ⅰ. 확률론  
∙확률의 기본개념

∙확률변수와 그의 분포

∙결합분포와 조건부분포

∙확률변수의 함수

∙보험에의 응용  

Ⅱ. SOA/CAS Exam P/1을 위한 
샘플문제와 모범풀이

∙표준정규분포표

∙참고문헌 

2012년 발행

46배판ㆍ246면ㆍ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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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발행

KyoWooSa

판ㆍ면ㆍ20,000원

ISBN 978-89-8172-667-6

PROBABILITY THEORY
(for Actuarial Mathematics)

‖ Jai Heui Kim ‖
Part 1. Probability Theory 
∙ Introduction to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Their 

Probability Distributions

∙ Joint and Conditional Distributions

∙Functions of Random Variables

∙Applications to Loss Distributions 

and Insurance 

Part 2. SOA/CAS Sample Questions
∙Bibliography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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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46배판ㆍ420면ㆍ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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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시 강의용 풀이집 제공

2006년 발행

크라운판ㆍ270면ㆍ14,000원

ISBN 89-8172-010-X

확률의 이해 개정증보판

‖주상열 ․ 김윤경 ‖
∙확률의 정의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결합확률분포

∙기댓값

∙적률모함수

∙조건부 기댓값

∙Markov 연쇄

2010년 발행

46배판ㆍ374면ㆍ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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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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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ㆍ364면ㆍ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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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발행

46배판ㆍ410면ㆍ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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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발행

46배판ㆍ414면ㆍ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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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발행

46배판ㆍ336면ㆍ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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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242면ㆍ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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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발행

크라운판ㆍ212면ㆍ10,000원

ISBN 978-89-8172-155-8

알기쉬운 수치해석
‖오후진 ‖

∙수치표현과 오차

∙선형연립방정식의 해

∙비선형연립방정식의 해

∙보간법

∙수치적 미분과 적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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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ㆍ354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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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194면ㆍ11,000원

ISBN 978-89-8172-877‒9

통계계산을 위한 

기초수치해석 
‖김영훈 ‖

∙Taylor 다항식과 다항식 계산 

∙부동소수점수와 오차 

∙비선형방정식의 해 

∙연립선형방전식의 해

∙보간법과 함수근사법  

∙수치적분 

∙곡선적합

2008년 발행

국배판ㆍ324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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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파일 소스CD 

2010년 발행

46배판ㆍ344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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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발행

국배판ㆍ434면ㆍ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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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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문제풀이 ․ 해답 제공

2013년 발행

46배판ㆍ454면ㆍ28,000원

ISBN 978‒89‒8172‒952‒3

 조합론 산책
‖Miklo' s Bo' na 저 | 노유미 역 ‖

제1부 기본적인 방법 ∙일곱은 여섯보다 

크다. 비둘기집 원리 ∙한 번에 한 단계, 

수학적 귀납법 

제2부 계수 조합론 ∙그러한 여럿이 있

다. 기본적인 계수 문제∙어떤 방법으로 

자르거나. 이항 정리와 관계식∙나누어 

정복. 분할 ∙그다지 악순환이 아닌 순환. 

순열의 순환∙과도하게 계수하지 않는

다. 체∙한 개의 함수는 많은 수만큼 가치

가 있다. 생성 함수

2011년 발행

46배판ㆍ328면ㆍ22,000원

ISBN 978-89-8172-379-8

새로운 조합수학
‖윤영진 ‖

∙조합수학이론 무엇인가?

∙비둘기집의 원리

∙순열과 조합

∙이항계수

∙생성함수

∙점화식

∙포함배제의 원리

∙그래프 입문

∙조합적 집합론

∙연습문제 해답

제3부 그래프 이론 ∙점과 선분. 그래프 이론의 기원∙연결되어 있음. 트리 

∙ 좋은 짝짓기. 색채론과 짝짓기∙ 교차 없음. 평면적 그래프 

제4부 지평 ∙깨달음이 오는가?(클릭하는가?) 램지 이론∙그토록 회피하

기 어렵다. 치환의 조건∙모습은 모르지만, 존재한다. 확률적 방법∙적어

도 어떤 순서가 있다. 부분 순서와 격자∙최대한 공평하게. 블록 디자인과 

오류 정정 부호∙그들은 정말 다른가? 라벨 없는 구조 계수하기∙이를수록 

좋다. 조합 알고리듬∙ 여럿은 하나보다 많은가? 계산 복잡도

2013년 발행

46배판ㆍ198면ㆍ13,000원

ISBN 978-89-8172-956-1

조합 및 그래프이론
‖김정진 ‖

1장 조합수학입문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2장 순열과 조합 

∙두 가지 기초법칙 ∙순열과 조합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이항계수와 이항정리 

∙이항정리의 확장 
3장 배열과 분배 

∙비둘기집 원리 

∙포함배제의 원리 

∙분배와 분할 

2012년 발행

46배판ㆍ383면ㆍ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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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점화식과 생성함수 

∙ 수열과 점화식 

∙ 선형점화식의 해법 

∙ 생성함수 모형과 계수의 계산 

∙ 지수생성함수 

∙ 생성함수를 이용한 점화식의 해 
5장 그래프 이론 

∙ 그래프의 뜻과 기본개념 

∙ 오일러 그래프와 해밀턴 그래프 

∙ 나무 

∙ 그래프와 행렬 

∙ 평면그래프와 4색정리 

∙ 참고문헌 

∙ 연습문제 답과 힌트 

2006년 발행

46배판ㆍ284면ㆍ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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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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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ㆍ236면ㆍ14,000원

ISBN 978-89-8172-806-9

이산수학 문제탐구
‖윤영진 ‖

∙순열과 조합

∙이항계수

∙비둘기집의 원리

∙포함배제의 원리

∙집합과 수의 분할

∙생성함수

∙점화식

∙연습문제 해답

∙참고문헌 2011년 발행

크라운판ㆍ344면ㆍ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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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기계(State Machines)

2005년 발행

46배판ㆍ358면ㆍ18,000원

ISBN 89-817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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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발행

46배판ㆍ196면ㆍ12,000원

ISBN 978-89-8172-317-0

그래프 이론
‖윤영진 ‖

∙그래프의 기본개념

∙트리

∙연결성

∙오일러 투어와 해밀턴 사이클

∙짝

∙간선색칠

∙독립집합과 클릭

∙정점색칠

∙평면그래프

∙유향그래프

∙연습문제 해답

2005년 발행

크라운판ㆍ504면ㆍ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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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수치함수와 생성함수

∙점화관계

∙그래프와 평면그래프

∙그래프와 알고리즘

∙수형도

∙수형도와 알고리즘

∙언어와 유한상태 기계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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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46배판ㆍ392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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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발행

46배판ㆍ443쪽ㆍ30,000원

(LATEX Ⅰ․ Ⅱ 세트가격 50,000원)

ISBN978-89-8172-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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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338면ㆍ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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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제공

2010년 발행

46배판ㆍ832면ㆍ45,000원

ISBN 89-8172-640-X

Mathematica Guide Book

입문에서 활용까지
‖이장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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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ROM 제공

∙ 본문 예제 Notebook 파일수록 ∙
LiveGraphics 3D 작품 소스 수록

∙WebMathematica 작품 JSP 소스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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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발행

46배판ㆍ416쪽ㆍ30,000원

(LATEX Ⅰ․ Ⅱ 세트가격 50,000원)

ISBN978-89-8172-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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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발행ㆍ국배판 변형ㆍ356면

1·2권 세트가 35,000원

ISBN 978-89-8172-943-1
          978-89-8172-942-4 (세트)

[1권] 탐구활동교재  
Mathematica Lab 

실험중심의 고등학교 수학탐구
‖이장훈 ‖

∙ 수학과 컴퓨터의 활용

∙ 주제가 있는 그래프 만들기

∙ 사라진 정사각형의 비밀 

∙ 수학문제의 오류를 찾아서

∙ 가우스소거법 

∙ 행렬의 일차변환

∙ 기둥이 3개인 하노이의 탑

∙ 기둥이 4개인 하노이의 탑

∙ 프렉탈 도형과 차원    ∙카오스 게임

∙N개 평면의 최대분할 영역의 개수  ∙정팔면체와 정사면체의 결합 

∙방정식의 근사해Ⅰ(고정점 반복법) ∙방정식의 근사해Ⅱ(이분법) 

∙방정식의 근사해Ⅲ(뉴턴의 방법) ∙구분구적법 & 회전체의 겉넓이와 부피

∙직교하는 원통의 교차면 ∙ 통계적 확률을 이용한 함수의 넓이 추정 

∙논리패러독스(2는1과 같다?) ∙도형으로 바라보는 3차원 너머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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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제공

2013년 발행ㆍ국배판 변형ㆍ356면

1·2권 세트가 35,000원

ISBN 978-89-8172-944-8
978-89-8172-942-4 (세트)

[2권] 실험과제풀이
Mathematica Lab 

실험중심의 고등학교 수학탐구
‖이장훈 ‖

∙수학과 컴퓨터의 활용

∙주제가 있는 그래프 만들기

∙사라진 정사각형의 비밀 

∙수학문제의 오류를 찾아서

∙가우스소거법 

∙행렬의 일차변환

∙기둥이 3개인 하노이의 탑

∙기둥이 4개인 하노이의 탑

∙프렉탈 도형과 차원    ∙ 카오스 게임

2001년 발행

46배판ㆍ330면ㆍ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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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개 평면의 최대분할 영역의 개수  ∙정팔면체와 정사면체의 결합 

∙ 방정식의 근사해Ⅰ(고정점 반복법) ∙방정식의 근사해Ⅱ(이분법) 

∙방정식의 근사해Ⅲ(뉴턴의 방법) ∙구분구적법 & 회전체의 겉넓이와 부피

∙ 직교하는 원통의 교차면 ∙통계적 확률을 이용한 함수의 넓이 추정 

∙ 논리패러독스(2는1과 같다?) ∙도형으로 바라보는 3차원 너머의 세상

2002년 발행

국배판 변형ㆍ922면ㆍ50,000원

ISBN 89-8172-309-5

Mathematica 4.0
‖ Stephen Wolfram 저

인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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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83면ㆍ8,000원

ISBN 89-8172-889-2

PC 클러스터 구축 및 
병렬계산 
‖김성기·이동선·정다래·김준석‖
PC클러스터 구축 

PC클러스터 구축 

관리 컴퓨터 리눅스 설치 

계산 컴퓨터 설정 

병렬계산 

Message Passing Interface(MPI) 

병렬 계산에 대해서 

Sequential계산 

병렬계산 

2006년 발행

크라운판ㆍ204면ㆍ10,000원

ISBN 89-8172-426-1

HTML ․ JAVASCRIPT 

프로그래밍과 웹 수학
‖김영익 ‖

∙HTML과 홈페이지 작성

∙자바스크립트 소개

∙웹 수학의 구현

∙예문찾기

∙참고문헌

2003년 발행

46배판ㆍ198면ㆍ12,000원

ISBN 89-8172-365-6

전산수학 및 전산이론 시리즈

형식언어와 유한상태머신
‖박진홍 ‖

∙기호열과 언어

∙형식문법

∙유한상태머신

∙밀리머신과 무어머신의 유사성과 전환

∙상태집합의 분할과 축소머신

∙유한상태 수용기

∙정규표현과 정규집합

∙정규표현과 유한상태 수용기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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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발행

46배판ㆍ404면ㆍ16,000원

ISBN 89-8172-174-2

Mathematica에 의한 

그래픽 이론
‖한재영 ‖

∙표현론

∙작용론

∙행렬대수

∙그래픽 이론

∙공간의 표상

1998년 발행

크라운판ㆍ278면ㆍ11,000원

ISBN 89-8172-054-1

퍼지과학의 세계
‖장이채 ‖

∙ 과학과 퍼지

∙ 퍼지집합은 무엇인가?

∙ Crisp 집합의 이해

∙ Crisp 논리와 과학

∙ 퍼지집합의 이해

∙ 퍼지논리와 과학

∙ 퍼지관계 및 퍼지추론과 과학에의 

이용

∙ 퍼지함수와 그 응용

∙ 퍼지측도와 그 응용

∙ 퍼지적분과 그 응용

∙ 확률과 불확실성

2006년 발행

46배판ㆍ406면ㆍ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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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풀이

2006년 발행

크라운판ㆍ450면ㆍ20,000원

ISBN 89-8172-035-5

기초퍼지이론
‖유동선 ․ 이교원 ‖

∙퍼지개념

∙퍼지집합

∙멤버십 함수

∙퍼지관계

∙퍼지추론

∙퍼지측도와 퍼지적분

∙퍼지 의사 결정

∙퍼지 선형 계획법

∙퍼지 최적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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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발행

크라운판ㆍ252면ㆍ10,000원

ISBN 89-8172-014-2

Laplace 변환입문
‖이구대 ‖

∙Laplace 변환

∙역 Laplace 변환

∙상미분방정식의 해법

∙편미분방정식

∙적분방정식의 해법

∙차분방정식과 차분방정식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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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ㆍ296면ㆍ18,000원

ISBN 89-8172-285-4

초보자를 위한 푸리에 해석학
‖최행진 ‖

∙MFC

∙함수의 그래프

∙삼각다항식에 의한 최소제곱

∙연속 푸리에 급수(FOURIER SERIES)

∙푸리에 급수의 응용

∙이산 푸리에 급수

∙이산 푸리에 변환

∙푸리에 적분(FOURIER INTEGRAL)
2005년 발행

신국판ㆍ656면ㆍ20,000원

ISBN 89-8172-529-2

New 수학영한사전
‖박재균 편 ‖

본 수학영한사전은 어휘와 관용어의 완벽

을 기하고, 항상 사용이 편리하도록 부록에 

수학관련 공식과 수표들을 실어 수학을 전

공하는 수학도는 물론 이공학도뿐만 아니

라 수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사전으로서 더 없이 좋은 

가이드북이다.

2003년 발행

46배판 ㆍ364면ㆍ16,000원

ISBN 89-8172-363-X

고속 푸리에 변환으로 구현하는 

무한 정밀도
‖최행진 ‖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계승Cfactorial을 구현하여보자

∙자연상수를 구현하여 보자

∙원주율을 구현하여보자

∙원주율과 병렬 프로그래밍

∙SPIGOT공식

∙BAILEY-BOWEIN-PLOUFFE의 

공식

∙KARATSUBA MULTIPLICATION

∙고속푸리에 변환에 기반한 곱셈

∙역수(INVERSE)와 거듭 

제곱근(RADICALROT)

∙BINARY SPITTING METHOD

∙산술기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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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46배판ㆍ344면ㆍ29,000원

ISBN  978-89-8172-941-7
978-89-8172-940-0 (세트)

지오지브라 시리즈 (1) 

지오지브라 바이블 
‖최경식 ‖

∙지오지브라

∙기하

∙대수

∙스프레드시트와 통계

∙이산수학

∙CAS

∙애니메이션

∙지오지브라자료

∙고급기능

∙부록

CD 제공

2013년 발행ㆍ국배판 변형ㆍ356면

1·2권 세트가 35,000원

ISBN 978-89-8172-944-8
978-89-8172-942-4 (세트)

[2권] 실험과제풀이
Mathematica Lab 

실험중심의 고등학교 수학탐구
‖이장훈 ‖

∙ 수학과 컴퓨터의 활용

∙ 주제가 있는 그래프 만들기

∙ 사라진 정사각형의 비밀 

∙ 수학문제의 오류를 찾아서

∙ 가우스소거법 

∙ 행렬의 일차변환

∙ 기둥이 3개인 하노이의 탑

∙ 기둥이 4개인 하노이의 탑

∙ 프렉탈 도형과 차원    ∙카오스 게임

∙N개 평면의 최대분할 영역의 개수  ∙정팔면체와 정사면체의 결합 

∙방정식의 근사해Ⅰ(고정점 반복법) ∙방정식의 근사해Ⅱ(이분법) 

∙방정식의 근사해Ⅲ(뉴턴의 방법) ∙구분구적법 & 회전체의 겉넓이와 부피

∙직교하는 원통의 교차면 ∙ 통계적 확률을 이용한 함수의 넓이 추정 

∙논리패러독스(2는1과 같다?) ∙도형으로 바라보는 3차원 너머의 세상

2013년 발행

46배판ㆍ488면ㆍ29,000원

ISBN  978‒89‒8172‒965‒3

지오지브라의 정석(기본편)

‖김태환 ․ 김현창 ‖
∙프로그램 소개 및 설치
∙지오지브라 도구 일람표 
∙기하학적 구성과 명령어 사용법 
∙지오지브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이해 
∙명령어 입력, 함수 및 구성내용 복사 
∙구성 내용 변형 및 그림 삽입 
∙일반적인 텍스트 및 Dynamic 텍스트 

입력 
∙다이내믹 워크시트 만들기 및 시각적 보완 
∙사용자 툴 및 툴바의 사용자 정의 
∙체크박스와 시퀀스 명령어

2013년 발행

46배판ㆍ404면ㆍ25,000원

ISBN 978‒89‒8172‒947‒9

융합, 창의인성, 소통을 위한

프랙탈과 카오스
‖안대영 ‖

∙ 수는 나에게 무엇인가!

∙ 퍼지 프랙탈

∙ 자기닮음 응용(Ⅰ) 

∙ 자기닮음 응용(Ⅱ) 

∙ 자기닮음 응용(Ⅲ) 

∙ 카오스 게임 

∙ 나무와 꽃이 있는 곳에 살고 싶다 

∙ 끌개 

∙ 카오스

∙ 만델브로트와 줄리아 집합

∙ 카오스이론과 창의성

∙ 카오스 이론과 인성 

∙ 카오스와 프랙탈 수업을  마치며

∙ 참고문헌

∙ 스프레드시트 창과 통계 개념 ∙지오지브라 객체, 명령어 및 수식
∙ 삼각함수, 매개방정식의 그래프의 이차곡선 

CD 제공

2013년 발행ㆍ국배판 변형ㆍ356면

1·2권 세트가 35,000원

ISBN 978-89-8172-943-1
          978-89-8172-942-4 (세트)

[1권] 탐구활동교재  
Mathematica Lab 

실험중심의 고등학교 수학탐구
‖이장훈 ‖

∙ 수학과 컴퓨터의 활용

∙ 주제가 있는 그래프 만들기

∙ 사라진 정사각형의 비밀 

∙ 수학문제의 오류를 찾아서

∙ 가우스소거법 

∙ 행렬의 일차변환

∙ 기둥이 3개인 하노이의 탑

∙ 기둥이 4개인 하노이의 탑

∙ 프렉탈 도형과 차원    ∙카오스 게임

∙ N개 평면의 최대분할 영역의 개수  ∙정팔면체와 정사면체의 결합 

∙ 방정식의 근사해Ⅰ(고정점 반복법) ∙방정식의 근사해Ⅱ(이분법) 

∙방정식의 근사해Ⅲ(뉴턴의 방법) ∙구분구적법 & 회전체의 겉넓이와 부피

∙ 직교하는 원통의 교차면 ∙통계적 확률을 이용한 함수의 넓이 추정 

∙ 논리패러독스(2는1과 같다?) ∙도형으로 바라보는 3차원 너머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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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신국판ㆍ 292면ㆍ15,000원

ISBN 978-89-8172-733-8

수학 전쟁 (Math Wars)

‖Carmen M. Latterell

 박성선 역 ‖
∙ 수학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구성주의란 무엇인가?

∙ 관련된 연구들은 수학 전쟁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수학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느 편에 가담하고 있는가?

∙ NCTM의 규준은 무엇인가?

∙ NCTM-지향 교육과정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 NCTM-지향 교육과정의 수학 문제와 

전통적 교육과정의 수학 문제는 무엇이 

다른가?

∙ 대학 수준의 수학 교육은 어떠한가?

∙수학 교육에서는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수학 전쟁의 양쪽 진영의 주장은 

무엇인가?

∙ 보충자료

∙ 부록(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

2012년 발행

신국판ㆍ232면ㆍ15,000원

ISBN 978-89-8172-921-9

놀라운 수학나라 대탐험
‖ Jin Akiyama, Mari-Jo Ruiz 저

한인기 역 ‖
∙여러분은 수학이 재미있나요?

∙뚱뚱한 삼각형과 납작하게 눌린 도넛

∙멋진 곡선들 ∙직각삼각형의 홀

∙음악에서 배우는 수학

∙파친코 수학 ∙GCD-LCM 기계

∙바움쿠헨, 스파게티, 그리고 수박

∙자동판매 ∙원뿔의 절단

∙종이 비틀기 ∙접기와 자르기

∙사면체의 조각그림 맞추기

∙다면체들을 이용하여 공간 채우기

∙가역적 입체들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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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변형판ㆍ163면ㆍ15,000원

ISBN 978-89-8172-883-0

더 재미있는 게임, 
수학 IQ 높이기 

‖클라우디아 자슬라브스키 저

김진호 ․ 홍은숙 역 ‖
∙삼목게임 

∙더 많은 보드게임들 

∙사람들이 수를 이용하는 방법 

∙행운의 수는 

∙사람들이 측정하는 방법 

∙점, 줄, 종이띠로 해결하는 퍼즐 

∙무늬의 대칭과 닮음 

∙반복 패턴 

∙활동지 수록

2011년 발행

신국판ㆍ288면ㆍ15,000원

ISBN 978-89-8172-884-7

내 마음 속의 수학풍경
‖김상룡 ‖

∙특정한 수로 표현된 삶과 좌우명

∙수식으로 표현된 삶과 좌우명

∙도형과 함수로 나타낸 삶과 좌우명

∙수학적으로 삶 소개하기

∙기타 수학적 아이디어로 표현된 삶과 

좌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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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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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신국판ㆍ242면ㆍ12,000원

ISBN 978-89-8172-822-9

재미있는 이야기수학
‖노영순 ‖

우리는 대체로 수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미

리 머리가 아파올 정도로 수학을 싫어한다. 

사람들이 수학을 기피하는 이유는 학교에

서의 수학교육 내용이 실제 생활과는 거리

가 멀고 필요 이상으로 어렵기만 하고 당장

에 살아가는 데에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학은 

우리 생활에서 한 순간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물이나 태양과 같은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현대인들은 수학에 대한 흥미로움

과 새로운 면을 발견하여 수학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발행

신국판ㆍ203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88-5

200문제로 끝내는 
퀴즈 수학사

‖김준호 ‖
∙수의 발달(QUIZ 001~004)

∙고대 이집트 수학(QUIZ 005~020)

∙바빌로니아의 수학(QUIZ 021~028)

∙그리스 수학(QUIZ 028~091)

∙중국의 수학(QUIZ 092~095)

∙인도의 수학(QUIZ 096~106)

∙조선시대의 수학(QUIZ 107~110)

∙유럽수학, 16세기까지의 수학(QUIZ 

111~128)

∙17세기의 수학(QUIZ 129~160)

∙18세기의 수학(QUIZ 161~170) 

∙19세기의 수학(QUIZ 171~192 

∙기타 수학(QUIZ 193~200) 

∙참고문헌  ∙ 찾아보기

2004년 발행

46배판ㆍ360면ㆍ14,000원

ISBN 89-8172-217-X

생활속의 수학
Strength in Numbers

‖ Sherman K.Stein 저

황우형 ․ 조향감 역 ‖
수학이 가지고 있는 힘과 수학을 하는 즐거

움! 이 책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수학에 대해서 보다 실용적이고 다양한 주

제를 통한 수학의 막강한 영향력과 수학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학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수학교육의 변

천과 지금까지 ‘수학은 공식을 암기하는 과

목’으로 생각했던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이다.

2008년 발행

신국판ㆍ378면ㆍ20,000원

ISBN 89-8172-342-7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수학적 사고 방법) 개정판

‖George Polya저|우정호 역 ‖
∙교실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발견술 소사전

∙문제, 힌트, 풀이

CD제공

2011년 발행

46배판ㆍ290면ㆍ20,000원

ISBN 978-89-8172-891-5

Cabri 3D 활용
‖교육소프트연구소 ‖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육각뿔대 ∙정육면체의 전개도 ∙정육면체의 단면∙직각삼각형 회전하기∙회전축에서 떨어진 사각형 회전하기∙원기둥의 단면  ∙삼각기둥의 부피∙오각뿔의 부피  ∙원기둥, 원뿔, 구의 부피 비교  ∙구의 닮음  ∙직육면체에서의 대각선의 길이∙구의 단면의 반지름∙정육면체의 회전체∙원뿔곡선  ∙ 두 직선의 평행 관계∙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삼수선의 정리  ∙ 이면각∙선분의 정사영  ∙ 삼각형의 정사영

2011년 발행

신국판ㆍ366면ㆍ20,000원

ISBN 89-8172-525-X

수학적 발견 (Ⅰ)
Mathematical Discovery

‖George Polya 저
우정호 ․ 정영옥 ․ 박경미 ․ 이경화

김남희 ․ 나귀수 ․ 임재훈 역 ‖
제1부 패턴
∙두 자취 패턴

∙데카르트 패턴

∙점화

∙결합하기 

제2부 일반적 방법의 추구 (5장~6장)
∙문제

∙범위의 확장 

∙참고문헌

∙부록

∙해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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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발행

신국판ㆍ376면ㆍ19,000원

ISBN 89-8172-526-8

수학적 발견 (Ⅱ)
Mathematical Discovery

‖George Polya 저
우정호 ․ 정영옥 ․ 박경미 ․ 이경화

김남희 ․ 나귀수 ․ 임재훈 역 ‖
제2부 일반적 방법의 추구 (7장~15장)
∙문제해결 과정의 기하적 표현

∙계획과 프로그램 ∙보조문제

∙아이디어의 출현 ∙정신의 작용

∙정신의 훈련 ∙발견의 규칙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

∙추측과 과학적 방법 참고문헌

∙부록

∙해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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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발행

신국판ㆍ482면ㆍ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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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발행

신국판ㆍ384면ㆍ22,000원

ISBN 978-89-8172-518-1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 Sharan B. Merriam 저

강윤수 외 역 ‖
∙정성연구의 설계

∙정성연구 자료수집

∙정성연구 자료분석 및 결과보고

∙참고문헌

2007년 발행

신국판ㆍ376면ㆍ20,000원

ISBN 89-8172-414-8

수학과 개연추론 
II권 : 개연적 추론의 여러 가지 패턴

‖G.polya 저|이만근 외 역 ‖
∙눈에 띄는 몇 가지 패턴

∙진보된 패턴과 첫 번째 연결 고리들

∙우연, 항상 존재하는 경쟁추측

∙확률계산법과 개연적 추론의 논리

∙발명에서의 개연적 추론과 교육에서의 

개연적 추론

∙참고문헌

∙해답 2010년 발행

신국판ㆍ336면ㆍ20,000원

ISBN 89-8172-517-9

연구설계 : 정성연구, 
정량연구 및 혼합연구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Research Design

‖ John W. Creswell

강윤수 외 역 ‖
∙사전 점검

∙연구설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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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ㆍ626면ㆍ29,000원

ISBN 978‒89‒8172‒910‒3

수학교육학 신서
‖강옥기 ․ 강윤수 ․ 고상숙 ․ 고호경
권나영 ․ 김구연 ․ 김래영 ․ 김민경
김응환 ․ 김익표 ․ 노선숙 ․ 서보억
신재홍 ․ 이수진 ․ 이중권 ․ 정인철

한인기 ․ 허혜자 ․ 황우형 ‖
∙수학교육학의 개관

∙수리철학에 근거한 수학교육 철학

∙Bruner와 수학교육

∙Skemp의 수학학습심리학

∙Dienes의 수학 학습 이론과 적용 사례

∙Vygotsky  ∙Gagne의 학습이론

∙Ausubel   ∙ Freudenthal

2010년 발행

46배판ㆍ296면ㆍ18,000원

ISBN 978-89-8172-829-8

초 ․ 중등 예비교사, 현직교사를 위한 

수학교육 및 교재론
‖신현성 ‖

∙수학의 본질, 수학내용의 수상

∙수학의 학습이론

∙계열구성, 수와 연산

∙개념학습, 유리수와 연산

∙반힐모델, 기하

∙계산 ․ 절차 학습, 측정

∙문제해결의 학습

∙성취도 측정, 확률

∙ Van Hiele   ∙ Piaget

∙ 수학적 문제해결 ∙ 구성주의 학습지도원리

∙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학교육 ∙ 수학과 평가   

∙ 수학과 수업모형 ∙ 수학사를 활용한 수학교육

∙ 수학교육과정   ∙ 수학과 교사

∙ Krutetskii의 수학적 재능과 개인차

2013년 발행

46배판 ㆍ396면ㆍ24,000원

ISBN 978-89-8172-966-0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직수학의 탐구 

‖서보억 ‖
1장 수학과 교육과정의 이해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변천

∙내용 영역별 교육과정의 변화
2장 중학교 교직수학 탐구의 개관

∙중학교 교직수학 탐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학교 교직수학의 전개 방향

∙중학교 교직수학의 탐구 방법 및 사례
2009년 발행

46배판ㆍ344면ㆍ21,000원

ISBN 978‒89‒8172‒816‒8

CAS 그래핑계산기와 
수학교실

‖David Tyman ․ John Dowsey
Lynda Ball 저

황우형 ․ 김경미 ․ 박희정

백형윤 ․ 조영주 역 ‖
∙시작 가이드 ∙문자와 식

∙함수와 그래프 ∙방정식 풀기

∙삼각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다양한 함수와 그 특징

∙미분 ∙적분

∙일변량 통계 ∙이변량 통계

∙확률 분포 ∙수열과 급수

∙행렬 ∙부록

∙해답

3장 중학교 교직수학의 탐구

∙ 대수(1): 수와 연산 ∙대수(2): 문자와 식 ∙함수

∙ 확률과 통계 ∙기하

2008년 발행

46배판ㆍ398면ㆍ22,000원

ISBN 978-89-8172-325-5

새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제2판

수학교재 연구 및 지도 
‖신현성 ‖

Ⅰ.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지도
∙수학 활동과 응용

∙문제 해결과 시각화

∙수학탐구와 증명

∙계산기, 컴퓨터, 교육자료

∙통합과 아이디어 교환

Ⅱ. 교재 내용 - 대수 영역
∙기하 ․ 측정영역 ∙이산수학 영역

Ⅲ. 교재개발의 원리와 전망 - 교재개발
의 원리

2010년 발행

크라운판 ㆍ352면ㆍ17,000원

ISBN 978-89-8172-005-6

수학학습심리학
‖ Lauren B. Resnick
Wendy W. Ford 저

구광조 ․ 오병승 ․ 전평국 역 ‖
∙서론

∙수학 심리학의 본질

Ⅰ부 계산으로서의 수학
∙훈련과 연습의 심리학

∙전이 위계와 수업의 조직

∙계산과제에 대한 수행능력 분석

Ⅱ부 개념적 이해와 문제해결
∙수학적 구조를 가르치자

∙문제해결에서 구조와 통찰

∙Piaget와 인지구조의 발달

∙이해에 대한 정보 처리적 분석

∙결론 수학 심리학의 전망

Ⅳ. 전망, 교재개발, 교수요목, 구성, 지도
∙ 변화속의 수학, 수학교육 ∙교육과정 변환 ∙통합교수 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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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신국판ㆍ156면ㆍ9,000원

ISBN 89-8172-230-7

상황학습
‖ Jeanlave & Etienne Wenger저

전평국 ․ 박성선 ‖
∙합법적인 주변적 참여

∙실행, 개인, 사회적 세계현대인산파, 재

봉사, 조타수, 정육업자, 비알콜중독자 

현대인실행공동체에서의 합법적인 주

변적 참여

∙결론

2008년 발행

신국판ㆍ228면ㆍ13,000원

ISBN 978-89-8172-507-5

교사를 위한 수학사
‖현종익 ‖

∙고대의 수학

∙중세의 수학

∙17세기의 수학

∙18세기의 수학

∙19세기의 수학

∙현대의 수학

∙참고문헌 

2010년 발행

신국판ㆍ316면ㆍ18,000원

ISBN 89-8172-277-3

수학적 의사소통
‖이종희 ․ 김선희 ‖

∙수학적 의사소통의 개요

∙수학적 의사소통의 가치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수학적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

∙쓰기

∙읽기

∙말하기와 듣기

∙수학적 의사소통과 평가
2006년 발행

46배판ㆍ250면ㆍ15,000원

ISBN 89-8172-638-8

수학교육에서 역사 활용하기 (상)

‖Victor J. katz 저|계영희 외 역‖
1부 수학사 활용의 일반적 개념
∙대학수학교실에서 수학사 이용하기 

ABCD

∙수학 교수법:역사적 관점

∙대학생들에세 수학사를 소개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프랑스의 관점

2부 수학사의 교육적 관련성
∙수학사와 그 교육적 영향

∙유클리드와 유휘에 대한 교육적 반성

∙수학 교육에서 역사 활용의 오랜 

전통:이탈리아의 옛 사례

∙수학사로부터 문제해결

3부 수학사를 활용한 지도사례
∙교실에서의 2차 방정식:바빌로니아인의 접근법

∙변칙성과 수학적 이해의 발달

∙기하학에서 자명성 개념에 대한 역사성

∙수학사를 이용한 선형대수 탐구학습

∙수학과 물리학 사이의 관게를 역사에 기초해서 제시하기:발생적 접근

2008년 발행

46배판ㆍ266면ㆍ15,000원

ISBN 978-89-8172-395-8

교사를 위한 수학사 개정판

‖한인기 ‖
∙수학사 연구

∙수학의 역사-발생적 방법

∙수학적 개념과 방법의 발생.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수학

∙고대 그리스의 초기 수학 이론들

∙3대 작도 불능 문제

∙유클리드 ‘원론’(수학의 공리적 구성)

∙고대수학의 무한소 연구. 아르키메데스

의 창의적 수학 연구

∙원추곡선과 고대 후기의 수학 이론들

∙중국과 인도의 수학

∙중세 유럽의 수학

∙르네상스 시대의 수학

∙17세기의 새로운 수학․해석기하학의 발명

∙17세기의 계산 방법

2006년 발행

46배판ㆍ298면ㆍ18,000원

ISBN 89-8172-639-6

수학교육에서 역사 활용하기 (하)

‖Victor J. katz 저|계영희 외 역‖
4부 수학사를 활용한 교사교육
∙1학년 초등 예비교사들이 수학의 문화적 

의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접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예로서 Regula Falsi의 분석

∙수학과 수학사:교육적 협력

5부 수학사의 토픽들
∙메소포타미아인의 수학:역사적 배경

∙고대 중국 수학 기행

∙수학의 가치-중세 이슬람 시대의 관점

∙수학, 인문학, 그리고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도시 계획

∙수와 변분에 대한 인식론적 역사   ∙조합론:역사적 ․ 교육학적 접근

∙비유클리드 기하의 역사

∙Houel에게 보낸 Beltrami의 편지에서 나타난 과학적 연구와 교육적인 

문제들

∙1870년, 수학세계의 창(오거스터스 드 모르간의 회상-연극적 표현)

∙포르투갈 수학사에 대한 주석

∙중남미의 수학: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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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발행

46배판ㆍ230면ㆍ12,000원

ISBN 978-89-8172-589-1

대수 ․ 기초해석 ․ 조합의 
탐구문제들 (상) 

‖Prasolov V.V 저|한인기 역 ‖
∙이차삼항식 ∙방정식

∙연립방정식 ∙나누어떨어짐

∙항등식 ∙유리수와 무리수

∙문장제 ∙부등식

∙합과 곱의 계산 ∙다항식 Ⅰ

∙삼각함수

∙정수범위에서 방정식

∙수학적 귀납법 ∙조합론

∙점화수열 ∙예들과 조직들

∙비둘기집의 원리, 극단의 원리

∙불변량과 반불변량

∙논리

∙각 장별 힌트 및 증명 수록

2011년 발행

신국판ㆍ320면ㆍ18,000원

ISBN 89-8172-388-5

영재를 위한 
중등대수학
‖권태룡 ․ 남호영 ․ 박제남 ․ 윤석룡 ‖

∙대수학의 기본용어

∙인수분해

∙수체계

∙문자와 식

∙벡터

2009년 발행

46배판ㆍ292면ㆍ20,000원

ISBN 89-8172-625-6

대수 ․ 기초해석 ․ 조합의 
탐구문제들 (하) 개정판

‖Prasolov V.V 저|한인기 역 ‖
∙전략. 시합. 표 ∙수체계 /그래프

∙복소수

∙근호에서 해결되는 방정식들

∙수열의 극한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

∙로그와 지수함수 ∙미분계수

∙적분 ∙급수

∙수론의 기초 ∙다항식 Ⅱ

∙알고리즘과 계산 ∙함수방정식

∙연분수

∙형식적 급수와 생성함수

∙계차들의 계산 ∙평면에서 곡선

∙집합론

∙각 장별 힌트 및 증명 수록

2010년 발행

크라운판ㆍ252면ㆍ13,000원

ISBN 978-89-8172-653-9

수학 영재 교육
‖유윤재 ‖

∙영재의 개념

∙수학적 창의성

∙수학 영재의 판별

∙수학 영재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학생, 학부모 그리고 환경

∙참고문헌

∙자료집

2009년 발행

신국판ㆍ258면ㆍ15,000원

ISBN 89-8172-456-3

영재를 위한 
중등해석학 개정판

‖이종성 ․ 한경혜 ‖
∙집합

∙실수

∙함수의 극한 및 연속성

∙미분법

∙부정적분

∙적분 

2013년 발행

신국판ㆍ216면ㆍ12,000원

ISBN 978‒89‒8172‒968‒4
      978‒89‒8172‒967‒7 (세트)

이야기 수학 교과서 ❶
‖방승희 ‖

PART 1 집합과 명제 

∙집합 

∙명제 

∙증명의 방법 

∙칸토르의 집합론 

PART 2 의사결정 

∙부등식의 영역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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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신국판ㆍ176면ㆍ12,000원

ISBN 978‒89‒8172‒969‒1
      978‒89‒8172‒967‒7 (세트)

이야기 수학 교과서 ❷
‖방승희 ‖

PART 1 평면채우기 

∙평면채우기 

PART 2 기하학 

∙도형의 방정식 

∙여러 종류의 기하학

2013년 발행

신국판ㆍ192면ㆍ12,000원

ISBN 978‒89‒8172‒971‒4
      978‒89‒8172‒967‒7 (세트)

이야기 수학 교과서 ❹
‖방승희 ‖

PART 1 함수와 삼각함수 

∙함수 

∙삼각함수 

PART 2 수열과 수열의 극한 

∙수열 

∙수열의 극한 

2013년 발행

신국판ㆍ192면ㆍ12,000원

ISBN 978‒89‒8172‒970‒7
      978‒89‒8172‒967‒7 (세트)

이야기 수학 교과서 ❸
‖방승희 ‖

PART 1 수와 식 

∙실수와 복소수 

∙식의 계산 

∙방정식 

PART 2 행렬, 지수, 로그 

∙행렬 

∙행렬의 응용 

∙지수와 로그 2013년 발행

신국판ㆍ200면ㆍ12,000원

ISBN 978‒89‒8172‒972‒1
      978‒89‒8172‒967‒7 (세트)

이야기 수학 교과서 ❺
‖방승희 ‖

PART 1 통계 

∙통계 

∙자료해석 

PART 2 확률과 통계 

∙확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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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풀이집 CD 첨부

2011년 발행

신국판ㆍ490면ㆍ27,000원

ISBN 978-89-8172-675-1

한국수학 교육학회 수학교사 시리즈 1

교사를 위한 
추상대수학 제2판

‖신현용 ‖
제1부 대수적 구조
∙들어가며

∙기본적인 대수적 구조:군, 환, 벡터공간

∙부분 구조:부분군, 부분환, 부분공간

∙특별한 부분구조와 상 구조

∙대수적 구조를 비교하기 위한 

함수:군(환)준동형사상, 선형사상

∙더 큰 구조의 구성:직적(합)

∙원소 하나가 만드는 구조:순환군, 

단항이데알

2013년 발행

신국판ㆍ376면ㆍ22,000원

ISBN 978-89-8172-677-5

한국수학 교육학회 수학교사 시리즈 4

교사를 위한 집합론 제2판

‖신현용 ‖
∙기본적인 수리 논리 ∙집합의 연산

∙동치 관계 ∙함수

∙순서 ∙자연수

∙선택공리 ∙가부번 집합

∙기수 ∙서수

∙킨토어 집합론 ∙퍼지집합

∙부록

∙ 또 하나의 특별한 군:가해군 ∙유한체를 어떻게 구성하나:극대이데알

∙ 마무리

제2부 대수적 구조의 응용
∙ 들어가며 ∙기하 문제를 대수 문제로:작도 가능성

∙ 방정식의 근, 어디 있나:분해체 ∙ 체의 문제를 군의 

문제로:갈로아 군

∙ 유용한 확대체:갈로아 확대체 ∙문제 푸는 열쇠:갈로아 이론의 기본 정리

∙ 다항식, 풀 수 있나:시원한 대답 ∙ 마무리 ∙참고문헌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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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발행

신국판ㆍ332면ㆍ20,000원

ISBN 978-89-8172-773-4

한국수학교육학회 수학교사 시리즈 6

교사를 위한 정수론 개정판

‖신현용 ‖
∙들어가며 ∙약수와 배수 

∙소 수 ∙합 동 

∙연립합동식 ∙원시근 

∙제곱잉여 ∙연분수 

∙나오며 ∙부 록 

∙참고문헌 ∙영문찾아보기 

∙한글찾아보기

2010년 발행

신국판ㆍ286면ㆍ17,000원

ISBN 978-89-8172-637-7

한국수학 교육학회 수학교사 시리즈 3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대수학 
‖신현용 ‖

∙들어가며

∙집합론

∙정수론과 그 응용

∙대수적 구조

∙대수적 부분구조:부분군, 부분환, 

부분공간

∙대수적 구조를 비교하기 위한 

함수:군(환)준동형사상, 선형사상

∙마무리   ∙ 부록   ∙참고문헌

2011년 발행

신국판ㆍ470면ㆍ25,000원

ISBN 978-89-8172-776-5

한국수학교육학회 수학교사 시리즈 7

교사를 위한 선형대수학 
개정판

‖신현용 ‖
∙들어가며 

∙선형성 ∙행 렬 

∙행렬식 ∙여인수 전개 

∙벡터공간 ∙선형 사상 

∙고유치 ∙내적 공간 

∙응 용 ∙평가 문항 

∙주요 참고문헌 ∙기타 참고문헌 

∙영문 찾아보기 ∙한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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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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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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렌츠 변환의 결과들 ∙특수상대론적 역학 

∙ 고유시간과 쌍둥이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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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471면ㆍ30,000원

ISBN 978‒89‒8172‒900-4

한국수학교육학회 수학교사 시리즈 9

교사를 위한 확률과 통계학
‖김원경 ‖

∙확률론과 통계학의 역사 

∙기술통계 ∙경우의 수 

∙확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결합확률분포 ∙표본분포 

∙통계적 추정 ∙가설검정 

∙분산분석 

∙범주형 자료의 분석 

∙상관과 회귀분석 

2011년 발행

신국판ㆍ384면ㆍ22,000원

ISBN 978-89-8172-459-7

교사를 위한 해석학 제2판

‖정상권 ‖
∙수학이란

∙자연수와 정수

∙유리수와 실수체계

∙복소수체계 ∙함수

∙극 한 ∙연속함수

∙방정식 ∙미분

∙적분 ∙곡선그리기

∙최대최소 ∙미분방정식

∙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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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46배판ㆍ317면ㆍ20,000원

ISBN 978-89-8172-895-3

임용고사를 위한 
해석학 

‖류근식 ․ 이종학 ‖
∙수 체계 

∙수열과 급수 

∙극한, 연속 그리고 미분 

∙적분 

∙함수공간 

2009년 발행

변형판ㆍ380면ㆍ23,000원

ISBN 978-89-8172-768-0

임용고사 ․ 대학원 대비

해석학 특강 (임용고사 ․ 대비서)

‖강승필 ‖
∙실 수 

∙수열과 급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 분 

∙적 분 

∙함수열 

∙Fourier 급수 

∙연습문제 풀이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0년 발행

46배판ㆍ340면ㆍ18,000원

ISBN 978-89-8172-824-3

임용수학의 네비게이션 1  

해 석 학
‖김나리 ‖

∙해석학

∙복소해석학

∙위상수학

∙미분기하학

2012년 발행

46배판ㆍ368면ㆍ25,000원

ISBN 978-89-8172-728-4

중등교원임용시험 대비

문제중심 위상수학 제2판

‖노영순 ‖
∙집합, 수열, 함수

∙R에서의 위상적 구조

∙위상공간

∙거리공간

∙연결공간

∙가산공리와 분리공리

∙콤펙트공간

∙참고문헌

∙부 록(임용시험 기출문제) 

2010년 발행

46배판ㆍ226면ㆍ12,000원

ISBN 978-89-8172-823-6

임용수학의 네비게이션 2  

대 수 학
‖김나리 ‖

∙정수론

∙선형대수학

∙현대대수학

2010년 발행

46배판ㆍ242면ㆍ15,000원

ISBN 89-8172-584-5

임용고사를 위한 

위상수학 개정판

‖김병기 ‖
∙집합과 함수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

∙위상공간

∙연속함수와 위상동형

∙거리공간

∙가산공간

∙분리공간

∙컴팩트 공간

∙연결공간

∙호모토피

∙연습문제 풀이와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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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46배판 ㆍ226면ㆍ14,000원

ISBN 978‒89‒8172‒935‒6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기하학
‖전재복 ‖

제1장 해석기하학
∙원추곡선

∙이차곡선

∙이차곡면

제2장 벡터해석학 
∙벡터와 벡터함수

∙선적분

∙면적분 

제3장 미분기하학
∙곡선론

∙곡면론

∙본질적 기하학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01년 발행

46배판ㆍ538면ㆍ22,000원

ISBN 89-8172-018-5

수학교육론 연구해설서 (중)

‖한재영 ‖
이 책은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대비한 교원

자격 소지자들을 위해서 수학교육 전반에 

관련된 이론과 원리를 주제별 논술문항으

로 간결하게 편성하여 영역별로 300여개 

문항으로 소개하였다.

2000년 발행

46배판ㆍ505면ㆍ20,000원

ISBN 89-8172-151-3

중등교원 임용고사 예상문제

수학심화연구해설
‖한재영 ‖

이 책은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대비하여 수

학교육론, 대수학, 기하학, 위상수학, 해석

학, 응용수학 등의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1000여개의 예상문제를 수록하였다.

2000년 발행

46배판ㆍ500면ㆍ20,000원

ISBN 89-8172-219-6

수학교육론 연구해설서 (하)

‖한재영 ‖
이 책은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대비한 교원

자격 소지자들을 위해서 수학교육 전반에 

관련된 이론과 원리를 주제별 논술문항으

로 간결하게 편성하여 영역별로 350여개 

문항으로 소개하였다.

2000년 발행

46배판ㆍ486면ㆍ20,000원

ISBN 89-8172-168-8

수학교육론 연구해설서 (상)

‖한재영 ‖
이 책은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대비한 교원

자격 소지자들을 위해서 수학교육 전반에 

관련된 이론과 원리를 주제별 논술문항으

로 간결하게 편성하여 영역별로 600여 문

항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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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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289면ㆍ22,000원

ISBN 978‒89‒8172‒901-1

수학 조작교구 
‖안병곤 ‖

제1편  수학 조작교구 
∙수학 조작교구의 학습 

∙수학 조작교구학습의 이론 배경 

제2편  수학에서 조작교구의 활용 
∙수학 조작교구의 학습 

2013년 발행

46배판ㆍ394면ㆍ23,000원

ISBN 978-89-8172-875‒5

7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교육론 제2판

‖현종익 ‖
∙수학교육의 흐름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적 개념 형성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

∙수학과 학습평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해결 

2010년 발행

변형판ㆍ356면ㆍ22,000원

ISBN 978-89-8172-837-3
978-89-8172-836-6(세트)

구성주의 수학교실 
1학년

‖Vicki Bachman 저

김진호 ․ 홍은숙 ․ 임상미 역 ‖
∙아이들을 맞이하기 전에

∙9월 분류하기와 수세기

∙10월 규칙과 수 감각

∙11월 수와 연산

∙12월 기하

∙1월 덧셈과 뺄셈

∙2월 확률

∙3월 측정 : 길이, 높이, 거리, 시간

∙4월 측정 : 넓이, 부피 그리고 무게

∙5월 / 6월 큰 수 탐구하기

2013년 발행

46배판ㆍ424면ㆍ25,000원

ISBN 978-89-8172-964-6

세계 수학교육 사상사 입문 
‖김용태 ‖

∙고대 수학교육 

∙중세와 근대의 수학교육사 

∙페스탈로찌 수학교육사상 

∙20세기 초의 수학교육개혁 운동 

∙산술교수 이론 

∙발견학습이론 

∙라끌라의 교과서 

∙듀이의 수학교육 철학 

∙듀돈네의 수학교육 개혁을 위한 제안 

∙유클리트 원론과 부르바키 원론 

∙문제해결 이론 

∙현대의 수학학습 심리학 

2010년 발행

변형판ㆍ260면ㆍ17,000원

ISBN 978‒89‒8172‒861‒8
978-89-8172-836-6(세트)

구성주의 수학교실 
2학년

‖Nancy Litton 저
김진호 ․ 남미선 ․ 안희진 역 ‖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9월 친해지기

∙10월/11월 자리값의 이해

∙12월 범주형 자료의 수집

∙1월 기 하

∙2월/3월 덧셈과 뺄셈

∙4월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얻은 결과물들 검토하기

∙5월/6월 측정 그리고 작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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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변형판ㆍ288면ㆍ24,000원

ISBN 978‒89‒8172‒882‒3
978-89-8172-836-6(세트)

구성주의 수학교실 
3학년

‖ Suzy Ronfeldt 저
김진호·유대현·이진경 역 ‖

∙역자서문 / 추천사 / 저자서문 

∙학생들을 맞이하기 전에  

∙9월/10월  덧셈과 뺄셈 

∙10월/11월  곱셈 소개하기 

∙12월  평면도형 

∙1월  나눗셈 도입 

∙2월  분수 탐구하기 

∙3월  덧셈과 뺄셈 후속활동 

∙4월  곱셈과 나눗셈 후속활동 

∙5월/6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후기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1년 발행

신국판ㆍ294면ㆍ18,000원

ISBN 978-89-8172-886‒1

초등수학 지도를 위한 

수학 
‖이대현·임근광·성창근 ‖

∙수학교육과 수학의 이해 

∙자연수 지도

∙분수와 소수 지도 

∙연산 지도 

∙집합과 논리 지도 

∙도형 지도 

∙작도의 지도 

∙측정 지도 

∙확률과 통계 지도 

∙방정식 지도 

∙함수의 지도 

2008년 발행

46배판ㆍ494면ㆍ28,000원

ISBN 978-89-8172-739-0

초등학교수학을 따라가는 

수 학
‖정상권 ‖

∙논리와 함수 ∙자연수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 수 ∙소 수

∙측 정 ∙확 률

∙통 계 ∙기 하

∙작도와 변환 ∙부록-교육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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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발행

46배판ㆍ304면ㆍ20,000원

ISBN 978-89-8172-914-1

초등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초등수학지도
‖김용태 ․ 황우형 ․ 이중권 ‖

∙수학교과란 무엇인가? 

∙수학학습내용의 이해도 진단 

∙개념 테스트 

∙오류 유형 

∙오류 처방 이론 

∙오류 처방지도의 실제 

∙오류교정을 위한 면담 방법 

∙수학에 대한 태도측정표 

∙학습형태 목록표 

2010년 발행

46배판ㆍ304면ㆍ17,000원

ISBN 978-89-8172-854-0

수학적 창의력 업그레이드 

선생님, 
이산수학이 뭐예요?

‖최근배 ․ 안선영 ‖
∙비둘기집의 원리 ∙이중계수 문제

∙모임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그래프 기초 ∙한 붓 그리기 

∙최단경로 문제 ∙최소연결 문제 

∙정다면체의 분류 ∙직사각형 구조물 

∙채색 문제 ∙사다리 타기 

∙무게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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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46배판ㆍ128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19-9

초등수학 실험시리즈 1

수학원리탐구의 ABC 

초등학교 1 & 2학년
‖김민경 ․ 김형은 ․ 김혜원 ‖

 수학 원리 탐구의 이론적 고찰
∙RME

∙수학적 모델링

∙수학 교육에서 원리 탐구의 역할

∙수학과 수업 모형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의 개발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의 개요

∙1학년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의 실제

∙2학년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 활동지
∙1학년 활동지

∙2학년 활동지

2010년 발행

46배판ㆍ194면ㆍ13,000원

ISBN 978-89-8172-864-9

초등수학 실험시리즈 4

수학적 모델링 초등수학 중심으로

‖김민경 ‖
제 I 부  수학적 모델링의 기초연구
∙수학적 모델링의 개념

∙수학적 모델링의 모형 및 절차 

∙수학적 모델링의 국외 사례 

∙수학적 모델링의 국내 사례 

∙교과서 사례 분석 

제 II 부  수학적 모델링 프로그램 설계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교사의 요구 분석 

∙수학적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구성방향 

제 III 부  수학적 모델링 프로그램 실제 및 
적용 사례 

∙4학년 사례 ∙5학년 사례 

∙6학년 사례 

2010년 발행

46배판ㆍ146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20-5

초등수학 실험시리즈 2

수학원리탐구의 ABC 

초등학교 3 & 4학년
‖김민경 ․ 이효순 ․ 김은경 ‖

 수학 원리 탐구의 이론적 고찰
∙RME

∙수학적 모델링

∙수학 교육에서 원리 탐구의 역할

∙수학과 수업 모형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의 개발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의 개요

∙3학년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의 실제

∙4학년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 활동지
∙3학년 활동지

∙4학년 활동지

2014년 발행

신국판

초등수학 실험시리즈 5

수학적 창의성 증진을 위한

수학 실험 수업 지도서
‖김민경 ‖

∙수학적 창의성 증진 수학 실험 수업 

설계의 이론적 기초

∙4학년 수학 실험 수업 설계

∙5학년 수학 실험 수업 설계1

∙6학년 수학 실험 수업 설계

2010년 발행

46배판ㆍ164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21-2

초등수학 실험시리즈 3

수학원리탐구의 ABC 

초등학교 5 & 6학년
‖김민경 ․ 홍소진 ․ 홍지연 ‖

 수학 원리 탐구의 이론적 고찰
∙RME ∙수학적 모델링

∙수학 교육에서 원리 탐구의 역할

∙수학과 수업 모형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의 개발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의 개요

∙5학년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의 실제

∙6학년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

 수학 원리 탐구 프로그램 활동지
∙5학년 활동지 ∙6학년 활동지

2010년 발행

46배판ㆍ302면ㆍ17,000원

ISBN 978-89-8172-834-2

대학수학의 기초
‖김판수 ․ 박종서 ․ 최창우 ‖

∙집합과 논리

∙관 계

∙함 수

∙수 체계

∙정수의 성질

∙대수계

∙유클리드 기하

∙도형의 변환

∙도형에서의 몇 가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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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46배판ㆍ388면ㆍ22,000원

ISBN 978-89-8172-703-1

교사를 위한 교양수학
‖김용태 ․ 안병곤 ‖

∙집합 ∙관계

∙함수 ∙논리

∙수의 개념 ∙군, 환, 체

∙Euclid 기하학과 비 Euclid 기하학

∙도형의 변환 ∙확률

∙통계 ∙부록

1996년 발행

신국판ㆍ264면ㆍ7,000원

ISBN 89-8172-338-9

초등수학교육
‖Richard R.Skemp 저

김판수 ․ 박성택 역 ‖
A부
∙수학은 왜 여전히 문제 교과인가?

∙지력과 이해

∙수학적 개념 형성

∙수학적 지식의 구성

∙수학적 기호 표현의 이해

B부
∙활동의 시작

∙초등 수학의 내용과 구조

∙지적 학습의 관리

∙학습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

∙전문성의 신장

2009년 발행

46배판ㆍ224면ㆍ12,000원

ISBN 978-89-8172-769-7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수학 기초론
‖김해규 ․ 최근배 ․ 현종익 ‖

∙수학의 언어 

∙관 계 

∙함 수 

∙집합족과 함수 

∙기수와 순서 

∙유리수 

∙행 렬 

∙행렬식 
2005년 발행

신국판ㆍ656면ㆍ20,000원

ISBN 89-8172-529-2

New 수학영한사전
‖박재균 편 ‖

본 수학영한사전은 어휘와 관용어의 완벽

을 기하고, 항상 사용이 편리하도록 부록에 

수학관련 공식과 수표들을 실어 수학을 전

공하는 수학도는 물론 이공학도뿐만 아니

라 수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사전으로서 더 없이 좋은 

가이드북이다.

2013년 발행

46배판변형ㆍ480면ㆍ33,000원

ISBN 978‒89‒8172‒976‒9
         978‒89‒8172‒973‒8 (세트)

장애인 의사소통 및 교육 시리즈 ∙ 3
장애학생 수학교육

‖Benny F. Tucker, Ann H. 
Singleton, Terry L. Weaver 저

김민경 ․ 김선영 ․ 김영표 ․ 박세은

신현기 ․ 원성옥 ․ 이병혁 ․ 이필상

정희선 ․ 허일 역 ‖
∙교수 활동: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기초 

∙교실 내 다양성: 다양한 개인별 요구 

∙수업 설계: 다양한 교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업 창안하기 

∙초기 수학: 아동기의 수학 학습 

∙자연수와 명수법: 수량 명명하기와 쓰기 

2012년 발행

46배판ㆍ202면ㆍ10,000원

ISBN 978-89-968148-3-2

교우미디어 발행

[교우수학놀이공원 6] 

참 좋은 수학 I 
‖오관용 ‖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계산기보다 머리셈이 빠르다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신비한 숫자의 세계를 찾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모빌이 수평이 되게 하려면 

∙복잡한 문제의 해결 전략은 

∙모양과 크기가 같게 나누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는 방법은 

∙어느 것부터 어디에 조립해야 하지 

∙어떻게 나누고 붙여야 하지 

∙접었다 펼친 곳을 자른 모양은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하지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은 

∙ 덧셈과 뺄셈: 양의 결합과 분리 

∙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 같은 크기의 집단을 합치기와 주어진 양을 같은 

크기의 집단으로 나누기 

∙ 분수: 1보다 작은 단위로 배우기 

∙ 소수와 백분율: 1보다 작은 십진법 단위를 공부하고 100분의 1을 

공통분모로 사용하기 

∙ 측정: 어떤 수량에 어떤 수 배정하기

∙ 기하: 도형의 명칭과 특성의 학습

∙ 자료 분석 및 확률: 자료로부터의 정보 수집과 가능성 측정하기

∙ 효과적인 연습: 연습과 재미를 위한 게임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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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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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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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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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ㆍ200면ㆍ10,000원

ISBN 978-89-968148-4-9

교우미디어 발행

[교우수학놀이공원 7] 

참 좋은 수학 II 
‖오관용 ‖

∙거울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하려면 

∙생각의 꼬리를 물고 

∙조건에 맞게 수막대를 배치하려면 

∙한 쌍의 삼각자로 잴 수 있는 각은 

∙길이가 같은 것을 찾는 방법은 

∙점이 움직인 길을 어떻게 나타낼까 

∙프로그램과 로봇 통과 방법은 

∙두 세트의 탱그램 도구로 만든 동물은 

∙마방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윗접시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나누려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간을 이용한 문제해결방법은 

∙숫자 암호를 어떻게 만들지 

∙과학과 수학의 만남은 

2014년 발행

교우미디어 발행

교우수학놀이공원 03

홍쌤의 
수학 톡하자 3 입체도형과 확률

‖홍선호 ‖

2012년 발행

신국판ㆍ286면ㆍ13,000원

ISBN 978-89-968148-1-8

교우미디어 발행

교우수학놀이공원 01

홍쌤의 
수학 톡하자 1 수와 평면도형

‖홍선호 ‖
∙수

∙수와 연산

∙연산

∙각과 각도

∙삼각형

∙사각형

∙원

2014년 발행

교우미디어 발행

교우수학놀이공원 04

홍쌤의 
수학 톡하자 4 측정과 규칙찾기

‖홍선호 ‖

2014년 발행

교우미디어 발행

교우수학놀이공원 02

홍쌤의 
수학 톡하자 2 소수와 비

‖홍선호 ‖
∙배수

∙약수

∙분수

∙소수

∙관계와 비

∙비율

∙비례식

∙연비

2014년 발행

교우미디어 발행

교우수학놀이공원 05

홍쌤의 
수학 톡하자 5 방정식과 함수

‖홍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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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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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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발행

Cengage Larning

38,000원

ISBN 978-0-470-50577-9

Statistics (6/e)

Principles and Methods, 6th Edition 
International Student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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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McGraw-Hill 

42,000원

ISBN 978-0071317030

Elementary Statistics: 
A Step by Step Approach 

(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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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Chi-Square Tests

∙Analysis of Variance

∙Nonparametric Statistics

∙Sampling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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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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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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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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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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발행

Prentice-Hall

35,000원

ISBN 0-13-010734-4

Elementary Statistics 
(Picturing the World) (2/e)

‖ Larson Farber ‖
∙ Introduction to Stat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fidence Intervals

∙Hypothesis Testing With One 

∙Sample

∙Hypothesis Testing With Two 

Samples

∙Correlation and Regression

∙Chi-Square Tests and the 

F-Distribution

∙Nonparametri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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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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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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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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relation     ∙Linear Regression     ∙ Inferential Statistics 

∙ Random Sampling and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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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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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발행

Wadsworth Publishing

38,000원

ISBN 978-0495501107

Applied Statistics (7/e)

for Public and Nonprofi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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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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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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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Cengage Larning

42,000원

ISBN 9781111058852 

Introduction to 
Business Statistics (7/e)

‖Ronald M. Weiers ‖
Part I: BUSINESS STATISTICS: 

INTRODUCTION AND BACKGROUND.

∙A Preview of Business Statistics.

∙Visual Description of Data.

∙Statistical Description of Data.

∙Data Collection and Sampling 

Methods.

Part II: PROBABILITY.

∙Probability: Review of Basic 

Concepts.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강의자료 제공

2009년 발행

Cengage Larning

40,000원

ISBN 978-0-495-38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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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III: SAMPLING DISTRIBUTIONS AND ESTIMATION.
∙ Sampling Distributions. ∙ Estimation from Sample Data.
Part IV: HYPOTHESIS TESTING.
∙ Hypothesis Tests Involving a Sample Mean or Proportion.
∙ Hypothesis Tests Involving Two Sample Means or Proportions.
∙ Analysis of Variance Tests. ∙ Chi-Square Applications.
∙ Nonparametric Methods.
Part V: REGRESSION, MODEL BUILDING, AND TIME SERIES.
∙ Simple Linear Regression and Correlation.
∙ Multiple Regression and Correlation.
∙ Model Building.
∙ Models for Time Series and Forecasting.
Part VI: SPECIAL TOPICS.
∙ Decision Theory.
∙ Total Quality Management.
∙ Ethics in Statistical Analysis and Reporting (online chapter).

2013년 발행

Kyo Woo Sa

18,000원

ISBN 978-89-8172-945-5

Essential for Statistics
CALCULUS
‖HUH, Myung-Hoe ․ CHOI, Taeryon ‖
∙1 Functions and Sequences

∙2 Differentiation

∙3 Integration

∙4 Infinite Series

∙5 Partial Differentiation

∙6 Double Integration

∙A Using R for Calc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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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Cengage Learning

45,000원

ISBN 0-495-06441-6

Fundamentals of 
Biostatistics (7/e)

‖Bernard Rosner ‖
∙General Overview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Estimation

∙Hypothesis Testing: One-Sample 

Inference

∙Hypothesis Testing: Two-Sample 

Inference

∙Nonparametric Methods

∙Hypothesis Testing: Categorical Data

∙Regression and Correlation Methods 

∙Multisample Inference

∙Design and Analysis Techniques for Epidemiologic Studies

∙Hypothesis Testing: Person-Time Data

∙Tables 

∙Answers to Selected Problems

∙Flowchart: Methods of Statistical Inference 

∙ Index of Data Sets

∙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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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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행

Wiley, John & Sons

40,000원

ISBN 0-471-48971-9

Environmental 
Statistics

‖VIC BARNETT ‖
Written inm an accessible style by a 

leading authority on the subject, 

Environmental Statistics Provides a 

broad overview of the statistical 

methodology used in the study of the 

environment. It serves as both a 

text-book for students of 

environmental statistics, as well as a 

compehensive source of reference for 

anyone working in statistical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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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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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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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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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Kyo Woo Sa

20,000원

ISBN 978-89-8172-667-6

Probability Theory 
(for Actuarial Mathematics)

‖ Jai Heui Kim ‖
Part 1. Probability Theory 
∙ Introduction to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Their 

Probability Distributions

∙ Joint and Conditional Distributions

∙Functions of Random Variables

∙Applications to Loss Distributions 

and Insurance 

Part 2. SOA/CAS Sample Questions
∙Bibliography

강의자료 제공

2008년 발행

Cengage Learning

42,000원

ISBN 0-495-38508-5

Mathematical Statistics 
(7/e)

‖Wackerly Mendenhall Scheaffer ‖
∙What is Statistics?

∙Probability

∙Discrete Random Variables and Their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tinuous Variables and Their 

Probability Distributions

∙Multiva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s

∙Functions of Random Variables

∙Sampling Distributions and the 

Central Limit Theorem

∙Estimation

∙Properties of Point Estimators and Methods of Estimation

∙Hypothesis Testing

∙Linear Models and Estimation by Least Squares 

∙Considerations in Designing Experiments

∙The Analysis of Variance 

∙Analysis of Categorical Data

∙Nonparametric Statistics

∙ Introduction to Bayesian Methods for Inference

∙Matrices and Other Useful Mathematical Results

∙Common Probability Distributions, Means, Variances, and 

Moment-Generating Functions

∙Tables

2005년 발행

Elsevier

40,000원

ISBN 0-12-599022-7

An introduction to 

Measure-Theoretic 
Probability

‖George G. Roussas ‖
∙Certain Classes of Sets, 

Measurability, ansd Pointwise 

Approximation

∙Definition and Construction of a 

Measure and Its Basic Properties 

Some Modes of Convergence of 

Sequences of Random Variables and 

Their Relationships

∙The Integral of a Random Variable and 

Its Basic Properties

∙Standard Convergence Theorems, 

the Fubini Theorem

∙Standard Moment and Probability 

Inequalities, Convergence in theth 

Mean and Its Implications 2007년 발행

Cengage Learning

38,000원

ISBN 0-495-11022-1

Modern Mathematical 
Statistics With 
Applications

‖Devore Berk ‖
∙ Overview and Descriptive Statistics

∙ Probability

∙ Discrete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 Continuous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s

∙ Statistics and  Sampling 

Distributions

∙ The Hahn-Jordan Decomposition Theorem, the Lebesgue 

Decomposition theorem, and the Radon-Nikodym

∙Distribution Functions and Their Basic Properties, Helly-Bray Type 

Results

∙ Conditional Expectation and Conditional Probability, and Related 

Properties and Results

∙ Independence

∙ Topics from the Theory of Characteristic Functions

∙ The Centrl Limit Problem : 

   The Centered Case

∙ The Central Limit Problem : The Noncentered Case

∙ Topics from Sequences of Independent Random Variables

∙ Topics from Ergodic Theory

∙ Appendix

∙ Selected References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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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ression and Correlation

∙Goodness-of-Fit Tests and Categorical Data Analysis

∙Alternatibve Approaches to Inference

∙Appendix Tables 

∙Answers to Odd-Numbered Exercises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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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0-534-34974-9

Analyzing 
Multivariate Data

‖ James Lattin
Paul E. Green

J. Douglas Carroll ‖
∙ Introduction

∙Vectors and Matrices

∙Regression Analysis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ultidimensional Scaling

∙Cluster Analysis

∙Canonical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Latent Variables

∙Analysis of Variance

∙Discriminant Analysis

∙Logit Choice Models

∙Statistical Tables

∙Bibliography

∙ Index 

2004년 발행

Thomson

38,000원

ISBN 978-0-534-38775-4

Introduction to Modern 
Nonparametric 
Statistics

‖ James J. Higgins ‖
∙Preliminaries 

∙One-Sample Methods 

∙Two-Sample Methods 

∙K-Sample Methods 

∙Paired Comparisons and Blocked 

Designs 

∙Tests for Trends and Association 

∙Multivariate Tests 

∙Analysis of Censored Data 

∙Nonparametric Bootstrap Methods 

∙Multifactor Experiments 

∙Smoothing Methods and Robust 

Model Fitting 

∙Appendix 

∙References 

∙ Index 

2008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0-495-11877-X

Introduction to 
Statistics & Data 
Analysis (3/e)

‖Peck Olsen Devore ‖
∙The Role of Statistics and the Data 

Analysis Process

∙Collecting Data Sensibly

∙Graphical Methods for Describing 

Data

∙Numerical Methods for Describing 

Data

∙Summarizing Bivariate Data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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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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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pling Variability and Sampling Distributions

∙ Estimation Using a Single Sample

∙ Hypothesis Testing Using a Single Sample

∙ Comparing Two Populations or Treatments

∙ The Analysis of Categorical Data and Goodness-of-Fit Tests

∙ Simple Linear Regression and Correlation: Inferential Methods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Analysis of Variance 

∙ Nonparametric(Distribution-Free) Statistical Methods

∙ Statistical Tables

∙ References

∙ Answers to Selected Odd-Numbered Exercises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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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Cengage Learning

42,000원

ISBN 0-495-38498-4

Applied Regression 
Analysis and Other 
Multivariable Methods 

(4/e)

‖Kleinbaum Kupper Nizam Muller ‖
∙Concepts and Examples of Research

∙Classification of Variables and The 

Choice of Analysis

∙Basic Statistics: A Review

∙ Introduction to Regression Analysis

∙Straight-Line Regression Analysi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raight-Lin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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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alysis-of-Variance Table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General Considerations

∙ Testing Hypotheses in Multiple Regression

∙ Correlations: Multiple, Partial, and Multiple Partial

∙ Confounding and Interaction in Regression

∙ Dummy Variables in Regression

∙Analysis of Covariance and Other Methods for Adjusting Continuous Data

∙ Regression Diagnostics

∙ Polynomial Regression

∙ Selecting The Best Regression Equation

∙ One-Way Analysis of Variance

∙ Randomized Blocks: Special Case of 

∙ Two-Way Anova

∙ Two-Way Anova With Equal Cell Numbers

∙ Two-Way Anova With Unequal Cell Numbers

∙ 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Polytomous an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 Poisson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of Correlated Data Part 1: The General Linear Mixed Model

∙Analysis of Correlated Data Part 2: Random Effects and Other Issues

∙ Sample Size Planning for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and 

Analysis of Variance

∙ Appendix A-Tables

∙Appendix B-Matri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Regression Analysis

∙ Appendix C-Answers to Selected Problems

∙ Index

Part 2. Multiple Linear Regression
∙ Multiple Regression 1

∙ Multiple Regression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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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발행

Wiley, John & Sons 

40,000원

ISBN 0-471-41540-5

Linear Regression 
Analysis (2/e)

‖G.A.F.Seber ․ Alan J. Lee ‖
∙Provides up-to-date accounts 

of com-putational methods 

and algorithms currently in use 

without getting entrenched in 

minor computing details.

∙Features expanded coverage of 

diagnostics and methods of 

model fitting. 

∙Requires no specialized knowl-

edge beyond a good grasp of 

matrix algebra and some ac-

quaintance with straight-line 

regression and simple analysis 

of variance models.

∙Offers more than 200 problems 

throughout the book plus outline 

solutions for the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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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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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행

Wiley, John & Sons 

40,000원

ISBN 0-471-41255-4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aymond H. Myers

Douglas C. Montgomery ‖
Anyone who deals with designing 

experiments,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modeling of data, and especially 

product or process improvement, 

including optimization, should have 

this book as a reference. 
2009년 발행

Cengage Learning

40,000원

ISBN 978-0-495-11084-2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2/e)

‖ Sharon L. Lohr ‖
∙ Introduction 

∙Simple Probability Samples 

∙Stratified Sampling 

∙Ratio and Regression Estimation 

∙Cluster Sampling with Equal 

Probailities 

∙Sampling with UneQual Probabilities 

∙Complex Surveys 

∙Nonresponse 

∙Variance Estimation in Complex Surveys 

∙Categorical Data Analysis in Complex Surveys 

∙Regression with Complex Survey Data 

∙Two-Phase Sampling 

∙Estimating Population Size 

∙Rare Populations and Small Area Estimation 

∙Survey Quality 

∙Probability Concepts Used in Sampling

2006년 발행

Cengage Learning

35,000원

ISBN 978-0840053619 

Elementary Survey 
Sampling (6/e)

‖Richard L. Scheaffer
William Mendenhall

R. Lyman Ott ‖
∙ Introduction

∙Elements of the Sampling Problem

∙Some Basic Concepts of Statistics

∙Simple Random Sampling

∙Stratified Random Sampling

∙Ratio, Regression, and Difference 

Estimation 

∙Systematic Sampling

∙Cluster Sampling

∙Two-Stage Cluster Sampling 

∙Estimating the Population Size

∙Supplemental Topics

∙Summary

∙Appendix(A~D)

∙Selected Answers

∙ Index

2004년 발행

Wiley, John & Sons 

30,000원

ISBN 0-471-48348-6

Survey Methodology
‖Robert M. Groves

Floyd J. Fowler

Mick P. Couper ‖
∙Comprehensive. This invaluable 

tome encompasses a broad spec-

trum of topice.  

∙Honest. The “Do’s and Don’ts” of 

the field are emphasized by way of vi-

gnettes throughout.

∙Balanced. Both theory and practice 

are emphasized when and where 

appropriate.

∙ Inclusive. New and novel topics such 

as the web, mixed modes, tailoring, 

and self-applications are br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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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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sof the 

source on total survey error

∙ Implications of improving survey 

quality for organizational manage-

ment and costs.
2001년 발행

McGraw-Hill

256면 / 28,000원

ISBN 978-0071348522

Schaum's Outline Series  

Statistics and 
Econometrics (2/e)

‖Dominick Salvatore

Derrick Reagle ‖
∙ Introduction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Statistical Inference: Estimation 

∙Statistical Inference: Testing 

Hypotheses 

∙Simple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urther Techniques and Applications in Regression Analysis 

∙Problems in Regression Analysis 

∙Simultaneous-Equations Methods 

∙Time Series Methods 

∙Computer Applications in Econometrics 

∙Binomial Distribution 

∙Poisson Distribution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Table of Random Numbers 

∙Student's Distribution 

∙F Distribution 

∙Durbin-Watson Statistic 

∙Wilcoxon W 

∙Kolmogorov-Smirnov Critical Values 

∙ADF Critical Values 

∙Data Sources on the Web 

2005년 발행

Wiley, John & Sons 

40,000원

ISBN 0-471-65605-4

Next Generation of 
Data-Mining 
Applications

‖Mehmed M. Kantardzic

Jozef Zurada ‖
∙ Industrial Applications

∙Business Applications 

∙Science and Engineering 

Applications

∙Bioinformatics and Biotechnology 

Applications

∙Medical and Pharmaceutical 

Applications

∙Web and Text-Mining Applications

∙Security Applications

∙New Trends In Data-Mi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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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행

신국판ㆍ280면ㆍ16,000원

ISBN 978-89-8172-835-9

통계로 읽는 사회와 경제
‖조재근 ‖

∙사회적 생산물로서의 통계 

∙인구 

∙노동 

∙물가와 소득 

∙소득분배와 빈곤 

2014년 발행

Statistics (6/e)

principle & methods 
‖Richard A. Johnson 저

강석복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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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발행

46배판ㆍ248면ㆍ13,000원

ISBN 89-8172-301-X

통계적 탐구
‖김기영 외 ‖

제1부 자료의 생산
∙표본조사

∙실험

∙측정

제2부 자료의 정리
∙자료의 표현

∙연관관계

∙지수에 대한 이해

제3부 자료에서 얻는 결론
∙확률

∙통계적 추론

웹사이트 : 해답 ․ 학습자료 제공

2013년 발행

46배판변형ㆍ714면ㆍ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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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294면ㆍ19,000원

ISBN 978-89-8172-669-0

통계적 탐구 제2판

‖김기영 ․ 박유성 ․ 송석헌 ․ 이재원 ․
장인식 ․ 전명식 ․ 허명회 ‖

제1부 자료의 생산
∙표본조사

∙실험

∙측정

제2부 자료의 탐구
∙자료의 기술과 분포

∙연관관계

∙지수의 이해

제3부 확률과 통계적 추론
∙확률

∙통계적 추론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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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연습문제 풀이 CD 제공

2012년 발행

46배판ㆍ212면ㆍ12,000원

ISBN 978-89-8172-239-5

인터넷 시대의 

생활속의 통계학
‖이기원 ‖

∙통계학과 통계(숫자)

∙문제파악

∙자료수집 : 실험계획

∙자료수집 : 관찰연구

∙선거 여론 조사의 발달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 요약

∙숫자를 이용한 자료의 요약

∙상관과 회귀
해답 CD 제공

2011년 발행

46배판ㆍ498면ㆍ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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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발행

46배판ㆍ284면ㆍ20,000원

ISBN 978-89-8172-811-3

증보판

직무적성평가(자료해석)대비 

수리 ․ 통계적 사고
‖김수택 ‖

∙수리

∙통계적 사고 

∙자료의 수집 

∙자료의 기술 

∙백분율과 지수의 이해 

∙관계의 표현 

∙확률과 기댓값 

∙명제와 논리연산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1년 발행

46배판ㆍ578면ㆍ29,000원

ISBN 89-8172-103-3

새일반통계학 개정판

‖고승곤 ․ 양완연 ․ 오현숙 ‖
∙통계학의 개요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의 생성

∙집합과 확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여러가지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

∙가설검정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분산분석

∙범주형 자료분석

∙비모수적 추론

∙부록 연습문제 해답

2012년 발행

46배판ㆍ176면ㆍ10,000원

ISBN 978-89-8172-580-8

통계적 사고 제2판

‖허명회 ‖
∙우연과 확률

∙표본조사

∙실험연구 또는 관측연구

∙자료 기술

∙통계적 추론 1 : 수리적 방법

∙통계적 추론 2 : 몬테칼로 방법

∙통계적 사고, 영역과 적성

2008년 발행

46배판ㆍ334면ㆍ17,000원

ISBN 978-89-8172-663-8

생활속에서의 

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개정판

‖배현웅 ‖
∙자료의 정리와 특성 분석

∙이변량 자료의 관련성 분석

∙표본추출 방법

∙확률의 이해

∙확률분포의 이해

∙생활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확률분포

∙표본분포의 이해

∙가설검정의 이해

∙범주형 자료의 검정

∙통계학의 적용 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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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46배판ㆍ544면ㆍ26,000원

ISBN 978-89-957174-4-8

사회통계학 원리와 실제 제4판

‖Knoke. Bohrnstedt
Alisa Potter Mee 저

장상희 ․ 이상문 역 ‖
∙기본개념과 측정

∙통계적 추리

∙두 변인관계 분석

∙다변인 모델

∙고급 통계

∙부록 
2010년 발행

46배판ㆍ250면ㆍ13,000원

ISBN 89-8172-540-3

알기쉬운 통계적 원리 개정판

‖최  원 ‖
∙자료의 정리

∙확률의 소개

∙확률분포의 기초

∙기댓값

∙주요한 확률분포들

∙표본분포

∙추정

∙가설검정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연습문제 해답

강의자료 제공

2012년 발행

크라운판ㆍ332면ㆍ18,000원

ISBN 89-8172-157-2

통계학 입문 개정판

‖오혜영 ‖
∙자료의 정리 ∙대푯값

∙산포도 ∙확률

∙확률분포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 ∙검정

∙두 모집단의 비교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시계열

∙부록

∙연습문제 해답

∙부록: SAS 문법, SAS 실습

2011년 발행

46배판ㆍ241면ㆍ13,000원

ISBN 978-89‒8172‒880‒9

기초통계학
‖김영훈·신재경·고정환 ‖

∙기술통계 – 표와 그래프 

∙기술통계 – 대표값 

∙확률과 확률분포 

∙통계적 추론 

∙모평균에 관한 추론 

∙모평균차에 관한 추론 

∙대응표본에서의 추론 

∙분산분석

∙모비율에 관한 추론 

∙범주형 자료분석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부록

2013년 발행

46배판ㆍ368면ㆍ22,000원

ISBN 978‒89‒8172‒950‒9

통계학 개론
‖나종수 ․ 이영천 ‖

∙통계학의 개요 

∙자료의 분리와 정리 

∙자료의 요약 

∙확률 

∙확률변수 

∙기본적인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 

∙가설검정 

∙두 모집단에 관한 통계적추론 

∙표본추출법 

∙비모수적방법 

∙선형회귀와 선형상관 

∙분산분석 

∙시계열분석법

2003년 발행

46배판ㆍ374면ㆍ18,000원

ISBN 89-8172-394-X

간추린 통계학
‖유동선 ․ 최승회 ‖

∙통계의 기초

∙확 률

∙확률변수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 정

∙가설검정

∙분산분석

∙비모수검정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연습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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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46배판ㆍ260면ㆍ14,000원

ISBN 89-8172-156-4

기초통계학
‖박광박 ․ 최태순 ‖

∙자료의 정리

∙대푯값

∙산포도

∙확률이론

∙확률변수

∙확률분포

∙표본분포

∙통계적 추정

∙통계적 가설검정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분산분석

∙시계열 분석

2004년 발행

크라운판ㆍ436면ㆍ20,000원

ISBN 89-8172-141-6

현대통계학의 이해 제2판

‖김상오 외 ‖
제1부 이론공통분야
∙서론 ∙통계자료의 기술

∙대푯값 ∙산포도

∙확률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표본분포

∙신뢰구간

∙두 모집단의 신뢰구간

∙가설검정(Ⅰ) ∙가설검정(Ⅱ)

제2부 응용분야
∙분산분석 ∙회귀와 상관

∙다중회귀분석 ∙시계열 분석

2011년 발행

46배판ㆍ418면ㆍ23,000원

ISBN 978-89-8172-641-6

통계학의 개념과 응용 개정판

- R프로그램 활용 -

‖김연형 ‖
∙인식의 문제와 통계적 인식 

∙통계조사 ∙실험과 측정 

∙측정데이터의 요약과 표현 

∙확률의 이해 

∙모집단분포 ∙표본분포 

∙측정변수들의 관계 

∙불확실성하의 추정 

∙통계적 유의성 검정 

∙분산분석 

∙범주형 자료 및 카이제곱 검정 

∙시계열과 지수 

∙부록A ∙부록B 

∙연습문제 풀이 ∙찾아보기

2003년 발행

46배판ㆍ250면ㆍ12,000원

ISBN 89-8172-383-4

알기쉬운 실무통계학
‖김민철 ‖

∙기술통계

∙확률이론 및 분포

∙모평균에 대한 가설검정

∙두 모집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

∙ANOVA 분석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카이자승 검정

2007년 발행

46배판ㆍ466면ㆍ24,000원

ISBN 978-89-8172-177-0

실용통계학
‖최종덕 ‖

∙자료의 정리 방법

∙자료의 통계적 측도

∙확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이산형 확률분포

∙연속형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과 검정의 개념

∙계량치의 추정과 검정

∙계수치의 추정과 검정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분산분석

∙시계열 분석

2002년 발행

46배판ㆍ486면ㆍ22,000원

ISBN 89-8172-327-3

전산통계학
(각종 국가시험대비 지침서)

‖박재균 ‖
∙통계서설 ∙통계자료

∙대표치 ∙산포도

∙확률 ∙확률분포

∙표본분포 ∙통계적 추정

∙통계적 가설검정

∙상관관계와 회귀관계

∙분산분석 및 분할표 검정

∙시계열 및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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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46배판ㆍ471면ㆍ30,000원

ISBN 978‒89‒8172‒900-4

한국수학교육학회 수학교사 시리즈 9

교사를 위한 
확률과 통계학

‖김원경 ‖
∙확률론과 통계학의 역사 

∙기술통계 

∙경우의 수 

∙확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결합확률분포 

∙표본분포 

∙통계적 추정 

∙가설검정 

∙분산분석 

∙범주형 자료의 분석 

∙상관과 회귀분석 

2010년 발행

크라운판ㆍ176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47-2

확률과 통계
‖이현덕 ‖

∙확률공간 ∙조건부 확률

∙독립성 ∙확률변수

∙분포 함수 ∙이산 확률변수

∙연속 확률변수 ∙확률변수의 함수

∙결합 확률분포

∙적률－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공분산, 상관계수

∙확률변수의 독립성

∙정규 분포

∙Markov부등식, Chebyshev부등식

∙대수의 법칙 ∙적률 생성함수

∙특성 함수 ∙중심 극한 정리

∙조건부 확률분포와 조건부 기댓값

∙추  정 ∙가설의 검정

∙부록 ∙연습문제 풀이

2013년 발행

변형판ㆍ398면ㆍ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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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발행

46배판ㆍ780면ㆍ37,000원

ISBN 978-89-6218-307-8

경영경제통계학 제7판

‖Ronald M. Weiers 저

신준용 ․ 안성만 ․ 송한식 역 ‖
∙경영통계에 대한 소개

∙데이터의 시작적 묘사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데이터 수집과 표본추출 방법

∙확률: 기초개념 ∙이산 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표집분포 

∙표본 자료를 이용한 추정 

∙표본평균과 표본비율을 이용한 가설검증 

∙두 개의 표본의 평균 혹은 비율을 이용한 

가설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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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분석검정 ∙ 카이제곱 검정의 응용 

∙비모수적 방법 ∙ 단순선형회귀분석과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과 상관관계 ∙ 모형의 구축 

∙시계열모형과 예측모형 ∙ 의사결정 이론 

∙종합적 품질관리 

2013년 발행

46배판ㆍ256면ㆍ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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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행

46배판ㆍ446면ㆍ24,000원

ISBN 978-89-8172-438-2

경상계열을 위한 
통계학의 이해

‖탁충습 ‖
∙서론  ∙자료의 분석과 정리

∙기술통계-분포의 특성과 자료의 요약

∙확률이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표본분포와 중심극한정리

∙추정이론  ∙가설검정

∙단일 모집단의 평균과 비율에 관한 
가설검정추정 이론

∙두 모집단의 평균과 비율에 대한 가설검정

∙모집단의 분산에 관한 가설검정

∙회귀분석 ∙회귀분석의 통계적 추론

∙보론 다중회귀분석 ∙분산분석  ∙시계열 분석

∙비모수 검정  ∙부록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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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행

46배판ㆍ122면ㆍ7,000원

ISBN 89-8172-550-0

의학연구를 위한

기초통계방법론
‖김선우 ‖

∙통계학과 통계학의 필요성

∙자료 분석에 앞서

∙연구설계의 종류

∙자료의 형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변수와 확률변수, 확률분포

∙통계분석 방법

∙자료입력방법과 통계소프트웨어 수행
2012년 발행

46배판 ㆍ272면ㆍ18,000원

ISBN 978-89-8172-748-2

게임과 스포츠 통계 개정판
GAMBLING AND SPORT

‖KyungJin Byun ․ 이해용 ‖
∙게임이란? 

∙게임에 필요한 기본통계

∙게임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

∙로터리(Lottery)와 로또(Lotto)게임

∙카드 게임 ∙주사위 게임

∙그룹 게임 ∙휠 게임

∙릴 게임 ∙스포츠 게임

∙스포츠와 통계

∙스포츠통계의 활용 예

∙참고문헌 ∙부 록

∙연습문제 해답 ∙찾아보기

2009년 발행

46배판ㆍ360면ㆍ20,000원

ISBN 89-8172-350-8

생명과학 ․ 의학 ․ 보건학을 위한

통계학 개정판

‖염준근 ․ 김주환 ․ 조태경 ‖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데이터 ∙모집단과 표본

∙그래프 표현 ∙수치 표현

∙연속분포 ∙데이터 관리

∙표본분포 ∙통계적추론

∙양적 데이터에 대한 추론

∙질적 데이터에 대한 추론

∙분산분석 ∙회귀와 상관

∙비모수 방법 ∙참고문헌

∙부록

∙객관식 연습문제 답 

2010년 발행

46배판 ㆍ404면ㆍ22,000원

ISBN 978-89-8172-827-4

R통계학총서 ①  

R과 함께하는 통계학
‖배현웅 ․ 문호석 ‖

∙R의 소개

∙통계학이란?

∙자료의 정리와 요약

∙표본의 추출

∙확률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

∙통계적 검정

∙두 집단의 비교

2008년 발행

46배판ㆍ256면ㆍ12,000원

ISBN 978-89-8172-340-8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구자흥 ‖

∙인구학과 인구통계

∙인구현상의 관찰원리

∙인구현상의 관찰방법

∙생명표와 사망분석

∙출산력과 재생산력

∙인구성장의 법칙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인구추정과 장래예측
2010년 발행

46배판 ㆍ166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40-3

R통계학총서 ②

R과 함께하는 상관 및 
회귀분석 

‖배현웅 ․ 문호석 ‖
∙R의 소개

∙통계학이란?

∙자료의 정리와 요약

∙표본의 추출

∙확 률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

∙통계적 검정

∙두 집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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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46배판ㆍ158면ㆍ10,000원

ISBN 978-89-8172-866-3

R통계학총서 ③

R과 함께하는 분산분석
‖배현웅 ․ 문호석 ‖

∙두 집단의 비교

   독립적으로 추출된 두 표본의 비교 / 

두 모분산의 동일성 검정 / 대응비교 / 

연습문제

∙분산분석

  서론 / 일원분산분석 / 이원분산분석 / 

연습문제

∙실험계획법

   서론 / 완전확률화계획법 / 

확률화블록계획법 / 라틴방격법 / 

연습문제

∙부록

∙찾아보기

2006년 발행

46배판ㆍ276면ㆍ14,000원

ISBN 89-8172-410-5

미니탭 통계
‖김평구 ․ 김희철 ․ 조중재 ‖

∙통계의 시작

∙자료의 정리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

∙검정

∙상관과 회귀분석

∙참고문헌

∙부록

2013년 발행

46배판ㆍ114면ㆍ10,000원

ISBN 978‒89‒8172‒934-9

R통계학총서 ④

R과 함께하는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배현웅 ․ 방성완 ‖
제1장 판별분석
∙집단이 두 개일 경우의 판별분석

∙집단이 여러 개일 경우의 판별분석

∙가정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정

연습문제

제2장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항자료를 단순선형회귀모형에 

적합시켰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로지스틱 회귀모형

∙로지스틱 회귀식의 추정

∙회귀계수의 해석

∙다중 로지스틱회귀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

∙회귀모형의 선택

∙연습문제  ∙ 참고문헌  ∙찾아보기

2009년 발행

46배판ㆍ488면ㆍ28,000원

ISBN 978-89-8172-735-2

(미니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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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풀이 

∙참고문헌 

∙부 록 

∙찾아보기

2010년 발행

46배판ㆍ290면ㆍ15,000원

ISBN 978-89-8172-695-9

미니탭을 이용한 실무통계
‖노맹석 ․ 박동준 ․ 박용범

이성백 ․ 장대흥 ․ 차지환 ‖
∙통계학이란?

∙자료의 정리

∙수치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

∙확률

∙이산확률변수와 그 분포

∙연속확률변수와 정규분포

∙표본분포

∙평균과 비율의 추정

∙모평균과 모비율에 관한 가설 검정

∙추정과 가설검정:두 모집단의 비교

∙참고문헌

∙부록

2004년 발행

46배판ㆍ466면ㆍ20,000원

ISBN 89-8172-176-9

쉽고 재미있는 

Minitab과 통계학 개정판

‖이재원 ․ 안승철 ‖
∙Minitab 사용방법

∙기술통계학

∙확률

∙확률변수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

∙가설검정



135

국

내

서

통

계

학

2002년 발행

크라운판ㆍ316면ㆍ12,000원

ISBN 89-8172-140-8

Minitab을 이용한 통계학의 이해
‖김병수 외 ‖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자료의 정리

∙확률 및 확률분포

∙표본분포

∙표본조사

∙추정

∙가설검정

∙두 집단의 비교

∙분산분석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범주형 자료의 분석

2006년 발행

46배판ㆍ466면ㆍ22,000원

ISBN 89-8172-304-4

이론 및 엑셀통계 실습

일반통계학 개정판

‖염준근 외 ‖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자료의 요약

∙기술통계 : 일변량 자료의 분석

∙기술통계 : 이변량 자료의 정리

∙기초확률론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표본분포이론

∙추정 ∙가설검정

∙두 모수에 대한 추론

∙범주형 자료 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부록

∙연습문제풀이(홀수번)

2004년 발행

46배판ㆍ468면ㆍ23,000원

ISBN 89-8172-446-6

통계과학의 이해
‖최종후 ‖

∙자료의 기술 ∙확 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표준분포 ∙추 정

∙가설검정

∙두 집단에 대한 비교

∙분산분석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범주형 자료분석

∙신뢰도 검토

∙참고문헌

∙부 록

∙문제풀이

강의자료 CD 제공

2011년 발행

46배판ㆍ296면ㆍ17,000원

ISBN 978-89-8172-268-5

EXCEL을 이용한 

통계학의 기초와 이해 개정판

‖김제영 ․ 배현웅 ․ 윤병창 ‖
제1부 통계학의 소개
∙통계학이란

제2부 기술통계학
∙자료의 정리

제3부 추측통계학을 위한 기초개념
∙확률

∙확률변수와 확률 분포

∙특수한 형태의 확률분포

∙표본분포

제4부 추정과 가설검정
∙추정 ∙통계적 가설검정

∙두 모집단에 대한 추론

∙부록 ∙연습문제풀이

2011년 발행

46배판ㆍ262면ㆍ15,000원

ISBN 978-89-8172-490-0

통계학의 길잡이 개정판

‖박진우 ‖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데이터 수집

∙엑셀의 기초

∙질적 데이터의 정리

∙양적 데이터의 정리

∙확률과 확률분포

∙한 모집단에 대한 추론

∙두 모집단의 비교

∙분산분석 ∙상관과 회귀

∙범주형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수집 ∙조사 분석 실습

∙참고문헌 ∙부록

2013년 발행

46배판ㆍ472면ㆍ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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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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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CD 제공

2010년 발행

46배판ㆍ456면ㆍ25,000원

ISBN 978-89-8172-269-2

엑셀을 이용한 

통계학의 기초와 활용 기법 
개정판

‖배현웅 ‖
제1부 통계학의 소개
∙통계학이란

제2부 기술통계학
∙자료의 정리

제3부 추측통계학을 위한 기초개념
∙확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특수한 형태의 확률 분포

∙표본분포

제4부 추정과 가설검정
∙추정 ∙통계적 가설검정

∙두 모집단에 대한 추론

제5부 통계학의 활용
∙상관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

∙범주형자료분석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 풀이

2003년 발행

46배판ㆍ278면ㆍ13,000원

ISBN 89-8172-286-2

엑셀과 함께하는 정보통계학
‖김대학 외 ‖

∙엑셀2000

∙데이터의 요약

∙확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추정

∙가설검정

∙분산분석

2011년 발행

46배판ㆍ322면ㆍ23,000원

ISBN 978-89-8172-860-1

Excel과 함께하는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개정판

‖배현웅 ․ 권기호 ․ 방성완 ‖
∙통계학이란?

∙자료의 정리와 요약

∙확 률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 정

∙통계적 검정

∙두 모집단의 비교

∙연습문제 해답

2008년 발행

46배판ㆍ222면ㆍ12,000원

ISBN 89-8172-294-3

엑셀을 이용한 

통계학 이해 개정판

‖강위창 외 ‖
∙엑셀의 기초

∙자료의 정리 ․ 요약

∙확률과 분포

∙표본분포

∙추정과 검정의 개념

∙추정과 가설검정의 방법

∙분산분석법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범주형 자료분석

2009년 발행

46배판ㆍ358면ㆍ19,000원

ISBN 89-8172-295-1

엑셀을 활용한 기초통계학
‖김익찬 외 ‖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기술통계학

∙확률

∙이산형 확률분포

∙연속형 확률분포

∙추정

∙가설검정

∙표본조사

∙회귀분석

∙범주형 자료분석

∙시계열 분석

2005년 발행

46배판ㆍ314면ㆍ16,000원

ISBN 89-8172-486-5

엑셀과 함께 배우는  

통계자료분석
‖신봉섭 ‖

∙엑셀과 통계학

∙자료의 입력, 함수, 차트

∙데이터 베이스 기능 기술 통계학

∙확률분포와 난수

∙추정과 검정

∙분산분석

∙상관 및 회귀분석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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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발행

46배판ㆍ290면ㆍ14,000원

ISBN 89-8172-162-9

엑셀 2000을 활용한 

통계적 방법
‖박종태 ․ 곽민정 ․ 정형철 ‖

∙엑셀 맛보기

∙차트 작성

∙데이터의 정리 및 요약

∙범주형 자료분석

∙확률과 확률변수

∙여러 가지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론

∙검정론

∙두 모집단의 비교

∙카이제곱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2012년 발행

46배판ㆍ422면ㆍ24,000원

ISBN 978-89-8172-919-6

SPSS를 활용한 통계학 
‖손방용 ․ 민만식 ‖

∙SPSS의 기본 사용법 

∙기술통계 

∙확률과 확률변수 

∙확률 분포 

∙표본 분포 

∙신뢰구간 

∙검정 

∙범주형 자료와 카이제곱 검정 

∙두 개의 변수를 갖는 자료 탐구 

∙분산분석 

2012년 발행

46배판ㆍ428면ㆍ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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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배판ㆍ310면ㆍ17,000원

ISBN 978-89-8172-364-4

SPSS를 이용한 통계학 제2판

‖김병수 ․ 배화수 ․ 석경하

조대현 ․ 최국렬 ‖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자료의 정리

∙확률 및 확률분포

∙표본분포 ∙표본조사

∙추정 ∙가설검정

∙두 집단의 비교 ∙분산분석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범주형 자료의 분석

∙부록

∙찾아보기

2008년 발행

46배판ㆍ532면ㆍ26,000원

ISBN 978-89-8172-358-3

EXCEL로 풀어본 

확률 및 통계학
‖김주환 ․ 정훈조 ․ 손창균 ‖

∙자료의 정리

∙자료의 요약

∙확률

∙확률분포

∙이산확률분포

∙연속학률분포

∙표본분포

∙통계적 추정

∙통계적 가설검정

∙상관과 회귀

∙부록A, 부록B, 부록C, 연습문제 풀이

2010년 발행

46배판ㆍ420면ㆍ25,000원

ISBN 978-89-8172-858-8

PASW(SPSS)18과 
사회과학 자료분석

‖김연형 ‖
∙PASW(SPSS) 맛보기

∙사회과학 연구방법

∙기초적인 통계자료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일반선형모형 ∙판별분석

∙군집분석 ∙요인분석

∙대응 일치분석 ∙경로분석

∙확인요인분석 ∙다차원 척도법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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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ㆍ549면ㆍ30,000원

ISBN 978-89-8172-925-7

통계적 자료분석 
SPSS를 중심으로

‖심송용 ‖
∙확률

∙통계적 분포

∙통계학과 기술통계

∙모평균에 대한 추론

∙분산에 대한 추론

∙분산분석과 g개의 그룹비교

∙선형 회귀분석

∙회귀분석의 몇 가지 주제

∙분할표에 대한 분석

∙분포의 적합도 검정

∙비모수 통계적 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

∙고급 자료분석 방법

∙부록 ∙연습문제 풀이

∙참고문헌 ∙찾아보기

2001년 발행

46배판ㆍ78면ㆍ4,000원

ISBN 89-8172-263-3

SPSS와 SAS를 이용한 인자분석
‖오창혁 ‖

제1편 SPSS 인자분석
∙서론    ∙인자분석의 원리와 용어

∙SPSS를 이용한 인자분석

∙두인자 모형 ∙인자 개수의 선택

∙인자의 회전 ∙일반적 인자모형

∙예제 : 사회경제지표자료

∙인자 개수를 정하는 법

∙인자분석의 절차와 유의점

제2편 SAS 인자분석
∙서론   ∙ 개본원리와 용어소개

∙일반적 인자모형

∙사회경제지표 자료분석

∙인자 개수를 정하는 법

∙사회경제지표 자료 분석 SAS 프로그램 

인자분석의 절차와 유의점

2007년 발행

46배판ㆍ142면ㆍ10,000원

ISBN 89-8172-382-6

논문작성을 위한 

SPSS COOKBOOK
‖허문열 ․ 박종선 ‖

제1부 자료와 관리 
∙자료와 변수

∙SPSS 운용 및 자료관리

제2부 한 개 변수에 관심이 있는 경우
∙자료의 탐색:변수가 한 개인 경우

제3부 두 개 변수에 관심이 있는 경우
∙반응변수가 구간형인 경우

∙반응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순서변수인 경우

제4부 여러 개의 변수에 관심이 있는 경우 
∙반응변수가 구간형인 경우

∙반응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기타 다차원 방법

2004년 발행

46배판ㆍ356면ㆍ24,000원

ISBN 89-8172-463-6

경영혁신전략을 위한

고객정보 조사분석 
‖원태연 ‖

∙고객요구파악  ∙ 고객조사와 고객만족

∙조사방법-Survey Research

∙CSI와 Sigma수준  

∙Six Sigma혁신전략 개요  

∙Six Sigma 언어의 이해

∙핵심개선과제추출방법

∙TV고객조사설문지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표전환행렬-Brand Switching Matrix 

∙파레토도표-Pareto Chart

∙기술통계량   

∙CSI계산과 기술통계분석 ∙Top2%를 이용한 CSI 계산법

∙통계적 가설검정   ∙CSI비교

∙CS Portfolio 분석   ∙GAP분석-Gap Analysis

∙ IPA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CS Positioning분석 ∙상표충성도분석   

∙Brand Loyalty Analysis   ∙Six Sigma Scorecards

2004년 발행

46배판ㆍ258면ㆍ13,000원

ISBN 89-8172-478-4

SPSS를 활용한 분산분석  
‖김대학 ․ 박숙영 ‖

∙SPSS 10.0의 활용

∙분산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초개념의 이해

∙분산분석의 이해

∙완전확률화계획법과 분산분석

∙확률화 블록계획법과 분산분석

∙라틴방격법과 분산분석

∙요인실험법과 분산분석

∙2k요인실험법과 분산분석

∙2k요인실험법의 교락법과 분산분석

∙부분실시법과 분산분석

∙참고문헌 ∙부록

2004년 발행

46배판ㆍ264면ㆍ20,000원

ISBN 89-8172-465-2

다변량 시각화 데이터 
분석법

‖원태연 ‖
∙시각화 데이터분석법

∙다변량통계분석 ∙유사성과 상이성

∙벡터의 길이와 각도∙통계적 거리

∙상관계수 ∙주성분분석

∙요인분석 ∙판별분석

∙프로빗&로짓반응모형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군집분석 ∙다차원척도법

∙대응일치분석 ∙신뢰도분석

∙컨조인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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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행

46배판ㆍ264면ㆍ20,000원

ISBN 89-8172-466-0

일변량 시각화 데이터 
분석법 

‖원태연 ‖
∙시각화 데이터분석법

∙통계적사고 ∙데이터와 측정수준

∙기술통계 ∙ 정규곡선

∙표준편차 ∙탐색적 데이터분석

∙통계적 가설검정 ∙ 평균비교

∙T-검정 ∙ 분산분석

∙카이제곱검정 ∙ 상관계수

∙단순선형회귀분석 ∙ 다중선형회귀분석

∙갈증해소음료설문∙ TV고객만족도설문

∙은행고객만족도설문

2008년 발행

46배판ㆍ476면ㆍ23,000원

ISBN 89-8172-323-0

Win SAS V9
‖이성희 외 ‖

∙SAS 시스템

∙SAS 데이터의 생성

∙데이터 변환 ∙SQL

∙자료 정리와 기초적 가설검정

∙모집단이 두 개인 가설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조사통계 ∙참고 사이트

2004년 발행

46배판ㆍ404면ㆍ28,000원

ISBN 89-8172-469-5

시각화 통계분석 원리 
‖원태연 ․ 정동빈 ‖

∙시각화 데이터분석

∙데이터와 측정수준

∙데이터요약 ∙데이터탐색

∙확률 ∙확률변수

∙이산확룰분포 ∙연속확률분포

∙표본추출과 표본크기

∙통계량과 표본분포

∙추정 ∙가설검정

∙비교방법 ∙분산분석

∙카이제곱검정 ∙상관계수

∙단순선형회귀모형

∙다중선형회귀모형

∙통계적 거리 ∙벡터의 성질

∙행렬대수454

2005년 발행

46배판ㆍ268면ㆍ13,000원

ISBN 89-8172-553-5

SAS 기초
(함수와 BASE PROCEDURE)

‖권세혁 ‖
∙개요

∙데이터 만들기

∙데이터 변환하기

∙SAS 함수

∙BASE PROCEDURE 

2004년 발행

46배판ㆍ422면ㆍ24,000원

ISBN 89-8172-482-2

마케팅 조사 통계분석 
‖정동빈 ․ 원태연 ‖

∙마케팅 조사방법

∙데이터 측정 ∙설문지 설계방법

∙표본추출

∙실사 및 데이터 입력

∙작업데이터 파일 만들기

∙SPSS 작업환경 설정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분석과 탐색적 데이터분석

∙통계적 가설검정 ∙2-집단 평균비교

∙3-집단 이상의 평균비교

∙비모수검정을 이용한 평균비교

∙문항의 신뢰도 분석

∙군집분석 ∙요인분석

∙다차원척도법 ∙보고서 작성

2005년 발행

46배판ㆍ300면ㆍ15,000원

ISBN 89-8172-515-2

SAS 언어와 프로그래밍
‖함형범 ․ 박태룡 ․ 김재현 ‖

∙SAS의 소개

∙SAS의 설치와 실행

∙SAS 프로그램의 구조와 표현식

∙SAS Dataset의 생성

∙SAS dataset의 활용

∙SAS 함수

∙PROC 단계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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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46배판 ㆍ270면ㆍ15,000원

ISBN 978-89-8172-623-2

SAS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성희 ․ 박영택 ‖

∙SAS 기본 프로그래밍

∙SQL 프로그래밍

∙매크로 프로그래밍

∙Table 집계

∙Data Step 프로시저

∙사례-표본추출

∙프로그래밍 사례

∙C/S 환경활용

∙SAS 활용 Tip 2008년 발행

크라운판ㆍ333면ㆍ18,000원

ISBN 978-89-8172-754-3

SAS를 이용한 통계학의 이해
‖오혜영 ‖

∙SAS 소개

∙SAS 자료 세트의 생성

∙자료의 정리 ∙대표값과 산포도

∙확률과 확률분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

∙검정 ∙두 모집단의 비교

∙참고문헌 ∙부 록

∙연습문제해답 ∙찾아보기

2004년 발행

46배판 ㆍ280면ㆍ14,000원

ISBN 89-8172-480-6

SAS메뉴로 배우는 

SAS/ INSIGHT 
통계분석 (Ⅰ) 

‖함형범 ․ 김재현 ‖
∙SAS

∙ INSIGHT의 소개

∙확률분포

∙단일표본분석

∙두 표본 비교 분석

∙분산분석

∙단순회귀분석

∙모형의 타당성

∙다중회귀분석

∙부록 

2004년 발행

46배판ㆍ298면ㆍ14,000원

ISBN 89-8172-417-2

SAS를 이용한 전산통계
‖김제영 외 ‖

∙SAS의 소개

∙통계학을 위한 기본 개념

∙자료의 정리

∙확률분포와 표본분포

∙추정(Estimation)

∙통계적 가설검정

∙두 모집단의 비교

∙참고문헌

∙부록

2008년 발행

46배판ㆍ406면ㆍ22,000원

ISBN 978-89-8172-433-7

SAS 프로그래밍과 
자료분석

‖김명철 ․ 김주환 ․ 손창균 ‖
∙SAS의 실행

∙SAS 데이터 셋트

∙자료의 정리와 요약

∙SAS함수와 확률함수

∙통계적 추정과 가설 검정

∙범주형 자료분석

∙상관과 회귀

∙분산분석

∙표본추출과 추정량

∙부록

∙참고문헌

2004년 발행

46배판ㆍ360면ㆍ16,000원

ISBN 89-8172-418-0

SAS와 함께하는 

통계이론과 자료분석
‖배현웅 ‖

∙SAS의 소개

∙기초통계이론

∙두 집단의 비교 분석

∙여러 집단의 비교 분석

∙실험계획법

∙관련성 분석

∙모형을 이용한 관련성 및 예측 분석

∙범주형 자료의 분석

∙순위 자료의 분석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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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P demo CD 제공

2004년 발행

46배판ㆍ160면ㆍ10,000원

ISBN 89-8172-444-X

JMP 통계분석 총서 ① 

JMP 길잡이
‖최종후 ․ 한상훈 ‖

∙ JMP 소개

∙ JMP설치 및 구동

∙데이터 편집

∙불러오기 및 저장하기

∙데이터의 관리

∙통계분석

∙참고문헌 JMP demo CD 제공

2007년 발행

46배판ㆍ106면ㆍ6,000원

ISBN 978-89-8172-656-0

JMP 통계분석 총서 ④

JMP를 이용한 

주성분분석/인자분석
‖최종후 ․ 전새봄 ․ 진서훈 ‖

제1부 주성분분석
∙주성분분석의 개요

∙ JMP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주성분의 특성

∙주성분과 고유벡터

∙고유값과 고유벡터 개념

∙고유벡터 해석

∙상관행렬에 의한 데이터 표준화

∙주성분 점수－순위 매김을 위해

∙기여율

∙인자 부하량

∙SAS를 이용한 주성분분석

∙연습문제

JMP demo CD 제공

2004년 발행

46배판ㆍ176면ㆍ10,000원

ISBN 89-8172-445-8

JMP 통계분석 총서 ②

JMP를 이용한 
상관/회귀분석

‖최종후 ․ 김수택 ‖
∙상관분석개요 ∙단순상관분석

∙다중상관분석 ∙정준상관분석

∙ JMP를 이용한 상관분석

∙회귀분석개요

∙단순선형회귀분석

∙ JMP를 이용한 단순선형회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

∙회귀진단

∙ JMP를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

∙참고문헌

∙부 록

제2부 인자분석 
∙인자분석의 개요

∙ JMP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인자분석 모형

∙인자의 수

∙인자 회전

∙인자 점수 추정

∙주성분 분석과 인자분석의 차이점

∙SAS를 이용한 인자분석

∙연습문제

JMP demo CD 제공

2005년 발행

46배판ㆍ144면ㆍ10,000원

ISBN 89-8172-541-4

JMP 통계분석 총서 ③

JMP를 이용한 
실험자료분석

‖최종후 ․ 홍한표 ‖
∙실험설계 개요

∙완전 확률화 설계

∙확률화 블록 설계

∙다중비교

∙요인실험

∙공분산 분석

∙참고문헌

∙부록

2012년 발행

46배판ㆍ110면ㆍ8,000원

JMP 통계분석 총서 ⑤

JMP를 이용한 
판별분석 ․ 분집분석

‖최종후 ․ 전수영 ‖
판별분석

∙판별분석의 개요 

∙ JMP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선형 판별 함수  ∙판별 점수

∙이차 판별 함수  ∙선형판별함수인가 

아니면 이차판별함수에 의한 판별인가? 

∙정답률 및 오분류율 Wilks　에 의한 그룹 

간 차이 검정   ∙판별분석 안내도 

군집분석

∙군집분석의 개요 

∙ JMP를 이용한 테이터 분석 

∙상사성과 비상사성 

∙군집방법과 종류 

∙군집의 개수와 군집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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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P demo CD 제공

2007년 발행

46배판ㆍ224면ㆍ12,000원

ISBN 978-89-8172-694-2

JMP 통계분석 총서 ⑪

JMP를 이용한 비모수 통계
‖송일성 ‖

∙비모수통계 개요

∙순서통계량과 백분위수에 대한 

비모수적 방법

∙두 독립표본의 위치 문제

∙쌍체표본의 위치 문제

∙분포에 관한 적합도검정

∙범주형 자료분석

∙일원설계에 관한 비모수적 방법

∙이원설계에 관한 비모수적 방법

∙연관성 측도에 관한 비모수적 방법

∙선형회귀에 관한 비모수적 방법

∙참고문헌

∙부록

2007년 발행

크라운판ㆍ110면ㆍ8,000원

ISBN 89-8172-564-0

마이크로마케팅 총서 ③

CRM과 데이터마이닝
‖진서훈 ‖

∙들어가며

∙CRM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마이닝 기법

∙캠페인관리와 데이터마이닝

∙eCRM과 웹마이닝

∙gCRM

∙고객세분화

∙타겟캠페인

∙신용카드업의 CRM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주제들

∙나가며

2004년 발행

크라운판ㆍ126면ㆍ7,000원

ISBN 89-8172-437-7

마이크로마케팅 총서 ①

마이크로마케팅의 현장
‖최종후 ․ 진서훈 ․ 서문택 ‖

∙들어가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마이크로마케팅

∙마이크로마케팅의 활용

∙공식통계의 결합을 통한 GIS 상권분석

∙CRM에 GIS 상권분석

∙CRM에 GIS를 도입한 gCRM

∙나가며

∙참고문헌

∙부 록

2005년 발행

46배판ㆍ338면ㆍ17,000원

ISBN 89-8172-509-8

통계 그래픽스
(Splus와 R, SAS, Gnuplot을 중심으로)

‖심송용 ‖
∙R language와 Splus의 문법구조

∙R 언어와 Splus 그래픽

∙SAS 기초

∙SAS 그래픽

∙Gnuplot

∙참고문헌

∙부록A

∙부록B

∙연습문제 해답

2009년 발행

크라운판ㆍ202면ㆍ10,000원

ISBN 89-8172-542-X

마이크로마케팅 총서 ②

SAS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이동희 ․ 최종후 ‖
제1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2부 SAS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SAS와 데이터베이스

∙SAS/SQL 실습

∙SQL 프로시져의 활용

본문 및 연습문제풀이 CD 포함

2004년 발행

46배판ㆍ312면ㆍ17,000원

ISBN 89-8172-421-0

MATHEMATICA로 이해하는 

컴퓨터와 통계
‖한수경 ․ 강태원 ‖

∙프로그램의 기초

∙그래프 이론 ∙트리

∙컴퓨터 그래픽스 ∙수치해석

∙통계그래픽 ∙기술통계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선형회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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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46배판 ㆍ314면ㆍ16,000원

ISBN 978-89-8172-467-2

Visual Basic에 의한 

전산통계 프로그래밍
‖강만기 ․ 이창은 ․ 김구인 ‖

∙비주얼 베이직

∙기초통계량

∙도수분포표에 의한 기초통계

∙확률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통계적 추정과 검정

∙범주형자료의 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지수

∙연습문제 및 풀이

∙분포의 수표

강의자료 제공

2012년 발행

46배판ㆍ476면ㆍ28,000원

ISBN 978-89-8172-624-9

CRM and Data Mining

고객관계관리와 
데이터마이닝 
사례 연구 중심으로 개정판

‖김연형 ․ 김재훈 ․ 이석원 ‖
∙고객에 대한 인식전환

∙CRM

∙e-CRM

∙CRM 정보시스템의 구축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마이닝 분석

∙A 통신회사의 고객세분화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분석

∙성공적인 CRM을 위한 제안서와 

실증분석

∙참고문헌

2010년 발행

46배판ㆍ520면ㆍ28,000원

ISBN 978-89-8172-825-0

고객관계관리원론
‖김연형 ‖

∙고객에 대한 인식전환

∙고객가치 평가 분석

∙CRM의 이해

∙CRM의 고객분석

∙CRM 정보시스템의 구축

∙e-CRM

∙CRM 마케팅 전략

∙CRM과 콜센터

∙데이터마이닝

∙성공적인 CRM을 위한 제안서와 

실증분석

2007년 발행

46배판ㆍ246면ㆍ15,000원

ISBN 978-89-8172-392-7

데이터마이닝 Cookbook
‖Olivia Parr Rud 저|이영섭 역 ‖

∙서론

∙목적 설정하기

∙데이터 선택

∙모형 구축을 위한 데이터 준비

∙변수 선택 및 변환

∙모형 구축 과정 및 평가

∙모형 평가

∙모형의 실행 및 유지

2013년 발행

46배판ㆍ452면ㆍ26,000원

ISBN 978-89-8172-893-9

R을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개정판

‖박창이 ․ 김용대 ․ 김진석

송종우 ․ 최호식 ‖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소개 

∙회귀분석 

∙의사결정론 

∙모형평가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기타 지도학습기법 

∙차원축소기법 

∙연관규칙분석 

∙군집분석 

∙커널 방법론 

∙축소 추정법 

∙앙상블 

∙서포트 벡터 기계 

∙부록 

2005년 발행

46배판ㆍ188면ㆍ10,000원

ISBN 89-8172-560-8

데이터마이닝 Cookbook
일반 사례를 중심으로

‖Olivia Parr Rud 저|이영섭 역 ‖
∙고객 이해하기:고객 프로파일링 및 

세분화

∙예비고객을 목표로 하기:반응 모형

∙리스크가 높은 고객 식별하기:리스크 

모형 구축

∙우량 고객 보유하기:이탈방지 모형

∙우량고객을 목표로 하기:고객 평생가치 

모형

∙웹에서 모형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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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예제파일 소스 제공

2013년 발행

46배판ㆍ312면ㆍ20,000원

ISBN 978‒89‒8172‒963‒9

SAS Enterprise Miner 6.2를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입문
‖김병수 ․ 배화수 ․ 석경하

조대현 ․ 최국렬 ‖
∙서론

∙SAS Enterprise Miner 6.2

∙SAS Enterprise Miner 6.2의 기본활용

∙연관성 분석

∙군집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

∙회귀모형

∙신경망

2013년 발행

46배판ㆍ316면ㆍ18,000원

ISBN 978-89-8172-669-7

R 기반 다변량 분석
‖정강모 ․ 김명근 ‖

∙다변량분석의 기초

∙변환, 행렬의 분해 및 산포

∙다변량 정규분포

∙추정 및 검정 ∙다변량 이상치

∙다변량 분산분석

∙다변량 회귀분석

∙주성분분석 ∙인자분석

∙판별분석 ∙정준상관분석

∙집락분석

∙부록A R사용법

∙부록B 분포표

∙참고문헌

∙R함수 목록

2011년 발행

46배판ㆍ406면ㆍ25,000원

ISBN 978-89-8172-872-4

R 다변량 통계분석 
‖김재희 ‖

∙다변량 데이터 알아보기 

∙기초 행렬 대수 

∙다변량 확률표본에 대한 기초 

∙다변량 정규분포 

∙모집단 평균벡터에 관한 추론 

∙다변량 분산분석 

∙주성분분석 ∙인자분석

∙정준상관분석

∙판별분석과 분류 

∙군집분석

∙부 록 ∙연습문제 해답

∙참고문헌 ∙찾아보기

2003년 발행

46배판ㆍ320면ㆍ15,000원

ISBN 89-8172-180-7

S-PLUS를 이용한 

다변량 자료분석
‖김명근 ․ 정강모 ‖

∙다변량분석의 기초

∙변환, 행렬의 분해 및 산포

∙다변량 정규분포

∙추정 및 검정

∙다변량 이상치

∙다변량 분산분석

∙다변량 회귀분석

∙주성분 분석

∙인자분석

∙판별분석

∙정준상관분석

∙집락분석

∙부록 A: S-PLUS 사용법

2012년 발행

46배판ㆍ384면ㆍ23,000원

ISBN 978-89-8172-523-5

SAS를 이용한 

다변량 통계분석 제2판

‖김재희 ‖
∙다변량 데이터 알아보기

∙기초 행렬 대수

∙다변량 확률표본에 대한 기초

∙다변량 정규분포

∙모집단 평균벡터에 관한 추론

∙다변량 분산분석

∙주성분분석 ∙인자분석

∙정준상관분석 ∙판별분석과 분류

∙군집분석 ∙참고문헌

∙부 록 ∙연습문제 해답 

2005년 발행

46배판ㆍ188면ㆍ10,000원

ISBN 89-8172-545-4

선형모형의 이해
‖백운붕 ‖

∙이해를 위한 준비

∙일반화 역행렬과 정규방정식의 해

∙회귀모형

∙일원분류 모형

∙2원분류 모형

∙공분산분석

∙2차형식의 분포

∙참고문헌

∙부록

∙연습문제해답 

∙ <특별부록> 나의 통계학 수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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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46배판ㆍ504면ㆍ26,000원

ISBN 978-89-957174-3-1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제6판

‖Richard L. Scheaffer
William Mendenhall

R. Lyman Ott 저

김영원 ․ 류제복 ․ 박진우 ․ 홍기학 역 ‖
∙서 론

∙표본설계의 기본 요소

∙기본적인 통계 개념

∙단순확률추출법

∙층화확률추출법

∙비추정, 회귀추정, 차이추정

∙계통추출법 ∙집락추출법

∙2단계 집락추출법

∙모집단 크기의 추정

∙보충 과제 ∙요 약

∙부 록 

2006년 발행

46배판ㆍ350면ㆍ17,000원

ISBN 89-8172-281-1

표본조사입문 개정판

‖이해용 ․ 이필영 ‖
제1편 표본조사의 기본개념
∙표본조사란 무엇인가?

∙표본조사를 위한 기초

제2편 표본추출방법
∙비-확률표본추출방법

∙단순임의추출

∙층화추출

∙계통추출

∙단순1단집락추출

∙단순2단집락추출

∙기타표본추출법

2008년 발행

46배판ㆍ410면ㆍ22,000원

ISBN 978-89-8172-374-3

표본조사 통계자료분석 
개정판

‖남궁 평 ‖
∙표본조사 과정 ∙설문조사

∙표본조사

∙단일변수 조사자료의 분석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

∙범주형 자료의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 ∙기타 설문분석

∙학교식당 만족도 조사

∙기숙사 만족도 조사

∙대중문화의 성적표현 한계에 대한 의식 

조사

∙참고문헌 ∙부록 

2010년 발행

46배판ㆍ524면ㆍ29,000원

ISBN 978-89-8172-817-5

조사방법의 이해 
‖김수택 ․ 김영원 ․ 류제복 ․ 박진우

변종석 ․ 이기성 ․ 이해용 ․ 이흥철

최경호 ․ 한근식 ․ 홍기학 ‖
∙사회조사연구

∙자료수집방법

∙질문지 설계 및 조사관리

∙표본추출 방법

∙측정

∙척도

∙기술통계

∙확률분포

∙통계적 추론/통계적 분석

2012년 발행

46배판ㆍ280면ㆍ16,000원

ISBN 978-89-8172-912-7

표본조사방법 
‖신민웅 ․ 신동윤 ‖

∙표본조사 ∙단순랜덤추출 

∙표본비율 ∙표본크기의 추정 

∙층화표본추출 ∙비추정 

∙회귀추정량 ∙계통 표본추출 

∙일단계 집락 추출 

∙같은 크기의 단위로부터 부차표본추출 

∙집락추출에서 부차추출

(크기가 다른 집락) 

∙이중 샘플링 

∙무응답 

∙교체표본 

2001년 발행

46배판ㆍ556면ㆍ22,000원

ISBN 89-8172-144-0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대비

사회통계 정보조사 개정판

‖김주환 ․ 조범석 ‖
Ⅰ. 조사는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가?
∙조사실시 ∙조사양식

∙설문지 관리 ∙표본추출

∙조사설계

Ⅱ. 조사자료의 통계적 분석
∙자료분석

∙조사결과 제시

Ⅲ. 설문지와 부록
∙설문지와 조사표의 사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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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46배판ㆍ430면ㆍ24,000원

ISBN 978-89-8172-915-8

PASW(SPSS) 
시계열 분석

‖김연형 ‖
∙PASW(SPSS) 맛보기 

∙시계열과 예측 

∙추세가 없는 시계열 예측 

∙추세에 의한 시계열 예측 

∙계절변동에 의한 시계열 예측 

∙순환변동에 의한 시계열 예측 

∙확률과정모형의 기본개념들 

∙정상시계열모형 

∙모형의 식별 

∙모수의 추정과 검진 

∙예측 

∙계절 ARIMA모형 

∙전이함수모형 

2010년 발행

46배판ㆍ526면ㆍ30,000원

ISBN 978-89-8172-830-4

회귀분석 제2판

‖김충락 ․ 강근석 ‖
제1부 고전적 선형회귀모형 
∙기초통계이론 ∙단순선형회귀분석

∙중선형회귀분석 ∙회귀진단

∙회귀모형의 구축

∙선형회귀모형의 변환

제2부 회귀모형의 확장
∙일반화 선형모형Ⅰ

∙일반화 선형모형Ⅱ-로지스틱 회귀모형

∙일반화 선형모형Ⅲ-로그 선형모형

∙비선형 회귀분석

∙비모수 회귀모형

∙회귀모형의 기타 논제

∙부록 A 행렬이론

∙부록 B 통계분포표

2010년 발행

46배판ㆍ318면ㆍ17,000원

ISBN 978-89-8172-324-8

SAS를 이용한 시계열분석
‖신기일 ‖

∙서론 ∙기초적 통계이론

∙시계열 자료

∙시계열 분석에 사용되는 SAS 명령어

∙시계열 분석의 기본개념

∙일반선형과정과 선형차분방정식

∙자기회귀모형

∙이동평균모형과 

자기회귀이동평균모형

∙비정상 시계열 모형

∙모형의 식별 ∙모수의 추정

∙모형 검진 ∙예측

∙계절 ARIMA 모형

∙분해 시계열

2002년 발행

46배판ㆍ630면ㆍ28,000원

ISBN 89-8172-335-4

실험계획과 응용
‖장석환 ‖

∙실험계획법이란?

∙기초적인 통계이론

∙완전확률화 계획법

∙처리효과의 비교

∙확률화 블록계획법

∙라틴방격법 ∙요인실험

∙일반적인 요인실험

∙교락

∙분할구 배치법과 그 유형

∙지분 실험계획법

∙부분실시법

∙기타 부분실시법

∙불완비 블록계획법

∙반응표면 계획

∙혼합물 실험계획

2013년 발행

46배판ㆍ400면ㆍ28,000원

ISBN 978‒89‒8172‒959‒2

SAS를 활용한 선형회귀분석
‖강근석 ․ 김충락 ‖

∙기초통계분석 

∙단순선형회귀분석 

∙중선형회귀분석 

∙회귀모형의 진단과 수정 

∙자료에 대한 진단 

∙회귀모형의 선택 

∙선형회귀모형의 응용 

∙회귀모형의 확장 

∙비선형회귀분석 2013년 발행

46배판ㆍ390면ㆍ25,000원

ISBN 978‒89‒8172‒996‒7

수리통계학 입문 
‖오혜영 ‖

∙확 률

∙확률분포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자료의 정리 

∙대푯값과 산포도 

∙표본분포 

∙추 정

∙검 정

∙두 모집단의 비교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시계열 

∙부록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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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행

46배판ㆍ506면ㆍ29,000원

ISBN 978-89-8172-173-2

수리통계학의 이해 제2판

‖안승철 ․ 이재원 ․ 최원 ‖
∙확률의 소개 ∙확률변수와 분포

∙기댓값

∙특수한 확률분포들

∙극한분포 ∙표본분포

∙추정 ∙검정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부록 ∙연습문제 정답

2009년 발행

46배판ㆍ166면ㆍ10,000원

ISBN 978-89-8172-659-1

Lecture on Calculus for Statistics 

Students 통계수학강의 개정판

‖허명회 ‖
∙수열과 함수

∙미분

∙적분

∙편미분

∙중적분

∙평가문제

∙연습문제

2007년 발행

46배판ㆍ434면ㆍ22,000원

ISBN 978-89-8172-311-8

기초수리통계학 개정판

‖김동희 ‖
∙확률

∙이산형 분포

∙연속형 분포

∙이변량 분포

∙표본의 분포

∙추정

∙가설의 검정

∙범주형 자료분석

∙회귀분석

∙실험의 계획과 분석

∙비모수 통계분석

2012년 발행

46배판ㆍ194면ㆍ15,000원

ISBN 978-89-8172-877‒9

통계계산을 위한 

기초수치해석 
‖김영훈 ‖

∙Taylor 다항식과 다항식 계산 

∙부동소수점수와 오차 

∙비선형방정식의 해 

∙연립선형방전식의 해

∙보간법과 함수근사법  

∙수치적분 

∙곡선적합

2004년 발행

46배판ㆍ464면ㆍ23,000원

ISBN 89-8172-431-8

수리통계학 개론
‖김원배 ‖

∙확률의 개념

∙조건부 확룰과 독립성질

∙확률분포와 그 성질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다차원 확률분포

∙극한분포와 표본분포

∙통계적 추정론

∙통계적 가설검정

∙비모수적 추론

∙통계표

2007년 발행

46배판ㆍ254면ㆍ13,000원

ISBN 978-89-8172-642-3

통계 계산
‖심송용 ‖

∙서론

∙소거법

∙반복법

∙비선형 방정식

∙수치 미분과 적분

∙행렬의 QR 분해와 최소제곱법

∙고유치 문제

∙난수

∙Monte Carlo 적분

∙순차 배열과 순서 통계량

∙백분위수와 분포함수 구하기

∙부록A 통계분포표

∙부록B 연습문제 해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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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46배판ㆍ390면ㆍ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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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발행

46배판ㆍ374면ㆍ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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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시 강의용 풀이집 제공

2008년 발행

46배판ㆍ370면ㆍ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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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시 강의용 풀이집 제공

2006년 발행

크라운판ㆍ270면ㆍ14,000원

ISBN 89-8172-010-X

확률의 이해 개정증보판

‖주상열 ․ 김윤경 ‖
∙확률의 정의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결합확률분포

∙기댓값

∙적률모함수

∙조건부 기댓값

∙Markov 연쇄

2013년 발행

46배판ㆍ420면ㆍ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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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발행

46배판ㆍ266면ㆍ14,000원

ISBN 978-89-8172-714-7

보험수학을 위한 
확률론

‖김재희 ‖
Ⅰ. 확률론  
∙확률의 기본개념

∙확률변수와 그의 분포

∙결합분포와 조건부분포

∙확률변수의 함수

∙보험에의 응용  

Ⅱ. SOA/CAS Exam P/1을 위한 
샘플문제와 모범풀이

∙표준정규분포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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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행

46배판ㆍ298면ㆍ18,000원

ISBN 978-89-8172-808-3

AHP에 의한 개정판

의사결정 이론과 실제
‖박용성 ‖

∙결정 이론 

∙게임 이론 

∙AHP 

∙AHP의 간이계산법 

∙AHP의 적용과 계산 예 

∙대체안의 선호순서에 관한 검토 

∙절대평가법 

∙내부종속법 

∙외부종속법 

∙ANP 

∙찾아보기

2000년 발행

46배판ㆍ1366면ㆍ90,000원

ISBN 89-8172-201-3

통계학해법대사전
‖유동선 외 ‖

∙데이터의 정리 ∙확률

∙확률분포 ∙다변량 확률분포

∙표본분포 ∙추정

∙검정 ∙분산분석법

∙품질관리 ∙수요예측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표본조사 ∙확률과정

∙시뮬레이션 ∙중회귀분석

∙주성분분석 ∙판별분석

∙인자분석 ∙크러스터분석

∙수량화법

2008년 발행

46배판ㆍ254면ㆍ17,000원

ISBN 978-89-8172-766-6

불확실성, 불확정성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

‖ 石井博昭 外 저|韓尙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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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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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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해답 ․ 학습자료 제공

2013년 발행ㆍ46배판변형ㆍ714면ㆍ35,000원ㆍISBN 978-89-8172-953-0

R을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개정판

‖박창이 ․ 김용대 ․ 김진석

송종우 ․ 최호식 ‖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소개 ∙회귀분석 

∙의사결정론 ∙모형평가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기타 지도학습기법 ∙차원축소기법 

∙연관규칙분석 ∙군집분석 

∙커널 방법론 ∙축소 추정법 

∙앙상블 ∙서포트 벡터 기계 

∙부록 

2013년 발행ㆍ46배판ㆍ452면ㆍ26,000원ㆍISBN 978-89-8172-893-9

SAS를 활용한 선형회귀분석
‖강근석 ․ 김충락 ‖

∙기초통계분석 

∙단순선형회귀분석 

∙중선형회귀분석 

∙회귀모형의 진단과 수정 

∙자료에 대한 진단 

∙회귀모형의 선택 

∙선형회귀모형의 응용 

∙회귀모형의 확장 

∙비선형회귀분석 

2013년 발행ㆍ46배판ㆍ400면ㆍ28,000원ㆍISBN 978‒89‒8172‒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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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McGraw-Hill

480면ㆍ28,000원

ISBN 978-0071611572

Schaum's Outline Series

Applied Physics (4/e)

‖Arthur Beiser ‖
∙Useful Math 

∙Vectors 

∙Motion in a Straight Line 

∙Motion in a Vertical Plane 

∙Laws of Motion 

∙Friction 

∙Energy 

∙Momentum 

∙Circular Motion and Gravitation 

∙Rotational Motion 

∙Equilibrium 

∙Simple Machines 

1999년 발행

McGraw-Hill

338면ㆍ28,000원

ISBN 978-0070248304

Schaum's Outline Series

Modern Physics (2/e)

‖Ronald Gautreau
William Savin ‖

∙Galilean Transformations 

∙Postulates of Einstein 

∙Lorentz Coordinate Transformations 

∙Relativistic Length Measurements 

∙Relativistic Time Measurements 

∙Relativistic Space-Time 

Measurements 

∙Relativistic Velocity Transformations 

∙Mass, Energy, and Momentum in 

Relativity 

∙The Relativistic Doppler Effect 

∙Electromagnetic 

Radiation-Photons 

∙ Elasticity 

∙ Simple Harmonic Motion 

∙ Waves and Sound 

∙ Fluids at Rest 

∙ Fluids in Motion 

∙ Heat 

∙ Expansion of Solids, Liquids, and Gases 

∙ Kinetic Theory of Matter 

∙ Thermodynamics 

∙ Heat Transfer 

∙ Electricity 

∙ Electric Current Direct Current Circuits 

∙ Capacitance 

∙ Magnetism 

∙ Electromagnetic Induction 

∙ Alternating-Current Circuits 

∙ Light 

∙ Spherical Mirrors 

∙ Lenses 

∙ Physical and Quantum Optics 

∙ Atomic Physics 

∙ The Solid State 

∙ Nuclear Physics 

∙Matter Waves 

∙The Heisenberg Uncertainty Principle 

∙The Bohr Atom 

∙Electron Orbital Motion and the Zeeman Effect 

∙Electron Spin 

∙Many Electron Atoms 

∙The Pauli Exclusion Principle 

∙Many-Electron Atoms and the Periodic Table 

∙X-Rays 

∙Properties of Nuclei 

∙Nuclear Models 

∙Nuclear Decays 

∙Nuclear Reactions 

∙Fission and Fusion 

∙Fundamental Forces in Nature--Mediating Field Particles 

∙Particle Names and Properties 

∙Conservation Laws 

∙Band Theory 

∙The Eight-Fold Way 

∙Quarks 

∙Construction of Hadrons from the Quarks 

∙Leptons 

∙Molecular Bonding 

∙Excitations of Diatomic Molecules 

∙Kinetic Theory 

∙Distribution Functions 

∙Classical Statistics: The Maxwell-Boltzmann Distribution 

∙Quantum Statistics 

∙The Classical Metal 

∙Fermi Electron Gas 

∙Specific Heats of Crystalline Solids 

∙Semiconductors 

∙Super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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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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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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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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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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행

McGraw-Hill

409면ㆍ28,000원

ISBN 978-0071461580

Schaum's Outline Series

Mathematics 
for Physics Students

‖Phillip A. Schmidt

Robert Steiner ‖
Part I: Algebra and Geometry 
∙ Introduction to Algebra 

∙Functions 

∙Graphs of Functions 

∙Linear Equations 

∙Simultaneous Linear Equations 

∙Quadratic Functions and Equations 

∙ Inequalities 

∙The Locus of an Equation 

∙The Straight Line 

∙Families of Straight Lines 

∙The Circle 

2001년 발행

McGraw-Hill

304면ㆍ28,000원

ISBN 978-0071364362

Schaum's Outline Series

Astronomy 
‖ Stacey Palen ‖

∙Physics Facts 

∙The Sky and Telescopes 

∙Terrestrial Planets 

∙ Jovian Planets and Their Satellites 

∙Debris 

∙The Interstellar Medium and Star 

Formation 

∙Main-Sequence Stars and the Sun 

∙Stellar Evolution 

∙Stellar Remnants (White Dwarfs, 

Neutron Stars, and Black Holes) 

∙Galaxies and Clusters 

∙Cosmology 

Part II: Pre-Calculus and Elementary Calculus 
∙ Rational and Polynomial Functions 

∙ Trigonometric Functions 

∙ Exponential and Logarithmic Functions 

∙ Complex Numbers 

∙ The Calculus of Single-Variable Functions: A Mathematical 

Approach 

∙ The Calculus of Single-Variable Functions: A Physics Approach 

∙ Vectors 

Part III: Advanced Topics in Mathematics 
∙ Polar, Spherical, and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s 

∙ Multivariate Calculus 

∙ Elementary Linear Algebra 

∙ Vector Calculus: Grad, Div, and Curl 

∙ Vector Calculus: Flux and Gauss' Law 

∙ Differential Equations 

∙ Elementary Probability 

∙ Infinite Series 

Appendix
∙ Rectangular coordinates in space 

∙ Units and dimensions 

∙ Solving physics problems 

∙ Selected physics formulas 

∙ Selected physical constants 

∙ Integration by parts 

∙ The greek alphabet and prefi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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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행

신국판ㆍ362면ㆍ16,000원

ISBN 978-89-8172-091-9

프린키피아 (Ⅰ권)
‖아이작 뉴턴 저|이무현 역 ‖

∙뜻매김

∙공리, 즉 운동법칙

제1권 물체들의 움직임

2013년 발행

46배판ㆍ238면ㆍ14,000원

ISBN 978-89-8172-958-5

대학생을 위한 교양 과학사

자연과학의 역사
‖최재희 ․ 민경진 ‖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고대의학자들 

∙실험정신이 투철한 고대학자들 

∙천동설과 중세 암흑기 

∙근대과학의 토대를 놓다 

∙근대과학의 아버지 

∙전기 

∙보이지 않는 세계로 

∙하늘이야기 

∙원자와 전자 

∙진화의 시대 

∙급변하는 과학 

∙절대 세계에서 상대세계로 

2012년 발행

신국판ㆍ230면ㆍ12,000원

ISBN 89-8172-124-6

프린키피아 (Ⅱ권)
‖아이작 뉴턴 저|이무현 역 ‖

제2권 물체들의 움직임
(저항이 있는 공간)

2013년 발행

46배판ㆍ302면ㆍ18,000원

ISBN 978-89-8172-999-8

재미있게 풀어보는 우주의 비밀 
‖최재희 ․ 민경진 ‖

제1 장 고대문명의 시작

∙점성술과 천문학 

∙주요 4대 문명의 특성

∙고대 그리스의 발견들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중력의 세계로
제2 장 천구의 회전

∙지구의 운동 ∙달의 운동

∙행성의 운동
제3 장 지구의 탄생

∙지구의 탄생 ∙지구의 원소

∙지구의 위성 ∙달 여행 

제4 장 태양계

∙행성 ∙왜소행성 ∙ 소행성

∙헤성과 유성
제5 장 태양의 세계

∙태양의 빛 ∙태양에너지의 원리 ∙ 태양의 구조
제6 장 별의 세계

∙별의 분류 ∙별의 일생 ∙ 별빛의 원리

∙블랙홀과 은하
제7 장 우주의 세계

∙우주의 나이 ∙우주 생명체 ∙ 아인슈타인과 암흑에너지

∙우주의 미래 ∙대통일이론 

2011년 발행

신국판ㆍ312면ㆍ16,000원

ISBN 978-89-8172-131-2

프린키피아 (Ⅲ권)
‖아이작 뉴턴 저|이무현 역 ‖

제3권 태양계의 구조
∙철학에서 논리전개의 규칙

∙현상들

∙행성들과 위성들의 운동

∙밀물과 썰물

∙달의 운동

∙혜성들의 운동

∙일반적인 설명

∙알기 쉽게 설명한 태양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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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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전자기학
∙벡터 해석학 

∙맥스웰 방정식 

∙전기력과 자기력의 통합 

∙전자기와 빛의 통합

2002년 발행

46배판ㆍ184면ㆍ9,000원

ISBN 89-8172-314-1

물리학(Physics)과 
생리학(Physiology)으로 
풀어가는 음악(Music)의 
신비

‖최행진 ‖
제1부 소리는 파동이다∙소리의 물리학적 분석∙음악이론 ∙푸리에 합성∙고속 푸리에 변환 ∙사람의 청각 특성
제2부 DRUM의 물리학 ∙극좌표계에서 라플라스 방정식∙FROBENIUS의 방법∙베셀 함수와 푸리에-베셀 급수∙북가죽의 변위와 θ에 무관한 경우 

모의실험∙막의 변위가 θ에 의존하는 경우 

모의실험

∙여러가지 악기들의 파형과 음향 
스펙트럼

제2장  특수상대론
∙ 아이슈타인 이전 ∙ 로렌츠 변환식 

∙ 로렌츠 변환의 결과들 ∙ 특수상대론적 역학 

∙ 고유시간과 쌍둥이 역설

제3장  일반상대론
∙ 휜 공간의 기하학 ∙ 시공간의 기하학

∙ 등가 원리 ∙ 아이슈타인 방정식 

∙ Schwarzschild 시공간과 블랙홀 ∙ 일반 상대론의 실험적 검증 

제4장  양자 역학
∙ 파동과 간섭 ∙ 빛의 이중성 

∙ 물질의 이중성 ∙ 불확정성의 원리 

∙ 슈뢰딩거 방정식 ∙ 찾아보기

2012년 발행

신국판ㆍ240면ㆍ18,000원

ISBN 978-89-8172-922-6

고전역학 (3/e)

-이론 물리학 총서 제1권- 

‖ L.D.Landau & E.M.Lifshitz 저

권영준 ․ 김홍빈 공역‖
∙운동방정식

∙보존법칙

∙운동방정식의 적분

∙입자들의 충돌현상

∙미소진동

∙강체의 운동

∙정준방정식 2008년 발행

46배판ㆍ334면ㆍ20,000원

ISBN 978-89-8172-746-8

Visual C++ 6.0으로 구현한 

전산물리학
‖최행진 ‖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es)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의 근

∙상미분방정식 ∙자유낙하

∙포물체운동 ∙이차원 어울림떨개

∙홑흔들이 ∙프라운호퍼

∙LCR 직렬회로 ∙중심력

∙헬리의 혜성과 행성의 운동

∙빛의 반사에 대한 BUI TUONG 

PHONG의 모델

∙흑체복사

∙부록 A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의 비밀

2008년 발행

46배판ㆍ200면ㆍ15,000원

ISBN 978-89-8172-765-9

Visual C++ 6.0으로 구현한 

정전기학과 기하광학 
‖최행진 ‖

∙전자기학의 기본이론

∙등전위선과 전기마당의 역선

∙전기다중극

∙영상법

∙변수분리법

∙전기마당의 역선

∙빛의 반사와 거울

∙빛의 굴절과 렌즈2008년 발행

46배판 ㆍ236면ㆍ12,000원

ISBN 978-89-8172-731-4

과학 수학
‖김성원 ‖

∙미 분

∙적 분

∙미분방정식

∙행 렬

∙부 록

∙연습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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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행

46배판ㆍ404면ㆍ24,000원

ISBN 89-8172-042-8

물리문제총론
‖김성원 ‖

교원 임용시험, 대학원 진학, 유학 준비생

을 위한 물리학에 관한 GRE 600여 문제와 

각 문제에 대한 상세한 풀이와 해설을 수록

한 책 

∙역학 문제

∙특수상대론 문제

∙전자기학 문제

∙열물리학 문제

∙광학 문제

∙양자역학 문제

∙원자물리학 문제

∙핵물리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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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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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발행

46배판ㆍ332면ㆍ17,000원

ISBN 89-8172-123-8

수리물리학의 기하학적 
방법
‖Bernard Schutz 저|강상준 역 ‖

∙몇 가지 기본 수학

∙미분가능 다양체와 텐서

∙리 미분과 리 군

∙Differential forms

∙물리학에서의 응용

∙리만 다양체에서의 코넥션과 게이지 

이론 2003년 발행

46배판 ㆍ390면ㆍ18,000원

ISBN 89-8172-385-0

토픽(Topics)으로 본 

과학과 인간생활 (상)

물리학, 정보과학, 화학, 신소재과학

‖홍영석 ․ 박영배 ․ 홍동권 ․ 김현묵 ‖
(상) 물리학과 정보과학
∙화학과 신소재 과학

(하) 생명과학과 유전공학
∙환경과학과 자원과학

2003년 발행

46배판ㆍ300면ㆍ15,000원

ISBN 89-8172-386-9

토픽(Topics)으로 본 

과학과 인간생활 (하)

생물학, 유전과학, 환경과학, 자원과학

‖유민 ․ 홍영석 ․ 김정배 ․ 김수원 ‖
(하) 생명과학과 유전공학
∙환경과학과 자원과학

(상) 물리학과 정보과학
∙화학과 신소재 과학

2004년 발행

신국판ㆍ180면ㆍ9,000원

ISBN 89-8172-359-1

생활속에서 찾아보는 

과학 이야기
‖이준회 ․ 김송강 ․ 윤만영 ‖

본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기초적인 과학

의 지식 및 생활과 관련되어 생기는 생

활과학 문제와 황당한 의문 등 재미있는 

문제를 다루어 자연과학에 흥미를 가지

고 접근할 수 있도록 문제형식으로 설명

해 놓았다. 이 책을 통하여 생활속에서 

접하고 있는 과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가짐으로써 현대의 과학과 기술에 대해 

더욱 익숙해지고 과학적 사고를 익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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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행

46배판ㆍ384면ㆍ18,000원

ISBN 89-8172-328-1

사고영역의 확대과정 

과학의 역사 
‖홍영석 외 ‖

∙서론 : 과학사란 어떤 학문인가?

제1부 실험이 없었던 시대, 고대와 
중세의 과학기술

∙인류의 기원과 석기시대, 신화의 시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과학

∙고대 그리스인들의 과학, 자연철학

∙헬레니즘과 로마, 이슬람의 과학, 

그리스에서 동방으로

∙중세의 과학, 과학의 부정(否定)과 

소생(蘇生)

2014년 발행

퀴즈자연과학시리즈 1

퀴즈 물리학의 
역사(고대~근대)

‖정완상 ‖

제2부 변혁의 시대, 과학혁명에서 20세기까지
∙ 과학혁명기, 네 사람의 거인(巨人)

∙ 고전물리학의 완성, 뉴턴

∙ 화학과 물리학, 생물학의 발전,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제3부 동양(東洋)의 전통과학
∙ 고대 인도(India)의 과학

∙ 중국의 과학, 고대와 중세를 중심으로

∙ 한국의 전통과학

1997년 발행

신국판ㆍ392면ㆍ10,000원

ISBN 89-8172-068-1

그래도 지구는 돈다 (상)

‖갈릴레오 갈릴레이 저

 이무현 역 ‖
∙천동설과 지동설 두 체계에 관한 대화

∙첫째날 이야기

∙둘째날 이야기

2014년 발행

퀴즈자연과학시리즈 2

퀴즈 물리학의 역사(현대)

‖정완상 ‖

1997년 발행

신국판ㆍ268면ㆍ7,000원

ISBN 89-8172-069-X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

‖갈릴레오 갈릴레이 저

 이무현 역 ‖
∙천동설과 지동설 두 체계에 관한 대화

∙셋째날 이야기

∙넷째날 이야기

2014년 발행

퀴즈자연과학시리즈 3

퀴즈 화학의 역사
‖정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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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서

물

리

학

2014년 발행

퀴즈자연과학시리즈 4

퀴즈 지구과학의 역사
‖정완상 ‖

2014년 발행

퀴즈자연과학시리즈 6

퀴즈 생물학의 역사
‖정완상 ‖

2014년 발행

퀴즈자연과학시리즈 5

퀴즈 천문학의 역사
‖정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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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2009년 발행

McGraw-Hill

360면ㆍ28,000원

ISBN 978-0071635370 

Schaum's Outline Series

Beginning Chemistry
(3/e)

‖David E. Goldberg ‖
∙Basic Concepts

∙Mathematical Methods in Chemistry

∙Atoms and Atomic Masses

∙Electronic Configuration of the Atom

∙Chemical Bonding

∙ Inorganic Nomenclature

∙Formula Calculations

∙Chemical Equations

∙Net Ionic Equations

2009년 발행

McGraw-Hill

528면ㆍ28,000원

ISBN 978-0071611657 

Schaum's Outline Series

General, Organic, 
and Biochemistry 
for Nursing and Allied Health 

(2/e)

‖George Odian, Ira Blei ‖
∙Chemictry and Measurement

∙Atomic Structure and the Periodic Table

∙Compounds and Chemical Bonding

∙Chemical Calculations

∙Physical Properties of Matter

∙Concentration and its Units

∙Solutions

∙Chemical Reactions

∙Aqueous Solitions of Acids, Bases, 

and Salts
∙ Stoichiometry

∙ Molarity

∙ Gases

∙ Kinetic Molecular Theory

∙ Oxidation and Reduction

∙ Solutions

∙ Rates and Equilibrium

∙ Acid-Base Theory

∙ Organic Chemistry

∙ Nuclear Reactions

∙ Scientific Calculations

∙ Glossary

∙ Index

Organic Chemistray
∙Nuclear Chemistry and Radioactivity

∙Organic Compounds ; Saturated Hydrocarbons

∙Unsaturated Hydrocarbons ; Alkenes, Alkynes, Aromaics

∙Alcohols, Phenols, Ethers, and Thioalcohols

∙Aledhydes and Ketones

∙Carboxylic Acids, Esters. and Related Compounds

∙Amines and Amides

∙Stereoisomerism

Biochemistry
∙Carbohydrates ∙ Lipids ∙Proteins

∙Nucleic Acids and Heredity ∙Metabolic Systems

∙Digestion, Nutrition, and Gas Transport

Appendix
∙Basic and Derived SI Units and Conversion  Factors

∙Table of Atomic Masses ∙Periodic Table

2010년 발행

McGraw-Hill

506면ㆍ28,000원

ISBN 978-0071472272

Schaum's Outline Series

Biochemistry (3/e)

‖Philip Kuchel ‖
∙Cell Ultrastructure 

∙Carbohydrates 

∙Amino Acids and Peptides 

∙Proteins 

∙Proteins: Supramolecular Structure 

∙Lipids, Membranes, Transport, and 

Signaling 

∙Nucleic Acids 

∙Enzyme Catalysis 

∙Enzyme Kinetics 

∙Metabolism: Underlying Theoretical 

Principles 

∙Carbohydrate Metabolism 

∙The Citric Acid Cycle 

∙Lipid Metabolism 

∙Oxidative Phosphorylation 

∙Nitrogen Metabolism 

∙Replication and Maintenance of the 

Genetic Material 

∙Gene Expression and Protein Synthesis

2009년 발행

McGraw-Hill

512면ㆍ28,000원

ISBN 978-0071625128 

Schaum's Outline Series

Organic Chemistry (4/e)

‖Herbert Meislich, 
Howard Nechamkin, Jacob Sharefkin

George J. Hademenos ‖
∙Structure and Properties of 

Organic Compounds

∙Bonding and Molecular Structure

∙Chemical Reactivity and Organic 

Reactiond

∙Alkanes

∙Stereochemistry

∙Alkenes

∙Alkyl Halides    

∙Alkynes and Dienes    ∙ Cycle Hydrocarbons    ∙Benzene and 

Polynuclear Aromatic Compounds

∙Aromatic Substitution ; Arenes    ∙Spectroscopy and Structure

∙Alcohols and Structure    ∙Alcohols and Thiols

∙Ethers, Epoxides, Glycols, and Thioethers

∙Carbonyl Compounds : Aldehydes and ketones

∙Carboxylic Acids and their Derivatives

∙Carbanion-Enolates and Enols    ∙Amines    ∙Phenolic Compounds

∙Aromatic Heterocyclic Compounds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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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A Course of Modern 

Analysis
E.T. Whittaker, G.N. 
Watson

14

A First Course in 

Differential Equations: 

The classic (5/e)

Dennis G. Zill 16

A Mathematical View  of 

Our World
Harold Parks, Gary Musser, 
Lynn Trimpe, Vikki 
Maurer, Roger Maurer

10

A Modern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2/e)
Henry J. Ricardo 15

A Transition to Advanced 

Mathematics International 

Edition (7/e)  

Douglas Smith, Maurice 
Eggen Richard St. Andre

12

Abstract Algebra: Theory 

and Applications
Judson 17

Advanced Calculus (5/e) Wilfred Kaplan 12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Alan Jeffrey 22

An Engineer’s Guide to 

Matlab
Magrab Azarm Duncan 22

An interactive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Analysis

Jonathan Lewin 13

An Introduction to 

Analysis 
Gerald Bilodeau Paul R. 
Thie G.E. Keough

14

An Introduction to 

Cryptology Making 

Breaking Codes

Garrett 21

An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Biology
Linda J. S. Allen 12

An introduction to 

Measure-Theoretic 

Probability

George G. Roussas 25

Applied Calculus: for the 

Managerial, Life, and 

Social Sciences (8/e)

Soo T. Tan 11

Applie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with Fourier Series and 

Boundary Value Problem 

(4/e)

Richard Haberman 16

Applied Probability 

Models 
D. L. Minh 25

Beginning Number Theory 

(2/e)
Neville Robbins 18

Boundary  Value 

Problems: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6/e)

David L. Powers 16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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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 Functions 

(5/e)

Ron Larson Bruce H. 
Edwards

11

Complex Analysis: for 

mathematics and 

engineering (6/e) 

John H. Mathews Russell 
W. Howell

14

Complex Variables  with 

Applications 
S. Ponnusamy Herb 
Silverman

14

Contemporary  Abstract 

Algebra (7/e)
Joseph A. Gallian 17

CyberLaw-Tex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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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Discrete Mathematics: 

Theory and Applications 

Revised Edition 

D.S.Malik, M.K.Sen 24

Discrete Structures: 

Logic, and Computability 

(3/e)

James L. Hein 23

Early Transcendentals 

Essential Calculus (2/e)
James Stewart 10

Elementary  Differ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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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lementary  Linear 

Algebra (7/e)
Ron Larson․Davidc Falvo 17

Elements of  Modern 

Algebra (6/e)
Jimmie Linda Gilbert 17

Elements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avel Drabek Gabriela 
Holubova

16

Engieering Math? How 

about it in Comics?
Jae Kyoung Cho Translated 
by Seong Ryeol Kim

23

Engineering Mathematics 

(4/e)
Stroud 23

Essential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Student 

Solutions Manual)

James Stewart 10

Foundations of Discrete 

Mathematics 
Fletcher Hlyle Patty 24

Foundations of Topology C. Wayne Patty 19

Fundamentals of 

Differential Equations 

(8/e)

Nagle, Saff, Snider 15

Introduction to 

Combinatorics
Changwoo Lee 20

Introduction to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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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Introductory  Differential Martha L. Abell James P. 15

❖수학-수입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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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Equations: with Boundary 

Value Problems (3/e)
Braselton

Introductory 

Combinatorics (3/e)
Bogart 19

Linear Algebra  with 

Applications (7/e)
Gereth Williams 18

Linear Algebra and  

Matrix Theory (2/e)
Gilbert, Gilbert 18

Linear Algebra: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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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Mathematics: A Discrete 

Introduction (3/e)
Edward Scheinerma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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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Modeling the Dynamics of 

Life: Calculus and 

Probability for Life 

Scientists (2/e)

Frederick R. Adler 11

Modeling the Dynamics of 

Life: Calculus and 

Probability for Life 

Scientists (3/e)

Frederick R. Adl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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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Numerical Analysis and 

Scientific Computation
Jeffery J. Leade 20

Numerical Methods (4/e) Faires, Burden 20

Numerical Methods With 

Matlab Implementations 

and Applications

Gerald W. Recktenwal 21

Numerical Methods, 

Software, and Analysis (2/e)
Rice 21

Principles of  Real 

Analysis (3/e)
Aliprantis Burkinshaw 13

Probability Theory (for 

Actuarial Mathematics)
Jai Heui Kim 25

Problems And Solutions  

In Real Analysis 
Masayoshi Hata 13

Problems and Solutions 

in MATHEMATICS 
Li Ta-Tsien 13

Problems and Solutions: 

in Introductory  and 

Advanced Matrix Calculus

Willi-Hans Steeb 12

PYTHON: programming in 

context
Bradley Miller, David 
Ranum

22

Schaum's Outline Series 

Advanced Calculus (3/e)
Robert Wrede,  Murray R. 
Spiegel

26

Schaum's Outline Series 

Differential Geometry
Martin Lipschultz 26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Schaum's Outline Series 

Discrete Mathematics (3/e)
Seymour Lipschutz Marc 
Lipson

26

Schaum's Outline Series 

Mathematica (2/e)
Eugene Don 27

Schaum's Outline Series 

Mathematics for Nurses 

(2/e)

Larry Stephens Lana C. 
Stephens Eizo Nishiura

27

The History of 

Mathematics An 

Introduction (5/e)

David M. Burton 26

The History of 

Mathematics An 

Introduction (7/e)

David M. Burton 25

Topology Sheldon W. Davis 19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200문제로 끝내는 퀴즈 

수학사
김준호 33, 85

3대 작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곡선과 기구 
김진호․김용대․서보억 32

An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Biology
Linda J. S. Allen 저
오춘영 외 역

50

Black-Sholes 방정식의 

수치해석입문 (제3판)
김준석․정다래․추영기 87

C로 구현한 수치해석 유동선․한수경 89

Cabri 3D 활용 교육소프트연구소 33, 83

Elementary Differential 

Geometry (2/e)
Pressly 저|전재복 외 역 83

ELEMENTARY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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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ENGINEERING MATH? 

HOW ABOUT IT IN 

COMICS?

Jae Kyong Cho Translated 
by Seong Ryeol kim

47

ENV 이산수학 (개정2판) 황석근․이재돈․김익표 62, 91

ENV 정수론 황석근 62, 76

FRESHMAN 기초수학 서춘석 56

HTML․JAVASCRIPT 
프로그래밍과 웹 수학

김영익 94

Laplace 변환입문 이구대 95

Maple을 이용한 수치해석 권영철․강만기․박종서․박진한 90

Mathematica 4.0 Stephen Wolfram 저
인제대학교 메스메티카
기술교육센터 역

43, 94

Mathematica 고급사용자를 

위하여: Mathlink를 중심으로
장주수․정경훈․박승준․송준엽 43

❖수학(교양수학 ․ 전공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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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Mathematica 응용수학 송기홍 44

Mathematica Guide Book 

입문에서 활용까지
이장훈 42, 93

Mathematica Lab 

실험중심의 고등학교 

수학탐구 [1권]:탐구활동교재

이장훈 42, 93

Mathematica Lab 

실험중심의 고등학교 

수학탐구 [2권]:실험과제풀이 

이장훈 43, 94

Mathematica로 배우는 

미분방정식
신준용․엄미례․이현영 71

MATHEMATICA로 이해하는 

그래픽과 사운드
한수경․강태원 44

MATHEMATICA로 이해하는 

수학
한수경․강태원 44

MATHEMATICA로 이해하는 

컴퓨터와 통계
한수경․강태원 44

Mathematica를 이용한 

선형대수학 (제2판)
김한두․김향숙․배화수․손병근 75

Mathematica를 이용한 

일반수학 (개정판)
김향숙 외 43

Mathematica에 의한 

그래픽 이론
한재영 95

Mathematica와 함께하는 

응용대학수학
윤재헌․김상욱 44

Mathematical Thinking을 

키우는 해석학 입문 (제3판)
김태화 64

Mathematical Thinking을 

키우는 해석학입문 

연습문제탐구 (제3판)

김태화 64

Matlab 활용 ESSENCIAL 

수치해석
김준석 89

Matlab과 응용 김경중 45, 90

Matlab을 이용한 

선형대수학 (개정판)
김창근․송영권․양영균 75

Matlab을 이용한 수치해석 

(제2판)
김창근 89

New 수학영한사전 박재균 편 96

p-진 함수해석학과 

그 응용
김태균․장이채․임석훈․박홍경
유천성․김영희․김민수․석정영
김원주․박경호․황경원

68

PC 클러스터 구축 및 

병렬계산 
김성기․이동선․정다래․김준석 94

Principles of Real 

Analysis
Moo Hong, Joo 66

PROBABILITY THEORY (for 

Actuarial Mathematics)
Jai Heui Kim 87

q-정수의 세계와 그 응용 김태균․박홍경․유천성․임석훈
장이채

67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π-4천년 역사의 흔적 박제남․남호영 37, 85

간추린 현대대수학 김주필 72

개념수학 입문 오승재․김주필 36

경영․경제수학 (제3판) 신준용 61

고등미적분학 (개정판) 유윤재 66

고속 푸리에 변환으로 

구현하는 무한 정밀도
최행진 96

공업수학 (I)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Alan Jeffrey 저|전재복 외 역 47

공업수학 (II)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Alan Jeffrey 저|전재복 외 역 47

공업수학 탐구 곽도영 46

공업수학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2/e)
김창근 외 46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 

(1권)－미분방정식

조재경 저|안제용 그림 47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 

(2권)－선형대수학과 벡터 미적분학

조재경 저|정정환 그림 47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  

(3권)－푸리에 해석과 

편미분방정식

조재경 저|그릴자유 그림 47

공업수학이라면 이제 

만화로 공부하세요  

(4권)－복소해석과 수치해석

조재경 저|그릴자유 그림 48

공학기초 선형대수학 

(개정판)
심재동․이경희․천창범․하준홍 73

공학수학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윤주한․오원태․조완영․김미혜 46

공학수학 김상목․김태균․송영권 송형수
이종우․이진우․이흥수․지은숙
허민

46

공학인증을 위한 수학의 

기초 
강부현․박태룡․안가경․한찬욱
함형범

57

공학인증을 위한 

미분방정식 
강부현 70

과학 수학 김성원 61

교사를 위한 수학사(개정판) 한인기 84

교양을 위한 대학수학 

(개정판)
김성기․고지흡․김홍종․계승혁
하길찬

58

교양을 위한 대학수학 

(제1권 : 일변수함수의 

미적분과 그 응용)(개정판)

김성기․고지흡․김홍종․계승혁
하길찬

58

구수략(건) 완산 최석정 저|정해남․허 민 역 38

구수략(곤) 완산 최석정 저|정해남․허 민 역 38

구일집(인) 남양 홍정하 저|강신원․장혜원 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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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집(지) 남양 홍정하 저|강신원․장혜원 역 38

구일집(천)  남양 홍정하 저|강신원․장혜원 역 38

그래프 이론 윤영진 92

금융과 수학의 만남 김정훈 86

금융과학 David G. Luenberger 저
박구현․윤복식․이영호 역

28, 86

금융수학 (개정판) 김정훈 86

기초 대학수학 우영진․전종득 57

기초 미분적분학 박춘성 51

기초 미분적분학 서춘석 50

기초 집합론 (개정판) 송형수 78

기초공업수학 김형교․나경욱 48

기초공업수학 수학교재편찬회 48

기초미적분학 (개정판) 김성기․계승혁 50

기초미적분학 (개정판) 이정례․곽태근․이성진․김원배
김봉진

50

기초에 충실한 

실용대학수학
강부현․김치용․박태룡․안가경 
이승우․임성식․한찬욱․함형범

58

기초퍼지이론 유동선․이교원 95

기초해석학 (개정판) 강미광․강신민․김성식․조열제 64

기초확률론 이외숙 88

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
윤갑진 82

기하학개론 고석구 82

기하학원론 시리즈 

(가권~자권)
유클리드 저․이무현 역 41

길잡이 공업수학 박춘성 48

길잡이 공학수학  양정모 49

길잡이 복소해석학 김동화 68

길잡이 해석학 (제2판) 김동화 65

내 마음 속의 수학풍경 김상룡 32

놀라운 수학나라 대탐험 Jin Akiyama, Mari-Jo Ruiz 저
한인기 역

32

대수학 입문과 퍼지 응용 김태균․박달원․박홍경․임석훈
장이채

67

대수학과 기하학 강신덕 61

대학 기초수학 (제2판) 윤행원․이정례․곽태근․이성진
김원배․김봉진

56

대학 이공계 미분적분학 김상목․김태균․송영권․송형수
이종우․이진우․이흥수․지은숙․허민

52

대학기초수학 길병문 56

대학기초수학 박춘성․안수엽 56

대학기초수학 수학교재편찬위원회 56

대학생을 위한 교양 수학사 

수의 세계
민경진․최재희 35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대학수능자녀를 둔 부모가 

읽을 교양수학 시리즈 

(1~24권)

한재영 40

대학수학 (개정판) 강신덕 외 59

대학수학 (개정판) 김병기 외 60

대학수학 (개정판) 김창근 외 59

대학수학 (개정판) 송형수․송영권․이종우․이흥수
지은숙․허  민

59

대학수학 김병기 외 60

대학수학 금영희․김영익․박병수 60

대학수학 김경호․채홍철 59

대학수학 손병규 외 58

대학수학 수학교재편찬위원회 59

대학수학 우영진․유종광․오흥준 59

대학수학 우영진 60

대학수학 유종광․오흥준․이상한 60

대학수학의 기초 이상한 57

대학일반수학 (개정판) 수학교재편찬위원회 55

대학일반수학 김경호 55

대학일반수학 수학교재편찬위원회 55

더 재미있는 게임, 

수학 IQ 높이기 
클라우디아 자슬라브스키 저
김진호․홍은숙 역

32

동양수학대계 Ⅰ: 

산수서․산경십서 (上)
차종천 39

동양수학대계 Ⅱ: 

산수서․산경십서 (下)
차종천 39

동양수학대계 Ⅴ: 양휘산법 차종천 39

동양수학대계 ⅩⅣ: 

일본수학사
차종천 39

동양수학대계 Ⅺ: 구일집 (上) 차종천 39

동양수학대계 Ⅻ: 구일집 (下) 차종천 39

르베그적분 김경화 역 66

명석․판명한 정신: 논리와 

수학
정계섭 37

명제와 집합 (개정판) 노영순․김기준․송형수 78

묵사집산법(인) 경선징 저|유인영․허 민 역 38

묵사집산법(지) 경선징 저|유인영․허 민 역 38

묵사집산법(천) 경선징 저|유인영․허 민 역 38

문제중심 위상수학: 

중등교원임용시험 대비 (제2판)
노영순 80

미․적분학과 미분방정식 이정식 54

미래 수학은 

Mathematica와 함께
김영익 43

미분기하학 개론 이현덕 83

미분기하학 김강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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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미분방정식 기초 김병무․윤주환 49, 71

미분방정식 입문 (개정판) 노정학․양춘우 70

미분방정식 정설 박동근․정진문 70

미분방정식원론 김용태․전종득․차형구․김종헌 70

미분방정식 이구대․박동근 70

미분적분을 위한 

대학기초수학
김병무 56

미분적분학 (상) (9/e) Dale Varberg 외 저
수학교재편찬위원회 역

51

미분적분학 (하) (9/e) Dale Varberg 외 저
수학교재편찬위원회 역

51

미분적분학 부경대수학교재편찬위원회 51

미분적분학 연습문제 탐구 김상욱․김원규․윤재헌․윤주한
조완영

52

미분적분학 James Stewart 저
수학교재편찬위원회 역

51

미분적분학 구기식․이영환․전태일․최병문 52

미분적분학 김동건 54

미분적분학 박기석 외 54

미분적분학 박재명․정세영․부덕훈 51

미분적분학 부경대학교 수학교재편찬회 54

미분적분학사-그 개념의 발달 Carl B. Boyer 저|김경화 역 34

미분적분학 성열욱․서창호․한근희․김찬수 53

미분적분학 수학교재편찬위원회 53

미분적분학의 이해와 응용 

(개정판)
이병무 53

미분적분학 충북대학교 수학교재편찬위원회 52

미분적분학 한태식․권기호․김정헌․박석봉 53

미분적분학 홍승희 외 53

미분적분학Essential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James Stewart 저
수학교재편찬위원회 역

8

미적분의 역사 C.H.Edwards.Jr.저|류희찬역 34, 85

미적분학 고영상․승병인․함윤미 52

미적분학의 기초 서춘석 50

미적분학의 이해 (개정판) 김경호 54

미적분학 충북대학교 수학교재편찬위원회 52

벡터 해석 유연봉․박춘성 50

벡터와 행렬의 기초 이석종 49, 75

벡터해석기하와 

Mathematica (개정증보판)
김향숙․이일용․표용수 82

벡터해석 송영권․송형수․이종우․이흥수
지은숙․허  민

49

보험수학을 위한 확률론 김재희 87

복소 해석학과 활용 (제2판) Zill, Shanahan 저|허 민 역 68

복소해석학 김정진․윤갑진 68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복소해석학원론 고석구 68

비아르키메디언 해석학 입문 김태균 외 67

비아르키메디언 적분과 그 

응용
김태균․장이채․임석훈․박순철
석정영․최준용․유천성

67

산술관견 합주 이상혁, 지수 보술 
김상미․허 민 역

38

산학본원(이수신편 제23권) 서명산인 황윤석 편집, 
강신원․장혜원 역

38

산학입문(이수신편 제21권) 서명산인 황윤석 편집, 
강신원․장혜원 역

38

산학입문(이수신편 제22권) 서명산인 황윤석 편집, 
강신원․장혜원 역

38

새로운 기초 공학수학 이종걸․김경호 48

새로운 복소해석학의 기초 방현수 68

새로운 이산수학 입문 윤영진 91

새로운 조합수학 윤영진 91

생활과 수학 이종걸 외 35

생활속의 수학 Sherman K.Stein 저
황우형․조향감 역

35

생활속의 수학 (개정판) 이규봉․김성숙․김화수 34

선형대수 입문 (개정판) 강정흥․권기호․문미남 
박석봉․이시창․황규범

73

선형대수학: MATLAB을 

이용한 문제풀이 (개정판)
송영권 75

선형대수학: MATLAB을 

이용한 문제풀이 
송영권 75

선형대수학 강정흥․김정헌․박석봉․이시창 74

선형대수학 강정흥․이시창․황규범 74

선형대수학과 활용 (7/e) Gareth Williams 저|윤복식 역 73

선형대수학원론 김동화 74

선형대수학 응용수학연구회 74

선형대수학의 이해 (개정판) 김경호 74

세계수학사 현종익 85

셈틀에서 태어난 

수치해석학 (기본판)
최행진 90

셈틀에서 태어난 

수치해석학 (완전판)
최행진 90

수론과 암호의 만남 조성진․김한두 76

수치해석원론 (개정판) 유동선․김영익 89

수치해석 정상권 89

수학 전쟁 Carmen M. Latterell 저
박성선 역

31

수학과 현대금융사회 (Guided 

tour of math finance)
이승철 86

수학교육에서 역사 

활용하기 (상)
Victor J. katz 저
계영희 외 역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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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에서 역사 

활용하기 (하)
Victor J. katz 저
계영희 외 역

85

수학도깨비 시리즈 

1-수학도깨비에게 

작도배우기

최행진 33

수학도깨비 시리즈 

2-수학도깨비에게 원주율 

배우기

최행진 33

수학도깨비 시리즈 

3-수학도깨비에게 인코딩 

및 정보이론 배우기

최행진 33

수학사에서 유명한 

수학자의 퍼즐
Miodrag S. Petković 저
김인수 역

28, 30, 
85

수학의 또 다른 즐거움 Theoni Pappas 저|강정흥 역 32

수학의 맥을 찾아서 김경호․채홍철 35

수학의 세계(개정판) 장이채 35

수학의 세계 전인흥․전숙희․이영섭 34

수학의 역사-입문  David M. Burton 저|허 민 역 8, 30, 
84

수학의 역사-입문  David M. Burton 저|허 민 역 8, 30, 
84

수학의 이해 (Ⅰ) (대수 및 통계) 우영진 57

수학의 이해 (Ⅱ) (개정판) 우영진 57

수학의 이해 이상욱․고영미 36

쉬운 설명, 다양한 예제 

실함수론
이병무 66

실해석&함수해석학 방현수 66

아르스마그나 카르다노 저|이무현 역 34

아름다운 수식문서 작성 

프로그램 LATEX- [Ⅰ]기초편 
심송용․강희모 42, 93

아름다운 수식문서 작성 

프로그램 LATEX- [Ⅱ]활용편 
심송용․강희모 42, 93

아주 짧게 소개하는 수학 Timothy Gowers 저|박기현 역 30

아하! Mathematica 

(수리소프트웨어의 이해)
김향숙․김현구 43

알기쉬운 공업수학 입문 

(개정판)
김경호 외 48

알기쉬운 대학수학 (개정판) 유정옥․김주필․류근식․윤연수 
김상배․최은미․유천성

58

알기쉬운 미적분학 이종걸․김경호 54

알기쉬운 선형대수학(개정판) 이효삼 74

알기쉬운 수치해석 오후진 89

알기쉬운 위상수학 (제3판) 유정옥 80

알기쉬운 일반수학 김경호 55

알기쉬운 집합론 (개정판) 노영순 78

암호의 세계 (개정판) 최병문․이영환 31, 79

암호학 입문 김정헌 79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암호학의 이해 황규범․이시창․정명인 79

예제 중심으로 풀어쓴 

선형대수학 (개정판) 
최재룡․한창우 75

예제가 풍부해서 이해가 

잘되는 실해석학 (제2판)
조성진․이병수․강미광 66

예제로 배우는 해석학 차영준 65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수학
김용무 31

우리아이들을 위한 

미적분학 (I) (제2판)
김강태․김성옥 53

원주율에 대한 수학자들의 

열정과 C/C++언어로 

도전하는 원주율 계산

최행진 37

위대한 과학자들의 위대한 

실수
이무현 저 30

위대한 수학자들의 사고방식 김승욱 37, 84

위상수학 기본 (제2판) 노영순 80

위상수학: 점-집합 

위상수학의 기초 이론과 연습
송형수 81

위상수학: 

PBL(문제중심학습) 
송형수 81

위상수학의 기초 

(연습문제 풀이 수록)(제4판)
이석종․이승온 80

윈도우즈 암호 프로그래밍 이영환․최병문 79

유시구고술요도해 의령 남병길 도해, 
유인영․허 민 역

38

유한체 및 그 응용 조성진 49, 95

융합, 창의인성, 소통을 

위한 프랙탈과 카오스
안대영 33

응용대학수학 강부현․김치용․박태룡․안가경 
이승우․임성식․한찬욱․함형범

58

이공계 과학도를 위한 

Matlab 사용법과 그 응용 

(제2판)

김창근 44, 93

이공계 학생을 위한 Maple 

길잡이
최재룡․전영국․추인선 93

이공계 학생을 위한 

미분방정식
강부현․유동선 70

이공계 학생을 위한 수학의 

기초 (제2판)
강부현․안가경․한찬욱 57

이공계 학생을 위한 Maple 

길잡이
최재룡․전영국․추인선 45

이공계를 위한 선형대수학 부산대학교 
수학교재편찬위원회

73

이산수학 문제탐구 윤영진 92

이산수학개론 (개정판) 김주목․김진천․김창한․이범수 92

이산수학원론 채수환 외 92

이야기로 배우는 경상수학 이필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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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익산(상편) 정부론 이상혁 저|홍성사 역 38

익산(하편) 퇴타설 이상혁 저|홍성사 역 38

인문․사회 과학도를 위한 

대학교양수학 (개정판)
이정식 60

일반교양수학의 이해 이병무 55

일반위상수학 (제2판) 박배훈․이부영․박진한 80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기하학
전재복 82

임용고사를 위한 위상수학 

(개정판)
김병기 80

자바와 함께하는 수학 

(Java Aided Mathematics)
김필호 45, 94

작용소론 기본연구 김진천 69

재미있는 수학 노영순 36

재미있는 수학의 세계 박봉구 외 35

재미있는 이야기수학 노영순 36

전산학을 위한 이산구조 박진홍 92

전혀 새로운 접근 실해석학 

(제2판)
David M. Bressoud 저
허 민 역

65

정보화 사회와 수학(개정판) 이민섭 36

정수론 윤영진 76

정수론 문제 탐구 윤영진 76

정수론 입문 윤영진 76

정수론과 암호학 (개정판) 이민섭 76

정수론과 컴퓨터시스템 한재영 77

조합 및 그래프이론 김정진 91

조합론 산책 Miklo' s Bo' na 저|노유미 역 28, 91

즐거운 현대대수 문제탐구 한남대학교 대수연구회 73

즐거운 현대대수학 

시리즈－즐거운 현대대수 I
김주필․최은미 72

즐거운 현대대수학 

시리즈－즐거운 현대대수 II
김주필․최은미 72

즐거운 현대대수학 

시리즈－즐거운 현대대수 III 

(문제탐구)

김주필 72

지식공간 및 퍼지이론과 

그 응용
김태균․박홍경․임석훈․장이채 67

지오지브라 바이블 최경식 42

지오지브라의 정석 (기본편) 김태환․김현창 42

집합과 논리 (제2판) 이석종 78

집합과 논리의 기초 이석종 78

집합론 입문 (개정판) 전인흥 78

짧게 그러나 완벽하게 

(위대한 수학자들의 삶)
김승욱 36, 84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차근방몽구 합주 이상혁 저
호문룡․이재실․허 민 역

38

창의적 사고 논리의 이해 장이채 저 31

첨단공학을 위한 정보수학 조성진․김한두․최언숙 49, 95

초보자를 위한 푸리에 해석학 최행진 96

초월함수개론 김태균․박달원․박홍경․임석훈
유천성․장이채

67

측량도해 패동 남원상 도해, 
유인영․허 민 역

38

통계계산을 위한 

기초수치해석 
김영훈 90

투자와 금융수학 전흥기 86

파생상품 C++ 이종희․김성기․정다래․김준석 87

판도라 수학상자 Brian Bolt 저|홍승희 외 역 37

퍼지과학의 세계 장이채 95

포앙카레의 만년의 

사상(수학과 과학)
앙리포앙카레 저
김성숙․김형보 역

34

풀이가 있는 대학일반수학 

(제2판)
김경호․김상욱 55

프로그래밍과 웹수학 

HTML․JAVASCRIPT 
김영익 45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 김진호․김인경 32

하늘책의 증명 Martin Aigner, M. Ziegler 저
이상욱․고영미․강미현 역

31

해석기하학과 사영기하학 

(개정판)
최대호 82

해석학 입문 (제4판) 노정학 외 64

해석학 입문 (제4판) William R. Wade 저
허민․오혜영 역

62, 64

해석학 탐구 박춘기 65

해석학개론(Foundations of 

Mathematical Analysis)
Johnsobough 저
김종규 외 역

64

해석학 전인흥 65

해석학특론(연습문제 및 풀이) 박근생․조열제․김성식․강미광 65

현대기하학 기행 천석현 37, 82

현대대수학 (개정판) 이민섭 72

현대대수학의 진리체계 한재영․권태인․이효삼 72

현대보험수리학 심주용․이장택․황창하 86

현대암호학 (제2판) 이민섭 79

형식언어와 유한상태머신 박진홍 94

확률론 입문 (개정판) 김종호․김주환․이기성 88

확률의 이해 (개정증보판) 주상열․김윤경 88

힐버트 공간과 선형사상 김진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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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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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200문제로 끝내는 퀴즈 수학사 김준호 100

3대 작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곡선과 기구 
김진호․김용대․서보억 99

7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교육론 (제2판)
현종익 110

Cabri 3D 활용 교육소프트연구소 100

CAS 그래핑계산기와 

수학교실
David Tyman․John Dowsey 
Lynda Ball 저
황우형․김경미․박희정․백형윤
조영주 역

102

Mathematica Lab 

실험중심의 고등학교 

수학탐구 [1권]:탐구활동교재  

이장훈 98

Mathematica Lab 

실험중심의 고등학교 

수학탐구 [2권]:실험과제풀이 

이장훈 98

New 수학영한사전 박재균 편 113

계산기를 활용한 

초등수학교육 
강 완․김진호․강태석․황정화 
송정환․안희진․김숙현

111

교사를 위한 교양수학 김용태․안병곤 113

교사를 위한 선형대수학 

(개정판)
신현용 106

교사를 위한 수학사 

(개정판)
현종익 103

교사를 위한 수학사 한인기 103

교사를 위한 정수론(개정판) 신현용 106

교사를 위한 집합론 (제2판) 신현용 106

교사를 위한 추상대수학 

(제2판)
신현용 106

교사를 위한 해석학 (제2판) 정상권 107

교사를 위한 현대물리의 

이해 
윤종국 107

교사를 위한 확률과 통계학 김원경 107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직수학의 탐구 
서보억 102

구성주의 수학교실 1학년 Vicki Bachman 저
김진호․홍은숙․임상미 역

110

구성주의 수학교실 2학년 Nancy Litton 저
김진호․남미선․안희진 역

110

구성주의 수학교실 3학년 Suzy Ronfeldt 저
김진호․유대현․이진경 역

111

내 마음 속의 수학풍경 김상룡 99

놀라운 수학나라 대탐험 Jin Akiyama, Mari-Jo Ruiz 저
한인기 역

99

대수․기초해석․조합의 

탐구문제들 (상) 
Prasolov V.V 저|한인기 역 104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대수․기초해석․조합의 

탐구문제들 (하) (개정판)
Prasolov V.V 저|한인기 역 104

대학수학의 기초 김판수․박종서․최창우 112

더 재미있는 게임, 

수학 IQ 높이기 
클라우디아 자슬라브스키 저
김진호․홍은숙 역

99

문제중심 위상수학 (제2판) 노영순 108

문제해결을 위한 수학 

Power Math
장경윤․류현아․한세호 
장만석․서효훈․홍선표

101

상황학습 Jeanlave & Etienne 
Wenger저|전평국․박성선

103

새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재 연구 및 지도 (개정판)
신현성 102

생활속의 수학

(Strength in Numbers)
Sherman K.Stein 저
황우형․조향감 역

100

선생님, 이산수학이 뭐예요? 최근배․안선영 111

세계 수학교육 사상사 입문 김용태 110

수학 영재 교육 유윤재 104

수학 전쟁(Math Wars) Carmen M. Latterell 저
박성선 역

99

수학 조작교구 안병곤 110

수학과 개연추론(II) : 

개연적 추론의 여러 가지 

패턴

G.polya 저|이만근 외 역 101

수학과 개연추론(I) : 

수학에서의 귀납과 유추
G.polya 저|이만근 외 역 101

수학교육 및 교재론 신현성 102

수학교육론 연구해설서 (상) 한재영 109

수학교육론 연구해설서 (중) 한재영 109

수학교육론 연구해설서 (하) 한재영 109

수학교육에서 역사 

활용하기 (상)
Victor J. katz 저
계영희 외 역

103

수학교육에서 역사 

활용하기 (하)
Victor J. katz 저
계영희 외 역

103

수학교육연구방법-이론과 실제 전평국․박성선 107

수학교육학 신서 강옥기․강윤수․고상숙․고호경 
권나영․김구연․김래영․김민경 
김응환․김익표․노선숙․서보억 
신재홍․이수진․이중권․정인철 
한인기․허혜자․황우형

102

수학원리탐구의 ABC : 

초등학교 5 & 6학년
김민경․홍소진․홍지연 112

수학의 역사발생에 따른 

초등 수학교육 신서 
김용태 110

수학적 모델링 초등수학 

중심으로
김민경 112

❖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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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수학적 발견 (Ⅰ) George Polya 저
우정호․정영옥․박경미․이경화 
김남희․나귀수․임재훈 역

100

수학적 발견 (Ⅱ) George Polya 저
우정호․정영옥․박경미․이경화 
김남희․나귀수․임재훈 역

101

수학적 의사소통 이종희․김선희 103

수학적 창의성 증진을 위한 김민경 112

수학학습심리학 Lauren B. Resnick Wendy 
W. Ford 저
구광조․오병승․전평국 역

102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수학적 사고 방법) (개정판)
George Polya저|우정호 역 100

연구설계 : 정성연구, 

정량연구 및 혼합연구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John W. Creswell 저
강윤수 외 역

101

영재를 위한 중등대수학 권태룡․남호영․박제남․윤석룡 104

영재를 위한 중등해석학 

(개정판)
이종성․한경혜 104

유아수학교육의 탐구 김민경․홍혜경․이지현․이정욱 106

융합, 창의인성, 소통을 

위한 프랙탈과 카오스
안대영 98

이야기 수학 교과서 ❶ 방승희 104

이야기 수학 교과서 ❷ 방승희 105

이야기 수학 교과서 ❸ 방승희 105

이야기 수학 교과서 ❹ 방승희 105

이야기 수학 교과서 ❺ 방승희 105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기하학
전재복 109

임용고사를 위한 위상수학 

(개정판)
김병기 108

임용고사를 위한 해석학 류근식․이종학 108

임용수학의 네비게이션 1 : 

해석학
김나리 108

임용수학의 네비게이션 2 : 

대수학
김나리 108

장애학생 수학교육 Benny F. Tucker, Ann H. 
Singleton, Terry L. Weaver 저
김민경․김선영․김영표․박세은
신현기․원성옥․이병혁․이필상
정희선․허일 역

113

재미있는 이야기수학 노영순 100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Sharan B. Merriam 저
강윤수 외 역

101

중등교원 임용고사 

예상문제 : 

수학심화연구해설

한재영 109

지오지브라 바이블 최경식 8, 98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지오지브라의 정석(기본편) 김태환․김현창 98

참 좋은 수학 I 오관용 113

참 좋은 수학 II 오관용 114

초등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초등수학지도
김용태․황우형․이중권 111

초등수학 지도를 위한 수학 이대현․임근광․성창근 111

초등수학교육 Richard R.Skemp 저
김판수․박성택 역

113

초등학교 1 & 2학년 김민경․김형은․김혜원 112

초등학교 3 & 4학년 김민경․이효순․김은경 112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대수학 
신현용 106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수학 

기초론
김해규․최근배․현종익 113

초등학교수학을 따라가는 

수학
정상권 111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  김진호․김인경 99

해석학 특강(임용고사․대비서) 강승필 108

홍쌤의 수학 톡하자 1 : 

수와 평면도형
홍선호 114

홍쌤의 수학 톡하자 2 : 

소수와 비
홍선호 114

홍쌤의 수학 톡하자 3 : 

입체도형과 확률
홍선호 114

홍쌤의 수학 톡하자 4 : 

측정과 규칙찾기
홍선호 114

홍쌤의 수학 톡하자 5 : 

방정식과 함수
홍선호 114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An introduction to 

Measure-Theoretic 

Probability

George G. Roussas 122

Analyzing Multivariate 

Data
James Lattin Paul E. Green 
J. Douglas Carroll

123

Applied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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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Applied Linear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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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Applied Probability Models D. L. Minh 121

Applied Regression 

Analysis and Other 

Multivariable Methods (4/e)

Kleinbaum KupperNizam 
Muller

124

❖통계학(수입원서 ․ 국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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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Applied Statistics for 

Public and Nonprofit 

Administration (7/e)

Kenneth J. Meier Jeffrey L. 
Brudney John Bohte

118

Elementary Statistics (10/e) Robert Johnson․patricia Kuby 117

Elementary Statistics 

(Picturing the World) (2/e)
Larson Farber 117

Elementary Statistics: A Step 

by Step Approach (8/e)
Allan G. Bluman 116

Elementary Statistics: A 

Step by Step Approach 

[A Brief Version] (5/e)

Allan G. Bluman 116

Elementary Statistics: 

Looking at the Big Picture 

(International Edition)

Nancy Pfenning 117

Elementary Survey 

Sampling (6/e)
Richard L. Scheaffer 
William Mendenhall R. 
Lyman Ott

125

Environmental Statistics VIC BARNETT 121

Essential for Statistics 

CALCULUS
HUH, Myung-Hoe․CHOI, 
Taeryon

119

Fundamentals of 

Biostatistics (7/e)
Bernard Rosner 120

Introduction to Business 

Statistics (7/e)
Ronald M. Weiers 119

Introduction to Modern 

Nonparametric Statistics
James J. Higgins 123

Introduction to Probability 

& Statistics (13/e)
Mendenhall․Beaver․Beaver 119

Introduction to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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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Introduction to Statistics 

& Data Analysis (3/e)
Peck Olsen Devore 123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Paul P. Biemer Lars E. 
Lyberg

126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Statistics (3/e)
Alexander M. Mood, etc. 118

Linear Regression 

Analysis (2/e)
G.A.F.Seber․Alan J. Lee 124

Mathematical Statistics (7/e) Wackerly Mendenhall 
Scheaffer

122

Modern Mathematical 

Statistics With Applications
Devore Berk 122

Next Generation of 

Data-Mining Applications
Mehmed M. Kantardzic 
Jozef Zurada

126

Probability & Statistic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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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ciences (8/e)

Jay L. Devore 119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ciences (8/e)

Richard A. Johnson, Irwin 
Miller, John Freund

120

Probability Theory (for 

Actuarial Mathematics)
Jai Heui Kim 122

Problems in Probability T M Mills 121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aymond H. Myers 
Douglas C. Montgomery

125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2/e)
Sharon L. Lohr 125

Schaum's Outline Series : 

Statistics and 

Econometrics (2/e)

Dominick Salvatore Derrick 
Reagle

126

Statistical Control by 

Monitoring and Feedback 

Adjustment

George Box․Alberto 
Luceno

123

Statistical Methods for 

Engineers (2/e)
Vining Kowalski 120

Statistics Principles and 

Methods, 6th Edition 

International Student 

Version (6/e)

Richard A. Johnson 116

Survey Methodology Robert M. Groves Floyd J. 
Fowler Mick P. Couper

125

Tales of Distributions 

Basic Statistics (9/e)
Chris Spatz 118

Understandable Statistics 

(9/e)
Charles Henry Brase 
Corrinne Pellillo Brase 

117

Understanding Basic 

Statistics (6/e)
Brase Brase 116

Understanding Statistics 

in the Behavioral 

Sciences (9/e)

Robert R. Pagano 118

AHP에 의한 의사결정 

이론과 실제 (개정판)
박용성 149

Excel과 함께하는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개정판)
배현웅․권기호․방성완 136

EXCEL로 풀어본 확률 및 

통계학
김주환․정훈조․손창균 137

Excel을 이용한 실용통계분석 배현웅 135

EXCEL을 이용한 통계학의 

기초와 이해 (개정판)
김제영․배현웅․윤병창 135

EXCEL을 활용한 확률 및 

통계학
손창균 137

JMP 통계분석 총서 ①

JMP 길잡이
최종후․한상훈 141

JMP 통계분석 총서 ② 

JMP를 이용한 상관/회귀분석
최종후․김수택 141

JMP 통계분석 총서 ③ 

JMP를 이용한 실험자료분석
최종후․홍한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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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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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JMP 통계분석 총서 ④ 

JMP를 이용한 

주성분분석/인자분석

최종후․전새봄․진서훈 141

JMP 통계분석 총서 ⑤ 

JMP를 이용한 

판별분석․분집분석

최종후․전수영 141

JMP 통계분석 총서 ⑪ 

JMP를 이용한 비모수 통계
송일성 142

Lecture on Calculus for 

Statistics Students 

통계수학강의 (개정판)

허명회 147

MATHEMATICA로 이해하는 

컴퓨터와 통계
한수경․강태원 142

Minitab을 이용한 통계적 

품질관리 (개정증보판)
김평구․김희철․이동준 148

Minitab을 이용한 통계적 

품질관리 (제2판)
김평구․김희철 148

Minitab을 이용한 통계학의 이해 김병수 외 135

PASW(SPSS) 시계열 분석 김연형 146

PASW(SPSS)18과 사회과학 

자료분석
김연형 137

R 기반 다변량 분석 정강모․김명근 144

R 다변량 통계분석 김재희 144

R과 함께하는 분산분석 배현웅․문호석 134

R과 함께하는 상관 및 회귀분석 배현웅․문호석 133

R과 함께하는 통계학 배현웅․문호석 133

R과 함께하는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배현웅․방성완 134

R을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개정판)
박창이․김용대․김진석 
송종우․최호식

143

R을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박창이․김용대․김진석 
송종우․최호식

150

SAS 기초 

(함수와 BASE PROCEDURE)
권세혁 139

SAS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성희․박영택 140

SAS 언어와 프로그래밍 함형범․박태룡․김재현 139

SAS 프로그래밍과 자료분석 김명철․김주환․손창균 140

SAS Enterprise Miner 6.2를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입문
김병수․배화수․석경하 
조대현․최국렬

144

SAS를 이용한 다변량 

통계분석 (개정판)
김재희 144

SAS를 이용한 시계열분석 신기일 146

SAS를 이용한 전산통계 김제영 외 140

SAS를 이용한 통계학의 이해 오혜영 140

SAS를 활용한 선형회귀분석 강근석․김충락 146, 150

SAS메뉴로 배우는 

SAS/INSIGHT 통계분석 (Ⅰ) 
함형범․김재현 140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SAS와 함께하는 통계이론과 

자료분석
배현웅 140

S-PLUS를 이용한 다변량 

자료분석
김명근․정강모 144

SPSS를 이용한 통계학 김병수․배화수․석경하 
조대현․최국렬

137

SPSS를 활용한 분산분석 김대학․박숙영 138

SPSS를 활용한 통계학 (제2판) 손방용․민만식 137

SPSS와 SAS를 이용한 인자분석 오창혁 138

Statistics principle & 

methods (6/e)
Richard A.Johnson 저
강석복 역

128

Visual Basic에 의한 

전산통계 프로그래밍
강만기․이창은․김구인 143

Win SAS V9 이성희 외 139

간추린 통계학 유동선․최승회 130

게임과 스포츠 통계(개정판) KyungJin Byun․이해용 133

경상계열을 위한 통계학의 이해 탁충습 132

경영경제통계학 (제7판) Ronald M. Weiers 저
신준용․안성만․송한식 역

132

경영혁신전략을 위한 

고객정보 조사분석 
원태연 138

고객관계관리와 데이터마이닝

: CRM and Data Mining 

(사례 연구 중심으로) (개정판)

김연형․김재훈․이석원 143

고객관계관리원론 김연형 143

교사를 위한 확률과 통계학 김원경 132

기초수리통계학 (개정판) 김동희 147

기초통계학

[A Brief Version] (5/e)
Allan G. Bluman 저
강근석․김대경․백승규․변종석 
이승수․이영섭․탁충습 역

128, 150

기초통계학 김영훈․신재경․고정환 130

기초통계학 박광박․최태순 131

기초확률론 이외숙 148

논문작성을 위한

SPSS COOKBOOK
허문열․박종선 138

다변량 시각화 데이터 분석법 원태연 138

데이터마이닝 Cookbook : 

일반 사례를 중심으로
Olivia Parr Rud 저|이영섭 역 143

데이터마이닝 Cookbook Olivia Parr Rud 저|이영섭 역 143

마이크로마케팅 총서 ① 

마이크로마케팅의 현장
최종후․진서훈․서문택 142

마이크로마케팅 총서 ② 

SAS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이동희․최종후 142

마이크로마케팅 총서 ③ 

CRM과 데이터마이닝
진서훈 142

마케팅 조사 통계분석 정동빈․원태연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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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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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
서
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미니탭 통계 김평구․김희철․조중재 134

미니탭을 이용한 실무통계 노맹석․박동준․박용범․이성백
장대흥․차지환

134

보험수학을 위한 확률론 김재희 148

불확실성, 불확정성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
石井博昭 外 저|韓尙秀 역 149

사회통계 정보조사(사회조사, 

분석사 시험대비) (개정판)
김주환․조범석 145

사회통계학 원리와 실제 

(제4판)
Knoke. Bohrnstedt Alisa Potter 
Mee 저 | 장상희․이상문 역

130

새일반통계학 (개정판) 고승곤․양완연․오현숙 129

생명과학 ․ 의학 ․ 보건학을 

위한 통계학 (개정판)
염준근․김주환․조태경 133

생활속에서의 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개정판)
배현웅 129

선형모형의 이해 백운붕 144

수리통계학 개론 김원배 147

수리통계학 입문 오혜영 146

수리통계학의 이해 (제2판) 안승철․이재원․최원 147

쉽고 재미있는 Minitab과 

통계학 (개정판)
이재원․안승철 134

시각화 통계분석 원리 원태연․정동빈 139

실용통계학 최종덕 131

실험계획과 응용 장석환 146

알기쉬운 실무통계학 김민철 131

알기쉬운 통계적 원리 (개정판) 최 원 130

엑셀 2000을 활용한 통계적 방법 박종태․곽민정․정형철 137

엑셀과 함께 배우는 

통계자료분석
신봉섭 136

엑셀과 함께하는 정보통계학 김대학 외 136

엑셀을 이용한 통계학 이해 

(개정판)
강위창 외 136

엑셀을 이용한 통계학의 

기초와 활용 기법 (개정판)
배현웅 136

엑셀을 활용한 기초통계학 김익찬 외 136

의학연구를 위한 기초통계방법론 김선우 133

이론 및 엑셀통계 실습 

일반통계학 (개정판)
염준근 외 135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구자흥 133

인터넷 시대의 생활속의 통계학 이기원 129

일변량 시각화 데이터 분석법 원태연 139

전산통계학

(각종 국가시험대비 지침서)
박재균 131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조사방법의 이해 김수택․김영원․류제복․박진우 
변종석․이기성․이해용․이흥철 
최경호․한근식․홍기학

145

직무적성평가(자료해석)대비 

수리․통계적 사고
김수택 129

최신 컴퓨터 통계분석(개정판) 고복수․김근성 134

통계 계산 심송용 147

통계 그래픽스 (Splus와 R, 

SAS, Gnuplot을 중심으로)
심송용 142

통계계산을 위한 기초수치해석 김영훈 147

통계과학의 이해 최종후 135

통계로 읽는 사회와 경제 조재근 128

통계적 사고 (제2판) 허명회 129

통계적 자료분석 

SPSS를 중심으로
심송용 138

통계적 탐구 (제2판) 김기영․박유성․송석헌․이재원
장인식․전명식․허명회

128

통계적 탐구 김기영 외 128

통계학 개론 나종수․이영천 130

통계학 입문 (개정판) 오혜영 130

통계학의 개념과 

응용－R프로그램 활용 (개정판)
김연형 131

통계학의 길잡이 (개정판) 박진우 135

통계학해법대사전 유동선 외 149

표본조사 통계자료분석 (개정판) 남궁 평 145

표본조사방법 신민웅․신동윤 145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제6판)
Richard L. Scheaffer 
William Mendenhall R. 
Lyman Ott 저
김영원․류제복․박진우․홍기학 역

145

표본조사입문 (개정판) 이해용․이필영 145

현대보험수리학 심주용․이장택․황창하 128

현대통계학의 이해 (제2판) 김상오 외 131

현대통계학의 이해 배영주 129

확률 및 통계학 (제2판) 김영주․김윤경․유영호 
이승수․주상열

132

확률 및 통계학 개론 (13/e) Mendenhall․Beaver․Beaver 저
김영주․유영호․이승수 
이영경․주상열 역

132

확률과 통계 이현덕 132

확률론 입문 (개정판) 김종호․김주환․이기성 148

확률의 이해 (개정증보판) 주상열․김윤경 148

회귀분석 (제2판) 김충락․강근석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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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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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찾
아
보
기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Schaum's Outline Series : 

Applied Physics (4/e)
Arthur Beiser 152

Schaum's Outline Series : 

Astronomy 
Stacey Palen 154

Schaum's Outline Series : 

Electromagnetics (3/e)
Joseph Edminister 153

Schaum's Outline Series : 

Mathematics for Physics 

Students

Phillip A. Schmidt Robert 
Steiner

154

Schaum's Outline Series : 

Modern Physics (2/e)
Ronald Gautreau William 
Savin

152

Schaum's Outline Series : 

Physics for Engineering 

and Science (2/e)

Michael Browne 153

Visual C++ 6.0으로 구현한 

전산물리학
최행진 157

Visual C++ 6.0으로 구현한 

정전기학과 기하광학 
최행진 157

고전역학-이론 물리학 총서 

제1권(3/e)
L.D.Landau & E.M.Lifshitz 저
권영준․김홍빈 공역

157

과학 수학 김성원 157

교사를 위한 현대물리의 이해 윤종국 157

그래도 지구는 돈다 (상) 갈릴레오 갈릴레이 저
이무현 역

159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 갈릴레오 갈릴레이 저
이무현 역

159

물리문제총론 김성원 158

물리학(Physics)과 

생리학(Physiology)으로 

풀어가는 음악(Music)의 신비

최행진 157

물리학자 푸리에와 고속 

푸리에 변환
최행진 158

사고영역의 확대과정 과학의 

역사 
홍영석 외 159

생활속에서 찾아보는 과학 

이야기
이준회․김송강․윤만영 158

수리물리학의 기하학적 방법 Bernard Schutz 저|강상준 역 158

자연과학의 역사 최재희․민경진 156

재미있게 풀어보는 우주의 비밀 최재희․민경진 156

퀴즈자연과학시리즈 1 : 

퀴즈 물리학의 역사(고대~근대)
정완상 159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퀴즈자연과학시리즈 2 : 

퀴즈 물리학의 역사(현대)
정완상 159

퀴즈자연과학시리즈 3 : 

퀴즈 화학의 역사
정완상 159

퀴즈자연과학시리즈 4 : 

퀴즈 지구과학의 역사
정완상 160

퀴즈자연과학시리즈 5 : 

퀴즈 천문학의 역사
정완상 160

퀴즈자연과학시리즈 6 : 

퀴즈 생물학의 역사
정완상 160

토픽(Topics)으로 본 과학과 

인간생활 (상) : 물리학, 

정보과학, 화학, 신소재과학

홍영석․박영배․홍동권․김현묵 158

토픽(Topics)으로 본 과학과 

인간생활 (하) : 생물학, 

유전과학, 환경과학, 자원과학

유민․홍영석․김정배․김수원 158

프린키피아 (Ⅰ권) 아이작 뉴턴 저|이무현 역 156

프린키피아 (Ⅱ권) 아이작 뉴턴 저|이무현 역 156

프린키피아 (Ⅲ권) 아이작 뉴턴 저|이무현 역 156

도서명 저자 / 역자 해당쪽

Schaum's Outline Series : 

Beginning Chemistry (3/e)
David E. Goldberg 162

Schaum's Outline Series : 

Biochemistry (3/e)
Philip Kuchel 162

Schaum's Outline Series : 

General, Organic, and 

Biochemistry for Nursing 

and Allied Health (2/e)

George Odian, Ira Blei 162

Schaum's Outline Series : 

Organic Chemistry (4/e)
Herbert Meislich, Howard 
Nechamkin, Jacob 
Sharefkin George J. 
Hademenos

162

❖물리학(수입원서 ․ 국내서)❖

❖화학(수입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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