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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과학과 공학, 제 판
9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n Introduction, 9/e (Wiley, 2014)

공저
박인규, 이재갑, 김용석, 김형준 공역
2015│978-89-6866-407-6│1,000면│국배판│반양장│42,000원
William D. Callister, JR. David G. Rethwisch

도서소개

교수의『재료과학과 공학』은 초판부터 8판에 걸쳐 많은 판매를 기록하면서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새롭게 출간된 제
판은 재료구조와 성질 간에 존재하는 관계와 함께 복합체와 세 가지 주요한 재료(금속, 세라믹, 폴리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구성되었다.
Callister
9

도서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원자 구조와 원자 결합
제3장 결정학의 기초
제4장 결정질 고체의 구조
제5장 폴리머의 구조
제6장 고체 내의 결함
제7장 확산
제8장 금속의 기계적 성질
제9장 전위와 강화기구

since 1991

제10장 파손
제11장 상태도
제12장 금속의 상변태 :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의 변화
세라믹 재료의 구조 및 특성
제13장 금속 합금
제14장 세라믹의 응용 및 제조 공정
제15장 폴리머 재료의 특성, 용도 및 공정
제16장 복합재료

제17장 금속 가공
제18장 금속 합금
제19장 재료의 전기적 성질
제20장 열적 성질
제21장 자기적 성질
제22장 광학적 성질
제23장 재료과학과 공학에서 일어나는
경제, 환경, 사회 문제

서울본사 쩈쩎쩇-쩈쩇쩎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A401~403호
TEL. 02) 323－4845 02) 2062-5184~8 FAX. 02) 323－4197 E-mail. sigma@spress.co.kr
부산지사 쩏쩇쩑-쩒쩊쩈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61-1 SK허브올리브 2810호
TEL. 051) 553－9370 FAX. 051) 553－9371 E-mail. jhmun@spress.co.kr

공학목록 15년--0605

00

2015.6.5 9:32 AM

페이지2

mac3

정역학, 제 판
7

Engineering Mechanics: STATICS, 7/e

공저
권진회, 김문생, 김재도, 김형종, 장준호, 정광영, 정진오 공역
2013│978-89-97927-66-1│550면│국배변형판│반양장│33,000원
J. L. Meriam, L. G. Kraige

도서소개

정확하고 명쾌하고 신뢰할 만한 책으로 알려진 Meriam과 Kraig의『공업역학: 정역
학』은 60년 이상 동안 역학원리의 탄탄한 기초를 제공해왔다. 제7판에서도 마찬가지
로, 학생들이 공학설계와 관련된 폭넓고 다양한 실전문제들을 푸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연습문제 중 50% 이상이 새로운 문제이며, 많은 새
로운 예제문제들이 추가되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구상화와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교과서는 역학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
술인 자유물체도 그리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도서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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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2

제1장 정역학의 개요
제2장 힘계
제3장 평형
제4장 구조물

제5장 분포력
제6장 마찰
제7장 가상일

부록 A 면적 관성모멘트
부록 B 질량 관성모멘트
부록 C 간추린 수학공식
부록 D 유용한 표

동역학, 제 판
7

Engineering Mechanics: Dynamics, 7/e

공저
강연준, 김찬묵, 배성용, 이시복, 이재응, 정광영, 정의봉 공역
2013│978-89-6866-052-8│744면│국배변형판│반양장│38,000원
J. L. Meriam, L. G. Kraige

도서소개

정확하고 명쾌하고 신뢰할 만한 책으로 알려진 Meriam과 Kraig의『동역학』은 60년
이상 동안 역학원리의 탄탄한 기초를 제공해왔다. 제7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공학설계와 관련된 폭넓고 다양한 실전문제들을 푸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연습문제 중 45% 이상이 새로운 문제이며, 많은 새로운 예제문제
들이 추가되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구상화와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
기 위하여 이 교과서는 역학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인 자유물체
도 그리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도서목차

제1장 동역학의 개요
제2장 질점의 운동학
제3장 질점의 운동역학
제4장 질점계의 운동역학

제5장 강체의 평면운동학
제6장 강체의 평면운동역학
제7장 강체에 대한 3차원 동역학의 개요
제8장 진동과 시간응답

부록 A 면적 관성모멘트
부록 B 질량 관성모멘트
부록 C 간추린 수학공식
부록 D 유용한 표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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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역학

4

저
한영근, 김기범, 김종화, 박강, 서윤호,
신동목, 정봉주 공역
2015│미정

저
김경천, 윤준원, 김병수, 전용두, 심재술,
김희동, 김형민 공역
2015│미정

Mikell P. Groover

Russell C. Hibbeler

계통신뢰도 공학

제무성 저
2014│978-89-6866-160-0│292면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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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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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재료 가공법

소성역학과 응용

이건이, 최영, 강기영, 고성림,
김권희, 안동규 공저
2014│978-89-6866-193-8│456면
신국판│반양장│28,000원

김영석 저
2014│978-89-6866-144-0│708면
46배판│반양장│33,000원

최신 물리탐사의 활용, 제 판

기초 전기전자공학, 제 판

2

저
김지수, 송영수, 윤왕중, 조인기,
김학수, 남명진 공역
2014│978-89-6866-124-2│744면
국배변형판│양장│39,000원
John M. Reynolds

8

Ansys 15.0

왕초보 탈출하기, 제 판

포함)

5 (DVD

㈜태성 에스엔이 FEA사업부
2014│978-89-6866-213-3│368면
46배변형판│반양장│38,000원

전기전자공학개론

공저
S. A. Reza Zekavat 저
손상희, 송홍복, 이규철, 이서영, 이순걸, 장주섭 공역 이근호, 이중호, 최홍순, 홍정표 공역
2012│978-89-450-0141-2│928면
2013│978-89-97927-82-1│816면
국배판│반양장│39,000원
국배변형판│반양장│36,000원
Thomas L. Floyd, David M. Buchla

도서구입은 본사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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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Pearson, 2012)

저
임재규, 김대곤, 김선진, 오창국, 윤종열, 이원, 장경호 공역
2013│978-89-97927-84-5│580면│국배판│반양장│35,000원
Paul S. Steif

도서소개

─
공
학
4

『재료역학』은 카네기멜론대학교의 Paul S. Steif 교수가 2012년에 초판으로 저술한『Mechanics of Materials』를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은 학부의 특성에 따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용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역학적인 개념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년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의 문제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구조 부재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둘째, 작용하는 힘에 의해 적용 부재의 최적 설계를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셋째, 실용 부재의 설계 시 많은 구조 부재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부에서 왜 이 문제가 필요한지를 실용 예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문의 이해
를 증진하기 위해 실용 부재별로 본문의 내용을 각 단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특히 장마다 두 쪽의 요약을 두어 각 장의 의미를 정
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문 내용을 어떻게 실용 부재에 적용하는지를 장마다 10~50개의 예제와 30~270개의 연습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목차

제1장 재료역학의 개요
제2장 내력, 응력, 변형률
제3장 축하중
제4장 비틀림

제5장 굽힘
제6장 조합하중
제7장 응력 변환과 파단
제8장 좌굴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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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개발 핸드북, 제 판
2

Kenneth B. Kahn, George Castellion,
Abbie Griffin 편저
조창규 역
2012│978-89-5832-948-0│600면
46배판│반양장│33,000원

TOC
:

페이지5

mac3

재고관리

매출증대와 재고감축의 핵심엔진

정남기 저
2013│978-89-6866-024-5│224면
신국판│양장│15,000원

자동차 생산기술과 로봇 자동화

유범상 저
2010│978-89-5832-746-2│31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
공
학
5

과학기술정책론

최석식 저
2011│978-89-5832-929-9│328면
46배변형판│양장│20,000원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노상도, 강무진, 권영돈, 손미애,
신동렬, 한신일 공저
2009│978-89-5832-712-7│496면
46배판│반양장│20,000원

공대생, 회계에서 경영을 배우다 공학문제 해결입문
이주성 저
2009│978-89-5832-716-5│296면
신국판│반양장│13,000원

이경우, 김병재, 이태희, 황농문, 한송엽 공저
2006│89-5832-220-9│232면

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3

대기모델링, 자료동화,
그리고 예측가능성

Eugenia Kalnay 저
이승재, 강지순, 유혜림 공역
2012│978-89-5832-914-5│39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5,000원

공학설계

저
강남철, 김대현, 김정배, 엄석기, 황진하 공역
2010│978-89-5832-703-5│488면
46배변형판│양장│20,000원
Rudolph J. Eggert

도서구입은 본사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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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역학과 재료역학, 제 판

재료역학, 제 판

포인트 도해식 RFID

유비쿼터스 도시, U-City 총론

유비쿼터스도시 정책의 이해

열역학

기계계측공학, 제 판

ANSYS

2

저
김문생, 안득만, 이현우, 임오강 공역
2009│978-89-5832-588-8│792면
국배변형판│반양장│36,000원
R. C. Hibbe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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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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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기시가미 준이치 저
김대곤, 오충석, 윤성호, 윤한기, 이강석, 이부윤, 정선우 역│안성수 감수
이상갑, 최현창, 한철호 공역
2008│978-89-5832-426-3│316면
2008│978-89-5832-499-7│824면
46배판│반양장│20,000원
국배변형판│반양장│33,000원
William Riley, Leroy Sturges, Don Morris

6

구지희, 김복환, 김은형, 정대교, 정우영, 정태웅,
최규태, 최창수, 한인교 공저
2009│978-89-5832-614-4│376면
46배변형판│양장│22,000원

4

문창엽, 이진철, 구지희 공저
2012│978-89-5832-093-7│296면
46배변형판│양장│20,000원

와 유한요소법, 제 판
3

공저 고재용 저
강보선, 곽문규, 박익근, 박희재, 송명호, 정상화 공역 2009│978-89-5832-631-1│724면
2007│89-5832-330-2│688면
46배변형판│반양장│35,000원
46배판│양장│32,000원
Richard S. Figliola, Donald E. Beasley

최상민 저
2004│89-5832-036-2│611면
46배판│반양장│25,000원

세기 제조공학

21

저
안성훈, 김형중, 김휘준, 김민형, 김지석 공역
2011│978-89-5832-634-2│552면
46배변형판│양장│25,000원
Paul K. Wright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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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엔지니어 교육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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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주우석, 한영근, 이현호, 김현욱 공역
2009│978-89-5832-610-6│280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식품물리학

편저

공저
윤정로, 김석신, 김용노, 목철균, 최영진 공역
2011│978-89-5832-965-7│640면
크라운변형판│양장│28,000원
Ludger O. Figura, Arthur A. Teixeira

주우석, 한영근, 이현호, 김현욱 공역
2009│978-89-5832-609-0│152면
신국판│반양장│10,000원

─
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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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색채보정

컬러어피어런스 모델, 제 판

저
이성은 역
2011│978-89-5832-971-8│416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저
조성대, 김종만, 박정훈 공역
2007│978-89-5832-367-9│415면
국배변형판│올컬러│양장│30,000원

Steve Hullfish

CMOS

제2판

저
유인태, 조기환, 채기준, 최덕재, 추현승, 홍충선 공역
2005│89-5832-128-8│770면
국배판│양장│33,000원

Mark D. Fairchild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상

( ),

박홍준 저
2010│978-89-5832-866-7│800면
46배판│반양장│30,000원

네트워킹

2

CMOS

제2판

Jeffrey S. Beasley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하 대기행렬이론

박홍준 저
2010│978-89-5832-867-4│768면
46배판│반양장│30,000원 원

( ),

:

확률과정론적 분석, 제3판

이호우 저
2006│89-5832-135-0│1,052면
46배판│양장│39,000원

도서구입은 본사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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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선용빈, 김유택

인테리어 환경디자인, 제9판

최상헌, 김태현, 김남효,
김용립, 한혜련, 정용해

공업수학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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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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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모형 : 문제와 풀이
이호우
엔지니어를 위한 문서작성지침, 제2판 David Beer,

고분자 복합재료, 개정판
고성능 DRAM
공업수학 I

─
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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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고분자과학
미래의 메모리 : FRAM
반도체와 정보화사회
산업안전공학개론

David McMurrey
Phyllis. S. Allen,
Lynn M. Jones,
Miriam F. Stimpson

타까꾸 아끼라, 문창권
유회준
C. Ray Wylie

C. Ray Wylie

김지흥, 정동준
유회준, 김시호, 유병곤
이재철, 김시호, 오용호
목연수, 이내우, 박외철, 이동훈,
장성록, 권오헌, 고성석, 최재욱
최정우, 현길수

출간연도

ISBN

면
면

가격

원
원

2005

89-5832-122-9

668

32,000

2005

89-5832-166-0

364

15,000

2005

89-5832-127-X

528

2005

89-5832-154-7

1999

89-8592-299-8

권성규, 권오헌, 김군찬, 김순자, 1999 89-8592-284-X
김영석, 김영수, 김인찬, 김재돌, 박승제, 박용수, 서명교,
윤정인, 이병수, 이병우, 이태희, 이해영, 장윤석, 최윤찬
권성규, 권오헌, 김군찬, 김순자, 1999 89-8592-285-8
김영석, 김영수, 김인찬, 김재돌, 박승제, 박용수, 서명교,
윤정인, 이병수, 이병우, 이태희, 이해영, 장윤석, 최윤찬

상수도공학
C. Ray Asfahl
이영해
생산자동화 개론
알기 쉬운 재료역학
T. J. Lardner
임재규, 조규종, 김영석, 김영수
유일근
원가측정과 분석, 제2판
유체역학
Alexander J. Smits
허남건, 정은수, 주원구, 김사량
서효원, 이현찬, 김덕수
Karl T. Ulrich
제품설계 및 개발
지속발전을 위한 청정생산기술
김상용
지하수 추적자
S. N. Davis
문상호, 함세영, 우남칠, 이철우
최신 식품공학
장규섭, 이종욱, 임상빈
컴파일러의 개발
황승호, 이대현, 이종열
컴퓨터 원용 고체역학
T. J. Lardner
임재규, 조규종, 김영석, 김영수
터널 이야기
김종온
통일독일 현대건축
이선구
하수도공학
최정우, 현길수
CMOS 아날로그/혼성모드
이승훈, 김범섭, 송민규, 최중호
집적시스템 설계(下)
LCA 실무입문
LCA 실무입문편집위원회
Lodecap Asic Front-End 설계용 CAD 시스템 박인학
VLSI 시스템 회로연결선의 모형화 및 해석
김석윤

면수

2000

89-8445-022-7

2000

89-8445-023-5

1999

89-8592-298-X

2002

89-8445-177-0

2000

89-8445-052-9

1995

89-8592-203-3

1998

89-8592-250-5

2005

89-5832-136-9

2002

89-8445-212-2

1999

89-8445-011-1

2003

89-90685-40-0

2001

89-8445-072-3

2003

89-8445-240-8

2000

89-8445-018-9

1996

89-8592-214-9

2003

89-8445-231-9

2004

89-5832-041-9

2002

89-8445-159-2

1999

89-8445-016-2

면

면
554면
970면
416

면

원

32,000

원
20,000원
22,000원
20,000

원

484

10,000

면
면
294면
462면

원
원
9,000원
15,000원

면
536면
518면
504면
660면
366면
394면
170면
272면
368면
820면
295면
284면
418면
410면

원
18,000원
20,000원
20,000원
25,000원
20,000원
18,000원
8,500원
15,000원
16,000원
28,000원
12,000원
28,000원
16,000원
16,000원

226

204

350

면
면
178면

9,500

12,000

14,000

원
원
9,000원

2004

89-90685-24-9

214

12,000

2000

89-8445-025-1

218

12,000

1999

89-8592-272-6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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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Engineering Mechanics:
Dynamics, 7/e (IE)
J. L. Meriam

ㅣ

ㅣ

ㅣ￦38,000

Engineering Mechanics:
Statics, 7/e (IE)
J. L. Meriam

ㅣ

ㅣ

ㅣ￦37,000

2013 9781118083451 752pp

2012 9781118164990 544pp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9/e (IE)

Theory and Design for
Mechanical Measurements, 6/e

William D. Callister

ㅣ

ㅣ

ㅣ￦45,000

Richard S. Figliola

ㅣ

ㅣ

ㅣ￦45,000

2015 9781118319222 936pp

2015 9781118881279 624pp

Convection Heat Transfer, 4/e

Heat Conduction, 3/e

─

Adrian Bejan

ㅣ

ㅣ

ㅣ￦75,000

David W. Hahn

ㅣ

ㅣ

ㅣ￦58,000

2013 9780470900376 696pp

2012 9780470902936 744pp

Engineering Design Graphics:
Sketching, Modeling, and
Visualization, 2/e

System Dynamics: Modeling,
Simulation, and Control of
Mechatronic Systems, 5/e

James Leake

ㅣ

ㅣ

ㅣ￦33,000

Dean C. Karnopp

ㅣ

ㅣ

ㅣ￦46,000

2013 9781118078884 400pp

2012 9780470889084 648pp

Statics and Mechanics of
Materials (SI Edition)

Engineering Applications of
Dynamics

R. C. Hibbeler

Dean C. Karnopp

ㅣ

ㅣ

ㅣ￦20,000

2008 9780131290112 783pp

ㅣ

ㅣ

ㅣ￦43,000

2008 9780470112663 432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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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s of Materials, 6/e (IE)
William F. Riley

ㅣ

ㅣ

ㅣ￦36,000

2007 0471742872 720pp

─

Engineering

Arthur P. Boresi

ㅣ

ㅣ

ㅣ￦46,000

2003 0471438812 700pp

’

Aircraft Propulsion, 2/e

Engineer s Guide to Mathematica

Saeed Farokhi

Bernardo J. Carducci

ㅣ

10

Advanced Mechanics of
Materials, 6/e

ㅣ

ㅣ수입예정

ㅣ

ㅣ

ㅣ수입예정

2014 9781118806777 1048pp

2015 9781118821268 660pp

Mechatronics with Experiments,
2/e

Mechanical Vibrations: Theory
and Application to Structural
Dynamics, 3/e

Sabri Cetinkunt

ㅣ

ㅣ

ㅣ수입예정

2015 9781118802465 904pp

Michel Geradin

ㅣ

ㅣ

ㅣ수입예정

2015 9781118900208 616pp

Cellular Communications: A
Comprehensive and Practical
Guide

Electrical Engineering: Concepts
and Applications (IE)

Nishith Tripathi

2012 9780273752073 720pp

ㅣ

ㅣ

ㅣ수입예정

2014 9780470472071 1032pp

S. A. Reza Zekavat

ㅣ

ㅣ

ㅣ￦36,000

Introduction to Random Signals
and Applied Kalman Filtering
with MATLAB Exercises, 4/e

Essentials of Systems Analysis
and Design, 5/e (IE)

Robert Grover Brown

2012 9780132599016 456pp

ㅣ

ㅣ

ㅣ￦42,000

2012 9780470609699 383pp

Joseph Valacich

ㅣ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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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Reliability Engineering,
5/e

Physics of Photonic Devices, 2/e

Patrick O'Connor

2010 9780470293195 840pp

ㅣ

ㅣ

ㅣ￦45,000

2012 9780470979815 512pp

Shun Lien Chuang

ㅣ

ㅣ

ㅣ￦55,000

Principles of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Bistatic Radars: Emerging
Technology

Ki Bang Lee

Mikhail Cherniakov

ㅣ

ㅣ

ㅣ￦58,000

ㅣ

ㅣ

ㅣ￦50,000

2011 9780470466346 667pp

2009 9780470026311 406pp

Kalman Filtering: Theory and
Practice Using MATLAB, 4/e

Analysis & Design of Analog
Integrated Circuit, 5/e (IE)

Mohinder S. Grewal

Paul R. Gray

ㅣ

ㅣ

ㅣ￦45,000

ㅣ

ㅣ

ㅣ￦47,000

2015 9781118851210 640pp

2009 9780470398777 896pp

Elements of Information Theory,
2/e

Biomechanics and Motor Control
of Human Movement, 4/e

Thomas M. Cover

David A. Winter

ㅣ

ㅣ

ㅣ￦46,000

ㅣ

ㅣ

ㅣ￦47,000

2006 9780471241959 776pp

2009 9780470398180 384pp

Ambient Vibration Monitoring

Broadband Services: Business
Models and Technologies for
Community Networks

Helmut Wenzel

ㅣ

ㅣ

ㅣ￦53,000

2005 0470024305 308pp

Imrich Chlamtac

ㅣ

ㅣ

ㅣ￦55,000

2005 0470022485 302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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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Programming and
Network Flows, 4/e
Mokhtar S. Bazaraa

ㅣ

ㅣ

ㅣ￦45,000

Engineering

ㅣ

ㅣ

ㅣ￦50,000

2010 9780470391655 493pp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6/e (IE)

Facilities Planning, 4/e

C. Ray Asfahl

2010 9780470444047 854pp

ㅣ

─

Kenneth R. Baker

2010 9780470462720 748pp

ㅣ

ㅣ￦35,000

2010 9780132076500 576pp

12

Principles of Sequencing and
Scheduling

Introduction to Optimization, 4/e
Edwin K. P. Chong

ㅣ

ㅣ

ㅣ￦47,000

2013 9781118279014 640pp

James A. Tompkins

ㅣ

ㅣ

ㅣ

ㅣ￦39,000

Automation, Production Systems,
and CIM, 3/e (IE)
Mikell P. Groover

ㅣ

ㅣ

ㅣ￦39,000

2008 9780132070737 840pp

Applied Optimization with
MATLAB Programming, 2/e
P. Venkataraman

ㅣ

ㅣ￦55,000

2010 9780470084885 511pp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