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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판

WILLIAM D. CALLISTER, JR. ┃ DAVID G. RETHWISCH

CALLISTER
RETHWISCH

이 책의 구성

제 9판

재
료
과
학
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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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새롭게 추가된 내용

재료과학과 공학

제 1 장 서론

재료과학과 공학, 제9판

제 2 장 원자 구조와 원자 결합
제 3 장 결정학의 기초
제 4 장 결정질 고체의 구조
제 5 장 폴리머의 구조
제 6 장 고체 내의 결함
제 7 장 확산

박인규, 이재갑, 김용석, 김형준 공역

William D. Callister, Jr. David G. Rethwisch 공저

제 8 장 금속의 기계적 성질
제 9 장 전위와 강화기구
제10장 파손
제11장 상태도

박인규, 이재갑, 김용석, 김형준 공역

제12장 금속의 상변태 :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의 변화 세
라믹 재료의 구조 및 특성
제13장 금속 합금

제14장 세라믹의 응용 및 제조 공정

제15장 폴리머 재료의 특성, 용도 및 공정
제16장 복합재료

2015│9788968664076│1,000면│국배판│반양장│42,000원

제17장 금속 가공

제18장 금속 합금

제19장 재료의 전기적 성질

SI VERSION

값 42,000원

제20장 열적 성질

박인규
이재갑
김용석
김형준

제21장 자기적 성질
제22장 광학적 성질
제23장 재료과학과 공학에서 일어나는 경제, 환경, 사회 문제

공역

도서소개
SI VERSION

Callister 교수의『재료과학과 공학』
은 초판부터 8판에 걸쳐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새롭게 출간된 제9판은 재료구조와 성질 간 관계와 함께 복합체와 세 가지 주요 재료(금속, 세
라믹, 폴리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유체역학
Russell C. Hibbeler 저
김경천, 김병수, 김형민, 김희동, 심재술, 윤준원, 전용두 공역
2015│9788968664236│912면│국배판│양장│39,000원

도서소개
이 책의 저자는 다년간 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이 책 또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각 장은 특정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예제문제를 제시한
후, 마지막에는 적절한 연습문제를 배치하였다. 특히 예제문제는 이론을 적용할 때 논리적 절차를 배울 수
있게 풀이 과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절의 설명 뒤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중요한 개념을 기억하게 하고,
문제를 풀 때 이론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한 내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책 전체에 실제 사진을 많이 넣어서 주제와 연관된 응용 사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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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근간

근간

신간

정역학, 제8판

동역학, 제8판

R을 활용한 공업통계학

J. L. Meriam, L. G. Kraige 공저

J. L. Meriam, L. G. Kraige 공저

Michael Akritas 저

권진회, 김문생, 김재도, 김형종, 이부윤,

국형석, 강연준, 배성용, 이시복, 이재응,

박상성, 전성해, 장동식 공역

장준호, 정광영, 정진오 공역

정광영, 정의봉 공역

2016│9788968667275│592면

2017│550면│국배판│반양장│가격미정

2017│744면│국배판│반양장│가격미정

국배변형판│양장│36,000원

재료역학, 제6판

기계재료 가공법

재료역학

William Riley, Leroy Sturges, 		

이건이, 최영, 강기영, 고성림,

Paul S. Steif 저

Don Morris 공저

김권희, 안동규 공저

임재규, 김대곤, 김선진, 오창국, 윤종열,

김대곤, 오충석, 윤성호, 윤한기, 이강석,

2014│9788968661938│456면

이원, 장경호 공역

이부윤, 이상갑, 최현창, 한철호 공역

46배판│반양장│28,000원

2013│9788997927845│580면

2008│9788958324997│824면

국배판│반양장│35,000원

국배판│반양장│33,000원

계통신뢰도 공학

소성역학과 응용

Ansys 15.0 왕초보 탈출하기,

제무성 저

김영석 저

제5판(DVD포함)

2014│9788968661600│292면

2014│9788968661440│708면

㈜태성에스엔이 FEA사업부 저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46배판│반양장│33,000원

2014│9788968662133│368면
46배변형판│반양장│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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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신간

신간

현대 생산자동화와 CIM,

기계계측공학, 제6판

제4판

Richard S. Figliola, Donald E. Beasley

기계와 자동차 산업의 		
신뢰성 공학

Mikell P. Groover 저

공저│강보선, 곽문규, 박익근, 박희재,

Bernd Bertsche 저

한영근, 김기범, 김종화, 박강, 서윤호,

송명호, 정상화 공역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 평가센터 편역

신동목, 정봉주 공역

2016│9788968666933│624면

2016│9788968665158│576면

2016│9788968666919│648면

46배변형판│양장│33,000원

크라운변형판│양장│35,000원

국배변형판│반양장│38,000원

신간

신간

통신이론, 제7판

기초 전기전자공학, 제8판

전기전자공학개론

Rodger E. Ziemer, 			

Thomas L. Floyd, David M. Buchla 공저

S. A. Reza Zekavat 저

William H. Tranter 공저

손상희, 송홍복, 이규철, 이서영, 이순걸,

이근호, 이중호, 최홍순, 홍정표 공역

박상규, 오성근, 윤동원, 이재진 공역

장주섭 공역

2013│9788997927821│816면

2016│9788968667572│896면

2016│9788968666575│928면

국배판│반양장│36,000원

46배변형판│양장│38,000원

국배판│반양장│39,000원

이 책에서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기존의 위

나카무라 마사요시(中村昌允)

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리스크 평가, 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지은이

험제로에서 리스크기반의 안전관리로 변경해야 한다
칙의 준수와 변경 관리, 정보 전달과 소통을 철저하
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의식과 안전공학적 실천방안

동경대학 공학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1968년
에 라이온 유지주식회사(현재 라이온)에 입사하였
다. 1991년에 개발책임자로서 도입한 플랜트가 폭
발사고를 일으켜 이후 안전관계, 기술자의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에 발생한 화학 플랜트 사
고의 사고조사위원,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의 외
부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며, 2005년 동경농공대학
기술경영연구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08년부터
동경공업대학 명예교수도 겸직하고 있다. 기술사
(화학부분), 노동안전컨설턴트(화학부분) 자격을 보
유하고 있다.

옮긴이
김영석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설계학과 졸업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의식과
안전공학적 실천방안
S a f e t y
Engineering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이 책의 구성
제1장

안전의식과
안전공학적 실천방안
나카무라 마사요시 지음

●

김영석

현장 안전 관리의 과제

제2장

안전 관리의 기본

제3장

리스크 평가

제4장

규칙 준수 및 변경 관리

제5장

정보의 전달

제6장

경영 최고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제7장

앞으로의 안전 관리

옮김

S a f e t y
Engineering

일본 고베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졸업
주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실장
미국 브라운대학교 방문교수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
현재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근간

네트워킹

나카무라 마사요시 지음

김영석 옮김

포항제철기술연구소(현, 산업과학기술연구원)

신간

값 15,000원

93550

9 788968 668210
ISBN 978-89-6866-821-0

Jeffrey S. Beasley 저

LNG						
비전문가를 위한 가이드

대형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공학적 사고와 실천방안

유인태, 조기환, 채기준, 최덕재, 추현승,

Michael D. Tusiani, Gordon Shearer 공저

나카무라 마사요시 저

홍충선 공역

김재민, 박진표 공역

김영석 역

2005│8958321288│770면

2017│360면

2016│9788968668210│240면

국배판│양장│33,000원

크라운변형판│양장│가격미정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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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공학
신간

과학기술정책론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의학영상 : 신호 및 시스템,

최석식 저

노상도, 강무진, 권영돈, 손미애,

제2판

2011│9788958329299│328면

신동렬, 한신일 공저

Jerry L. Prince, Jonathan M. Links 공저

46배변형판│양장│20,000원

2009│9788958327127│496면

김동윤, 조규성, 이봉수, 서종범, 이정한 공역

46배판│반양장│20,000원

2016│9788968665417│576면
46배변형판│양장│35,000원

PDMA 신제품개발 핸드북, 제2판

자동차 생산기술과 로봇 자동화

Kenneth B. Kahn, George Castellion,

TOC 재고관리 : 매출증대와
재고감축의 핵심엔진

Abbie Griffin 편저

정남기 저

2010│9788958327462│312면

조창규 역

2013│9788968660245│224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2012│9788958329480│600면

신국판│양장│15,000원

유범상 저

46배판│반양장│33,000원

ANSYS와 유한요소법, 제3판

공학설계

식품물리학

고재용 저

Rudolph J. Eggert 저

Ludger O. Figura, Arthur A. Teixeira 공저

2009│9788958326311│724면

강남철, 김대현, 김정배, 엄석기, 황진하 공역

윤정로, 김석신, 김용노, 목철균, 최영진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35,000원

2010│9788958327035│488면

2011│9788958329657│640면

46배변형판│양장│20,000원

크라운변형판│양장│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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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신간

디지털 색채보정

데이터마이닝

원격탐사와 디지털 영상처리,

Steve Hullfish 저

Dursun Delen 저

제4판

이성은 역

허선, 신동민 공역

John R. Jensen 저

2011│9788958329718│416면

2016│9788968667879│288면

임정호, 손홍규, 박선엽, 김덕진, 최재완,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신국판│반양장│16,000원

이진영, 김창재 공역
2016│9788968667909│608면
국배판│반양장│38,000원

디스플레이와
광원의 색 구현 기술
Peter Bodrogi / Tran Quoc Khanh
이승배 옮김

지음

근간

컬러어피어런스 모델, 제2판

포인트 도해식 RFID

Mark D. Fairchild 저

디스플레이와 광원의 		
색 구현기술

조성대, 김종만, 박정훈 공역

Peter Bodrogi, Tran Quoc Khanh 저

정선우 역│안성수 감수

2007│9788958323679│415면

이승배, 이은정, 이자은, 정종호 공역

2008│9788958324263│316면

국배판│올컬러│양장│30,000원

2016│크라운판│올컬러│양장│가격미정

46배판│반양장│20,000원

21세기 제조공학

대기행렬이론 : 			

공대생, 회계에서 경영을 배우다

Paul K. Wright 저

확률과정론적 분석, 제3판

이주성 저

안성훈, 김형중, 김휘준, 김민형, 김지석 공역

이호우 저

2009│9788958327165│296면

2011│9788958326342│552면

2006│8958321350│1,052면

신국판│반양장│13,000원

46배변형판│양장│25,000원

46배판│양장│39,000원

기시가미 준이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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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도시, U－City 총론

유비쿼터스도시 정책의 이해

구지희, 김복환, 김은형, 정대교, 정우영,

문창엽, 이진철, 구지희 공저

정태웅, 최규태, 최창수, 한인교 공저

2012│9788958320937│296면

2009│9788958326144│376면

46배변형판│양장│20,000원

46배변형판│양장│22,000원

2020 엔지니어 교육		

2020 엔지니어 			

(미래 공학교육에 대한 비전)

(미래 공학인에 대한 비전)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편저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편저

주우석, 한영근, 이현호, 김현욱 공역

주우석, 한영근, 이현호, 김현욱 공역

2009│9788958326106│280면

2009│9788958326090│152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신국판│반양장│10,000원

CMOS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상), 제2판

CMOS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하), 제2판

박홍준 저

박홍준 저

2010│9788958328667│800면

2010│9788958328674│768면

46배판│반양장│30,000원

46배판│반양장│30,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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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분야 도서안내
제목

저자

확률모형 : 문제와 풀이

이호우

엔지니어를 위한 문서작성지침,
제2판

David Beer, David
McMurrey

고분자 복합재료, 개정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2005

8958321229

668면

32,000

2005

8958321660

364면

15,000

타까꾸 아끼라, 문창권

2005

8958321547

416면

20,000

공대생, 회계에서 경영을 배우다

이주성

2009

9788958327165

296면

13,000

공학문제 해결입문

이경우, 김병재, 이태희,
황농문, 한송엽

2006

8958322209

232면

18,000

기초 고분자과학

김지흥, 정동준

2000

8984450227

226면

9,500

생산자동화 개론

C. Ray Asfahl

1995

8985922033

536면

18,000

원가측정과 분석, 제2판

유일근

2005

8958321369

504면

20,000

열역학

최상민

2004

8958320362

612면

25,000

컴퓨터 원용 고체역학

T. J. Lardner

1996

8985922149

820면

28,000

선용빈, 김유택

이영해

임재규, 조규종, 김영석,
김영수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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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Fluid Mechanics in SI Units
Russell C. Hibbeler
2017│9781292089355│864pp│￦43,000

Engineering Mechanics:
Dynamics, 8/e (SI Version)
J. L. Meriam
2016│9781119044819 │736pp│￦39,000

Engineering Mechanics: Statics,
7/e (SI Versio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9/e (IE)

J. L. Meriam

William D. Callister

2012│9781118164990│544pp│￦37,000

2015│9781118319222 │936pp│￦45,000

Vehicle Dynamics

Fundamentals of Continuum
Mechanics

Martin Meywerk
2015│9781118971352 │360pp│￦55,000

John W. Rudnicki
2014│9781118479919 │218pp│￦45,000

Theory and Design for
Mechanical Measurements, 6/e

Automation, Production
Systems, and CIM, 4/e (GE)

Richard S. Figliola

Mikell P. Groover

2015│9781118881279 │624pp│￦45,000

2015│9781292076119 │816pp│￦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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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ction Heat Transfer, 4/e

Mohinder S. Grewal

2013│9780470900376 │696pp│￦75,000

Adrian Bejan

2015│9781118851210 │640pp│￦45,000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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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s for Microstrip
Circuit Design, 4/e

Edward B. Magrab

Terry Edwards

2015│9781118821268 │452pp│￦48,000

2016│9781118936191 │688pp│￦65,000

Trellis and Turbo Coding:
Iterative and Graph-Based Error
Control Coding, 2/e

Mechatronics with Experiments,
2/e

Christian B. Schlegel

2015│9781118802465 │904pp│￦65,000

Sabri Cetinkunt

2015│9781118083161 │528pp│￦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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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ular Communications: A
Comprehensive and Practical
Guide

Michel Geradin

Nishith Tripathi

2015│9781118900208 │616pp│￦55,000

2014│9780470472071 │1032pp│￦65,000

Communication Acoustics: An
Introduction to Speech, Audio
and Psychoacoustics

Heat Conduction, 3/e
David W. Hahn
2012│9780470902936 │744pp│￦58,000

Ville Pulkki
2015│9781118866542 │454pp│￦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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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Applications of
Dynamics

Dean C. Karnopp

2008│9780470112663 │432pp│￦43,000

Dean C. Karnopp

2012│9780470889084 │648pp│￦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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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Engineer's Guide to
Mathema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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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s of Materials, 6/e
William F. Riley
2007│9780471705116 │720pp│￦49,000

Electrical Engineering: Concepts
and Applications (IE)
S. A. Reza Zekavat
2012│9780273752073 │720p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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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Joseph Valacich

2012│9780470609699 │383pp│￦42,000

Principles of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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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 Bang Lee

2009│9780470398777 │896pp│￦47,000

Paul R. Gray

2011│9780470466346 │667pp│￦58,000

Elements of Information Theory,
2/e
Thomas M. Cover
2006│9780471241959 │776pp│￦46,000

Biomechanics and Motor
Control of Human Movement,
4/e
David A. Winter
2009│9780470398180 │384pp│￦47,000

Ambient Vibration Monitoring
Helmut Wenzel
2005│0470024305│308pp│￦53,000

Linear Programming and
Network Flows, 4/e
Mokhtar S. Bazaraa
2010│9780470462720 │748pp│￦45,000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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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6/e (IE)

Kenneth R. Baker

C. Ray Asfahl

2010│9780470391655 │493pp│￦50,000

2010│9780132076500 │576pp│￦35,000

Facilities Planning, 4/e

Introduction to Optimization, 4/e

James A. Tompkins

Edwin K. P. Chong

2010│9780470444047 │854pp│￦47,000

2013│9781118279014 │640pp│￦47,000

Organic Chemistry: Principles and Mechanisms (IE)
Joel Karty
2014│9780393937121│1488pp│￦48,000

Description
Understanding over memorization.
Joel Karty has dedicated nearly a decade developing a teaching approach and textbook that is
organized by mechanism, promotes learning by doing, and provides students with the background
and support they need to be successful in organic chemistry as well as pre-professional placement
exams like the MCAT. Karty’
s organization, conversational writing style, and interactive pedagogy
facilitate understanding rather than memorization and place the emphasis back on mechanisms.

Description
Chapter 1: Atomic and Molecular Structure
Nomenclature 1: Introduction. The Basic System
for Naming Simple Organic Compounds:
Alkanes, Cycloalkanes, Haloalkanes,
Nitroalkanes, and Ethers
Chapter 2: Three-Dimensional Geometry,
Intermolecular Interactions, and Physical
Properties
Chapter 3: Orbital Interactions 1: Hybridization
and Two-Center Molecular Orbitals
Chapter 4: Isomerism 1: Conformational and
Constitutional Isomers
Chapter 5: Isomerism 2: Chirality, Enantiomers,
and Diastereomers
Chapter 6: The Proton Transfer Reaction: An
Introduction to Mechanisms, Thermodynamics,
and Charge Stability
Chapter 7: An Overview of the Most Common
Elementary Steps
Chapter 8: An Introduction to Multistep
Mechanisms: SN1 and E1 reactions
Chapter 9: Nucleophilic Substitution and
Elimination Reactions 1: Competition among SN2,

SN1, E2, and E1 reactions
Chapter 10: Nucleophilic Substitution and
Elimination Reactions 2: Reactions That Are
Useful for Synthesis
Chapter 11: Electrophilic Addition to Nonpolar π
Bonds 1: Addition of a Brønsted Acid
Chapter 12: Electrophilic Addition to Nonpolar π
Bonds 2: Reactions Involving Cyclic Transition
States
Chapter 13: Organic Synthesis 1: Beginning
Concepts
Chapter 14: Orbital Interactions 2: Extended π
Systems, Conjugation, and Aromaticity
Chapter 15: Structure Determination 1: UltravioletVisible and Infrared Spectroscopies
Chapter 16: Structure Determination 2: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and Mass
Spectroscopy
Chapter 17: Nucleophilic Addition to Polar π
Bonds 1: Addition of Strong Nucleophiles
Chapter 18: Nucleophilic Addition to Polar π
Bonds 2: Addition of Weak Nucleophiles and
Acid and Base Catalysis

Chapter 19: Organic Synthesis 2: Intermediate
Topics of Synthesis Design; Useful Reduction
and Oxidation Reactions
Chapter 20: Nucleophilic Addition-Elimination
Reactions 1: The General Mechanism Involving
Strong Nucleophiles
Chapter 21: Nucleophilic Addition-Elimination
Reactions 2: Weak Nucleophiles
Chapter 22: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1:
Substitution on Benzene; Useful Accompanying
Reactions
Chapter 23: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2:
Substitution Involving Mono- and Disubstituted
Benzene and Other Aromatic Rings
Chapter 24: The Diels-Alder Reaction and Other
Pericyclic Reactions
Chapter 25: Reactions Involving Free Radicals
Interchapter 2: Fragmentation Pathways in Mass
Spectrometry
Chapter 26: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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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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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내

통신이론, 제7판
Rodger E. Ziemer, William H. Tranter 공저
박상규, 오성근, 윤동원, 이재진 공역
2016│9788968667572│896면│46배변형판│양장│38,000원

도서소개

복잡하고 어려운 통신이론의 개념을 기본에 충실하게 설명
다양한 예제와 연습문제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나가는 통신학 입문서
이 책은 1976년에 처음 출간된 후 40여 년 동안 일곱 번에 걸쳐 개정되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통신에 대한 기반 기술과 함께 응용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아 왔다. 이 7판에서는 기초 이론을 포함한 근
본적인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차세대 통신 기술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통신의 기본적
인 변복조 방식과 함께 2G와 3G 시스템과 비교한 4G 셀룰러 통신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최신 통신 기술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훈련문제를 수록하여 이전 판보다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지식을 다지고 그다음 단계로 연습문제를 제시하여 수학적인 표현이 많은 통신 시스템의 개념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장마다 MATLAB을 이용한 여러 개의 컴퓨터 예제와 실습문제로 많은 계산
을 하지 않고도 좀 더 복잡한 통신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책은 수학적인 표현이 많은
통신 시스템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실무 현장의 엔지니어들에게
좋은 교과서나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을 활용한 공업통계학
Michael Akritas 저
박상성, 전성해, 장동식 공역
2016│9788968667275│592면│국배변형판│양장│36,000원

도서소개

통계적 개념과 방법의 종합 입문서
공학에서 요구되는 이론과 R에 의한 실습 기반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통계이론은 이공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통계지식을 총 망라하고 있다. 기본
적인 통계학의 기초개념부터 확률론, 확률변수, 확률분포, 추정 및 가설검정, 회귀분석, 실험계획법, 통계적
공정관리 등 공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통계이론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통계이론에 대한
학습과 R 프로그램에 의한 실습을 모두 마치면 각자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통계분석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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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