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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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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근 등 共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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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W. Singer 著)
* 미 해군 필독도서

강대국의 흥망
역사/철학

(폴 케네디 著)

목민심서

(정약용 著)

경제/경영

정치/사회

과학/교양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著)

문명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 著)

통섭 : 지식의
대통합

(에드워드 월슨 著)

내용(선정배경)

역사적 사실을 기준으로 영웅 이순신을 재평가 한 책으로, 특
히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킨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활약과
백의종군 과정을 통해 사관생도들이 이순신 제독의 나라사랑
정신과 리더십 이해

911 테러이후 2002년 美 해사를 졸업, 임관한 초급장교들이
이라크/아프카니스탄의 전투현장과 바다에서 10년간 복무한 이
야기를 소개, 사관생도들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추구해야할 가
치와 덕목을 제시

손원일 제독의 전기, 손원일의 사람됨과 업적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해방병단을 창설한 해군 태동기부터 625전쟁, 그리
고 이후의 해군의 역사를 통해 사관생도들에게 자랑스런 해군
의 창군정신과 역사를 되새기도록 함

해군과 해병대의 창설과정 창설정신, 국가적 위기사태를 타개하
기 위해 수행한 공동작전, 법적 작전적 정체성 등을 통해
해군 해병대가 한뿌리 공동운명체라는 정체성 의식을 제고함으
로써 사관생도들이 해군 해병대 장교로 임관 후 지향해야할
미래 관계 발전방향을 제공
최첨단 로봇이 개발되어 무기화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보여주는
책으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상, 로봇의 발전에 따른 군체
제의 변화를 제시하여 사관생도에게 과학적 식견을 포함한 군
사 전문지식 제공

1500년부터 2000년까지 다섯 세기에 걸친 강대국들의 흥망성
쇠를 나타낸 책으로 사관생도들에게 국력의 배분, 군사력과 경
제성장, 지정학적 요인 등 다양한 분석의 틀을 통해 서양사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함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쓰신 책으로 지방관을 비롯한 관리의 올바
른 마음가짐 및 몸가짐에 대해 기록한 책으로 앞으로 국가를
위해 일할 사관생도에게 청렴과 올바른 근무자세 등을 제시
최근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 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아가 공익을 위해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새로운 시
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관생도들에게 대비책 가이드를 제공

탈냉전 이후 세계가 직면한 갈등에 대한 본질과 이해를 제공,
출간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서구와 이슬
람의 충돌, 서양과 동양의 충돌 등 현재 국제정치 구조와 체제
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선견지명이 있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으
며 사관생도에게 국제정치의 식견 제공
21세기 지식혁명에 관한 책으로, 인간의 지식이 본질적으로 통
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현대 자연과학, 사회과
학, 예술, 종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지식 통합의 중요성을 강
조, 사관생도에게 다양한 사고의 통합에 대한 지식의 틀을 제
공

* ’16년 대비 필독도서 변경사항
- 군사/리더십 : 역사를 전환시킨 해양력 → 한뿌리 운명공동체 해군과 해병대
학술정보원 5권 한정 보유중이며, 시판(인터넷 서점 포함)되지 않는 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 콘서트 →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현대/미래사회 설명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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