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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가본저서에깊은관심을갖고연구를시작하게된배경은, 본

인이그동안군생활과정을통해수년간미군들과연합근무한경험과

현재미국관련업무를담당하면서직접체험하고느끼면서다음과같

은의문점을해소하고자함이었다.

‘오늘날미군이세계에서가장우수한군대가될수있었던근원(根

源)과원동력은무엇인가?’

역자는 본 저서를 접하면서 위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

마리를 비로소 찾게 되었다. 즉, 미국은 철저한 직업군인 제도하에서

복지에대해국가적인차원에서관심을기울여온것이다. ‘미군의강

한전투력은가정에서부터시작된다’는표현처럼가정이흔들리면전

투력이제대로발휘될수없다는원칙하에서, 미국은 최강의군대육

성을위해현역군인과병행하여군인가족들에대한세심한배려의일

환으로적극적인복지정책을추진하게되었다.

한 국가에서 군의 존재와 역할을 고려할 때 순수하게 군인 자체만

을 인식하는 경향이 통념(通念)으로 간주되어 군인 아내의 중요성이

란한낱허상(虛像)에불과하였다.

우리는어떤조직사회에서각개개인이맡은역할과사명감이다름

에도불구하고, 겉치레의수많은산물(産物)에만집착해왔음을부인



(否認)할수없으며, 통상중요하면서도아무런감각없이의미를상실

하는경우가많다.

만일 지구상에서 공기와 물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듯이,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군인의 이면(裏面)에는 군인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이뒷받침되고있다. 즉, 우리는부모님의사랑과아내의헌신적

인노력등과같이보이지는않지만아주중요한요소를평소망각(忘

却)하고있는것이다.

오늘날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便乘)하여 여성들의 권위 신장 차

원에서도군인아내들에대한관심증대는자연스런현상으로받아들

여야할것이다. 즉, 군전문직업관을확립하기위해군인된남편들이

근무에 전념(專念)하는 풍토에 병행하는 군인 아내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요구되고있다. 

이는 군인이라는 특정한 직업인의 아내에 대한 부분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전문직업 군인 및 일반 직업인들의 전체적인 사기와 결부

(結付)된차원에서고려되어야만한다. 또한모든직업인들의생활특

성상명예를추구하기위한보다편리하고, 조직의 특성이충분히반

영된제도가선행(先行) 보완되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저서는 미군 복지를 위한 미국의 정책적인 지

원과관심으로제정된군인가족들에대한수많은복지혜택과제도적

인보장책에관해세부적으로제시하고있다.

이제까지군인가족특히군인아내를위한소개책자는극히드물

었던것이사실이다. 이에반해본저서는미군아내들을위한필수적

인기본지침서로서저자인Lydia Sloan Cline 여사는군인의아내로

서, 한편군인의어머니(그녀의아들도군인임)로서의입장을대변(代



辯)하고 있으며, 실제 자신이 직접 체험(體驗)한 생활을 토대로 군인

아내들과군인의가족들에게많은유익한사항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어느 누구보다도 군인을 사랑하고 군인 가족

을아끼는저자의진솔(眞率)한삶의일부가내재되어있음을공감할

수가있다. 군의사기에는물질적인면과정신적인면이있으나, 미군

가족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들은 물질적인 차원 보다는 정신적인

요소로서국가에대한믿음과헌신적인봉사를기꺼히할수있는중

요한동기(動機)가될수있다.

본 내용을 소개하고 제시하는 것은 군인 가족들만의 특별한 배려

차원이절대아니며, 군인 가족들의애환(哀歡)과 어려움을일반인들

에게전파하기위함은더욱아니다.

다만, 시대적인 흐름속에서 군인 복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요

망되며 이에 대한 청사진이 점진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군

의사기를높일수있는새로운치유책(治癒策)으로기억되기위함이

다.

또한, 역자는이역서가한국군및군인가족들의복지향상에도움

이되어미완성교향곡에서완성의과정으로가는초석(礎石)을마련

했다는 자부심으로 많은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계기가조성되기를진심으로기원한다.

역자의미흡한노력과부족한지식으로인하여저자의뜻을우리말

과생각으로옮기는데다소어려움이있었으나, 이번을계기로역자는

군대에보다더애착을가지고무엇인가군에조그마한기여를하고자

하는것이며, 향후무단한정진(精進)을다할것을다짐하고자한다.

역자는이책의번역연구를마감하면서역자를낳아주시고길러주



시고 10년전 고인(故人)이 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또한,

역자의군생활로인해가정의소홀함에도불구하고, 아빠의역할까지

맡아가정을꾸리고항시불평없이다정한미소를아끼지않는아내에

게감사하며, 특히아이들과의따뜻하고정겨운대화가부족함에도사

랑스럽고꿋꿋하게자라는아들태호와딸지영이에게고마움을전하

고자한다. 아울러훌륭한내용으로연구의계기를제공해주신 Lydia

Sloan Cline 여사에게무한한찬사를보낸다.

끝으로 한반도 안보 현실상 한·미 연합 방위체제 하에서 미군의

복지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공고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하는계기가조성되기를바라면서, ‘평범한가운데진리가있다.’

라는말과같이군의복지는바로사기로서, 이것은곧군전력(戰力)

의 극대화에 직결(直結)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力說)하고자 한

다.

1997년여름

아내혜인의생일에즈음하여

신 규 식



‘군인의아내인당신은지금무얼하고계십니까?’

나는현재군인인남편과결혼한지채 1달밖에되지않았는데그는

기동훈련으로 6주 동안이나집을떠나있다. 나의 남편은지난밤에

나에게전화를걸어‘봉급명세서에서주택수당이인상되었는지를확

인하라’고말했다. 또한그는내년에는이사를가게될것이라고덧붙

였는데그것도해외로! 어제나는군인가족들만의커피타임에초대

되었는데, 분위기가생소하였다.

이와같은예에서볼수있듯이군생활에적응된우리군인은우리

들의직업인군인을명예스럽게생각하지못했기때문에아내들의불

편한감정에무관심하였다.

군대생활은색다른업무와근무시간등상이한관습, 상이한약어

(略語)와항시생소(生疎)한상황에직면하게될가능성이많다. 그러

나, 반드시다음사항을명심해야한다. 

당신이 군인의 아내가 된다면, 당신은 군인과 결혼한 사실이 무엇

보다도보람있는생활을영위할수있는기회였음을소중하게느끼게

될것이다.

미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군대에대한광범위하고새로운배려



차원에서 군인 가족들에게 획기적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조성해 주었

으며, 1983년 미 육군은 군인 가족의 행복이 군인 개인의 기본 임무

수행을위한가장우선순위가높은영향력있는요소로작용한다는인

식하에, 군인가족지원에관한새로운방침을제시하였다.

군인아내들의요구사항을충분히수렴(收斂)하여좋은방안을도

출함으로써, 군인 아내들이군생활에만족을느끼게하여강력한국

가방위를위해남편의개인적인희생이필요함을인식할수있는계

기를조성해주었다. 

미 해군과 해병은 그들이 장기간(長期間) 바다에서 근무한다는 사

실로인해, 그들이군인가족들과의생활이어렵다는사실에주목(注

目)하여1985년미해군은다음과같이두가지방침을설정하였다.

즉, 해군 함정과 항공기 근무자는 육상(陸上) 기지에 있는 시간을

50%로하고, 함정출동기간은 6개월로제한하되다음출동전까지는

12개월동안육상(陸上) 기지에서근무하도록규정한것이다. 

또한 군인 가족 봉사센터(Family Service Center)의 자원 봉사자

에게는근무시간외에발생될수있는피해비용에대해배상(賠償)

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미공군은육군이나해군과같이장기간야외훈련이없고다른군

보다최신형의좋은시설의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대부분의공군가

족들은오랫동안불편함이없이생활하고있다고인식되어왔다.

통상 군인 아내들은 예전과 같이 외부와의 의사 소통 없이 자신의

동반자(同伴者)인 남편이 국가와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사실에많은관심을기울이지않고있다.

군인가족에관한수많은연구와노력은지속추진되고있으며, 특



히 육군, 해군 가족 재할당 센터(Family Relocation Center), 아동

치료소, 민간기관고용시군인가족및군인배우자채용우대(優待)

와 같은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군인 가족들의

요구사항을수렴(收斂)한결과로서반영된것으로평가된다.

미 육군은 심지어 1984년을‘군인 가족의 해’(The Year of the

Family)로 지정하여 군인이 결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실에 경의

(敬意)를 표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군인 아내들이 남편의 군대 경력

(經歷)을쌓는데에희생되어서는안될것이다. 오늘날아내들이사회

활동을하는것은지극히상식적이며, 그들은부부가함께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사회 활동에서 파생(派生)되는 동일한 현상을 극복하고 있

다.

오늘날군인아내들자신이사회활동을위한경력관리를하고, 가

정의소득(所得) 증대를위한사회적인외부활동을하려는것은상식

적인일이다.

그렇다면군인남편에대한군인아내로서의역할이과거보다지금

덜중요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인가?

천만의말씀, 당신 남편경력에대한아내의직접적인영향력은이

제까지해왔던것보다는크지않을것이다. 그러나 남편직업에대한

당신의태도는남편이군대생활을계속하려는데대한결심에영향을

미치게된다. 남편이군입대와동시에미군전체조직내에서군인아

내의위치와중요성을인식해야만하며, 이와병행해서군인아내들은

사회생활을하기위한노력도게을리해서는안된다.

군 생활에는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 사람들은

이러한혜택을특별한방식에따라인생의과정에서즐기는것에반하



여, 군생활에서는근무경력상의한과정으로많은혜택을체험할수

있는기회가조성된다. 예를 들면독일에서근무할경우인접한스위

스에서아이들이스키를즐길수있고새로운근무지에서다과회모임

이나사회적활동을통해많은사람들을친구로사귈수있는기회가

있다.

각종여가시설을사용할때는비용이저렴하며, 어떤 일정한지역

에서많은직종(職種)이없기때문에군인아내들은지역내에위치한

대학에갈수있으며, 기지내의수공예품점에서전통기술을습득하거

나혹은취미를계발(啓發)할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다.

기지내의 학교에서 그들은 자원 봉사자로서 근무함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그들 아이들의 교육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고향과

떨어진타지역에서의일시적인보직근무는결코유쾌하지않으나, 많

은아내들은그들이서로의지하며살아가는방법을모색함으로써생

활하는자체를대단히자랑스럽게여긴다.

본 저서는 미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 경비대)과 결혼한

군인 아내들을 대상으로 군 생활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소개하고,

군대내부에서대부분생활하는많은사람들에게도움을주기위해서

시도한것이다.

군인을 이해한다면, 군인 아내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어떤일을할때매우행복한결과를얻게된다는사실을깨닫게될것

이다.

‘씨를뿌린대로곡식을거둔다’(Bloom where they’re planted)라

는말을명심하고노력하는아내들은그들환경에서가장행복한사람

들로서그들은가장많은것을배우고, 보고, 아는사람들이다.



군인 아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을 터득하여, 그들을 위

한바람직한생활방식이다름아닌군대가운영되는방법을충분히이

해하는것이라는사실을잘알아야 할것이다. 또한군인아내들은유

머감각을가지고모험심을배양하여충분한융통성과주도권을가져

야할것이며, 무엇이 가용한방법이며그것을사용하는법을배우도

록해야하는데이는각자의의지에달려있는것이다.

우리는 미 국방부에서 군인 및 군인 가족들에게 부여하는 각종 혜

택을충분이검토하고, 이해함으로써어떠한활동에도기꺼이적극적

으로참여하도록해야할것이다.

각종소개브리핑이나혹은사회적인친교활동에참여하기를꺼리

는군인아내는모임자체에대해귀찮게인식하게된다. 이러한현상

은 그들 자신을 군대 사회에서 격리(隔離)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결

국그들은보이지않는따뜻한우정, 각종지식및새로운사고방식을

습득(習得)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본 저서를통해군인아내들은많은지식을습득하게되며장차남

편의군생활을보조(補助)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이다.

군인아내들이여!

지속적인자기발전을위해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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