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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軍人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제일의 가치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로, 그 숭고한 직무

만큼이나 정신적ㆍ육체적 희생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자기희생이 요구되는 직업

입니다. 또한 이러한 직업적 특성으로

국민들은 군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전

보다 더 나은 모습을, 그리고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군인들이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믿고 힘을 실어주는 군인 아내들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안함 순국 46용사의 영결식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오열하던 어느 미망인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희생정신,

국가관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군인,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군인의 아내는 진정으로 위대한 ‘군번없는 군인’입니다.  

언젠가 대통령님의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결혼 7년 차에

일곱 번 이사를 한 군인의 아내 박진영 씨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대통령께 “훗날 군인의 아내라는 게 행복

했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단지 군인의 아내로서 긍지를 갖게 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군인의 아내로 살면서 어려운 점은 잦은 이사와 그로

인한 자녀교육 문제일거라 생각됩니다. 남편이 또 아버지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전국 곳곳으로 이사를 다녀야 하고

재정적 여유도 그렇지만 한 곳에서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거시설 개선 등 정부와 군에서 군인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자식이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군인 아들

너로다.”라는 군인아버지(육사 4기)를 둔 양희은 씨의 노래

가사처럼 군인 가족은 편안한 생활보다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그 명예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풍족한 생활보다는 자부심 하나로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해야 하고, 또 매사를 인내해야 하는 군인아내이기에

그 삶이 즐겁기보다는 고단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군인가족을 위한 각종 제도를

꼼꼼히 따져보면 일반사회와 구별되는 특별한 복지혜택

및 지원제도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군인의 복지혜택, 올바른 재테크 상식,

군인자녀 교육지원 제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군인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책자가 우리 군인아내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남편을 내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3야전군사령관  대장 김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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