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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거 마흔두 돌을 맞아 그 날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민주제단에 고3�15

귀한 희생을 바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아울러 년 전 오늘 민주주. 42 ,

의와 정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위대한 마산시민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존경

과 찬양을 바치고자 합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섰던 마산시민의 의거는 우리의 민주화 운동 역사3�15

에 큰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혁명으로 불타올랐습니. 4�19

다 더 나아가 자유와 민주를 가슴에 담은 정신은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 3�15 5�18

동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년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6�10 . 1997

간 정권 교체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의거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원점이었. 3�15

던 것입니다.

영령들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뜻 위에 세워진 국민이 정부3�15

는 민주 인권을 실현하는 정부로서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노동운동의 자유 여성권익의 시장 등 민주적인권이 크게 신,

장되고 있습니다 의거 정신이 유감없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15 .

경제적으로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그 절박했던.

외환위기를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냈습니다 그리고 대 개혁과 지식정보화. 4

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우등생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

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화해협력의 큰길을 열어

왔습니다.

우리는 명실상부한 국운융성의 일대 호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천년 역. 5

사에 처음으로 우리 국민은 세계 일류국가 도약의 큰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

니다 올해 우리는 경제도약과 중산 서민층의 생활향상 부패척결과 남북관계 개선. � ,

이라는 대 과제를 충실히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동시에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4 .

게임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겠습니다, 4 .

세계 일류국가 도약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당장 월드컵만 성공시켜도 조원의. 11

생산유발 효과 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개의 일자, 5 .

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수출과 외국인투자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관광도 활성화됩니다 그야말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의 튼튼한 발. .

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의거 그 날의 뜨거운 애국심과 열정을 다시한번 발. 3�15

휘합시다 우리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리하여 세계 일류국가 대한민국을 향해 전. .

진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