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3월 15일 (토) 10:00 이후 사용바랍니다.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2014. 3. 15 (토) 10:00-

제54주년 3.15의거 기념식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5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초석을 놓은 3·15의거 쉰 네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 깊은 날을 맞아 이 땅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영령들께 온 국민과 더불어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충심어린 감사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54년 전 오늘, 이곳에서는 독재와 불의에 당당히 맞선 시민과 학생들의 

함성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향한 그들의 힘찬 목소리는 들불처럼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희망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3·15의거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 후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궁핍했던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
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공할수 있었던 것은 3.15의거를 시발점으로 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3·15의거가 뿌려놓은 민주화의 씨앗은 민주적인 선거제도, 법치에 의한 통치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활짝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의에 맞섰던 그 날의 함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하여 우리의 민주

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야 합니다.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관행과 의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수준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가운데 소통과 협력,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차원 높은 민주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배려와 나눔의 문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풍성하게  

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통합의 큰 길을 열어 진정한 

선진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15의거는 부정선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야말로 지방선거가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도약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화합과 통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게 관리

할 것입니다.

이것이 3·15민주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민주성지(聖地) 창원에서 다지는 우리의 결의가 큰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3·15 민주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