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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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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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２호 【루계

통 일 강 국 을

제２５８６호】

일 떠 세 우 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종합병원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 소
건 설 의
첫 삽 을
뜨 시 였 다
우리

인민의 생 명 과 건 강 증 진 을

인민을

위한

오늘의

위한 일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투쟁

내세우고있는 조선로동당의 구상

에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

과 결심에 따라 조선로동당창건

쳐 인민을 위한 병원을 보란듯

75돐을 맞 으 며 수 도 평 양 에

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훌륭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일떠서게

하게 일떠세우자는것을 열렬히

된다.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이 3월

마치시자 위대한 주석과

17일에 진행되였다.
위원장이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

한평생이 어린 인민대중제일주

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

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새로운

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주체100년대와 더불어 더욱 뜨

이신

겁게 펼쳐가시는 원수님을 우러

조선로동당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러 터치는 격정의 환호성이 또다

착공식에

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참석하시였다.

경 애 하 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

최 고 령 도 자

자리에 건설되는 평양종합병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평양종합

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병원 착공식을 기념하여 몸소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의 려정을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줄기차게 이어가는 조선로동당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순간 평양종합병원착공을 알

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

리는 첫 발파의 폭음이 장쾌하

의 사랑의 선물이다.

게 울려퍼졌다.

착공식장은 인민보건의 비약
적발전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가

올해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건설로

주의의 영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이

을 더 높이 발양시키며 인민들에게 가

하였다.

규정한데 기초하여 공사를 최단기간

정치적문제로,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펼쳐진 건설장은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장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내에 완공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각방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할

위해 최상급의 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시

는 당중앙의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이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으로 추진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데 대하여 강조

고 수도의 중심부에 터전을 잡아주시였

건설자들의 열의로 설레이고있었다.

위원회 위원인 김재룡내각총리, 리일환,

였다.

하시였다.

으며 병원착공도 선포해주신 경애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종합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종합병원

원수님을 우러르는 참가자들의 열화같은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건설자들

군대와 사회의 건설지휘성원들, 건설자

원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

건설을 통하여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흠모심과 무한한 격정으로 용암마냥

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

들이 참가하였다.

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며

끓어번지였다.

의 혜택속에서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건설과정에 창조되는 결사관철의 정신,

전체 건설자들은 당창건 75돐을

마음껏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

건설속도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맞으며 평양종합병원을 조선로동당의

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진활로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연설을 하시였다.

열어나가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을 누리는것이 우리 당의 가장 큰 기

에 파급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천명

위대한 인민관이 완벽하게 구현된

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평양시에

쁨으로, 힘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

하시고 병원건설을 당창건 75돐까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

착공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하시였다.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우고 충성의 보고를 올릴 열의로 가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

종합병원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토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이 보

제시하시였다.

불태우며 공사에 전격진입하였다.

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결정하고 당창건 75돐을 맞이하는

건부문을 추켜세우는것을 우리 식 사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귀중한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