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１１１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２０２２)년 １월

１일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토요일
음력 １１월 ２９일

무 소 속 대 변 지

제１호 【루계

제２６７９호】

조 선 로 동 당

통 일 강 국 을

일 떠 세 우 자 !

중 앙 위 원 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주체110(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
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 당 총 비서이신 경애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께 전원회
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소집의 기본
목적과 그 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력
사적인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첫해인 2021년
도 당 및 국가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발전과
변혁의 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의 한해
한해의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의 발전적단계에 있어
서나 우리 당과 국가의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있
어서 대단히 관건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하여 우리모두는 올
해 사업 못지 않게 방대하고도 중대한 다음해 사
업의 전략적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있고 또 앞으로 직
면하게 될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을 보다
선명하게 예측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가 할수 있
는것들을 잘 알고 우리의 가능성과 자신심을 더
욱 명확히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지금의 대내외형세를 정확히 리해하고 정확히
판단하며 정확한 투쟁방침을 틀어쥐고 정확한 방
향을 따라 정확한 걸음을 옮겨디뎌야만 실제적인
발전적변화로써 다음단계의 투쟁에로 이행할수 있
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해 사업을 긍지스럽게
총화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랭정성을
가지고 교훈적인것을 먼저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일련의 교훈들이

혁명적인 정책들을 더욱 보완하고 우리의 더 큰
발전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추동력으로 되게 하
자는데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중요한 목적이 있
으며 여기에 혁명발전의 커다란 실천적의의가 있
다고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토의로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내각총
리가 제기한 보고와 부문별토론들을 청취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 2 0 2 2 년 도 당과 국가 의 사 업방 향 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첫해 사업정형을 분석총화하
시였다.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실천강
령을 높이 들고 긴장하고도 보람있게 투쟁해온
2021년은 엄혹한 난관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
면적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이라는것이 당중앙위원회가 내
린 총평이다.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사업에서 내세운 총적인
목표와 지향은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
기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안아오는
것이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 사업을 포치하고 추진하
면서 계획작성에서부터 발전지향성과 견인성, 과
학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 집행에서 무조건성
과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세우는데 특별한 힘
을 넣었으며 일군들을 제때에 각성분발시키고 경
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
대책을 적시에 수립하였다.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수 있
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
가 이룩되였다.
(2면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