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체１１１（２０２２）년　２월　１９일（토요일）                         통        일        신        보                                                 【２】

화성지구 １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구상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성

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 되게 

된다.

조선로동당이 련속

적으로 과감하게 전개

하는 살림집건설은 

이 땅우에 인민의 

존엄과 행복이 전면적

으로 꽃피는 부흥

강국의 새세상을 당겨

오기 위함에 모든것을 

복 종 지 향 시 키 는 

위대한  당 중앙 의 

인민대중제일주의

리념과 완강한 실천력

의 뚜렷한 과시이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2월 12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장에 도착

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위대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강철의 신념과 천리혜안의 예지, 필승의 

령도력으로 문명부강한 강국의 래일, 

눈부신 변혁의 새세상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넘친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화성

지구의 천지개벽으로 수도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이자》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

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용기

와 자신심에 넘쳐 우리 수도에 또 하나의 

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민의 새 거리

를 일떠세우기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성대한 착공으로써 장엄한 2022년도 

투쟁의 서막을 열고있는 수도건설자

들과 인민군장병들을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열렬히 축하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건설부문

앞에 나선 가장 주되는 과업의 하나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뗀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전망목표수행의 두번째 공사인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도시

구획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단계의 건설이

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불굴의 

투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평양의 동쪽

관문인 송신, 송화지구에 1만세대에 

달하는 훌륭한 거리를 일떠세움으로써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두번째 해에 

계획대로 화성지구 살림집건설을 추진

할수 있는 확실한 성과와 담보를 

마련한 군민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화성지구에서 

전개되는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앙양된 

투쟁열의와 공세적인 전진기상이 높이 

발양되고 더 신심있고 더 의의있는 

커다란 성과가 쟁취되리라는 확신을 표명

하시면서 올해의 대건설전투를 강력하고 

주도세밀하게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과업

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국적판도를 

포괄하는 대건설전선에서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건설은 제일 앞서나가야 할 

기본전구임을 밝히시고 당의 건설정책

을 완벽하게 철저히 집행하는데서 화성

지구에 전개된 건설부대들이 기치를 

들고 모든 건설전구들의 본보기가 되여 

성스러운 건설대전에 지혜와 열정, 투지를 

아낌없이 바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정에 

넘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건설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위하여, 우리의 평양을 위하여, 천지개벽

된  보금자 리들과 

더불어 꽃펴날 인민

의 행복을 위하여 

끝 없 는  사 색 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불 굴 의  강 인성과 

진함없는 창조정신

으로  화성지구에 

사회주의번화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이어나 갈  철석의 

의지에 넘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착공식에서는 당에 

드리는 결의문이 랑독

되였다.

결 의 문 에 서 는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직접 수여하여주신 

평양 시  5 만 세 대 

살림집건설지휘부

기 발 을  투 쟁 과 

전진의 기치로 휘날

리며 충성의 대격전장에서 새로운 화성

속도, 화성신화를 창조할 전체 건설자

들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표명되였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

을 알리는 발파폭음이 2월의 봄하늘을 

뒤흔들었다.

장쾌한 뢰성에 이어 착공을 경축하는 

축포탄들이 련이어 날아오르고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의 

뜻과 의지를 열혈의 심장마다에 만장약

하고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전투적

위력과 사회주의조선의 혁명적기상을 

과시하는 대건설투쟁에 다시금 총궐기한 

미더운 군민건설자들을 뜨겁게 격려

하시였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