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체１１１（２０２２）년　１０월　２２일（토요일）　　　　　　　　　　통        일        신        보                                                  【２】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

와 함께 10월 16일 만경대

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으시

여 원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였다.

만 경 대 혁 명 학 원 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그날 

시간이 바빠 학원을 다 돌

아보지 못하였는데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

속을 잊지 않으시고 천금

같은 시간을 내여 찾아오

신 자애로운 아버지원수님

을 맞이한 전체 교직원, 학

생들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

가 학원의 교정에 차넘치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을 현지에서 만경대혁명학원 책임일군들이 맞이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교육조종실, 저격무기강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원의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학원에서 현대화된 교육시설

들을 적극 활용하는것과 함께 세계적으로 앞선 

교수방법들과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원기둥, 원피줄

기인 혁명학원의 학생들을 문무를 겸비한 견결한 

혁명가, 우리 당의 교대자,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

자면 건전한 사상과 우수한 지적능력, 건장한 체력

의 소유자, 고상한 도덕륜리가 몸에 푹 배인 참된 

인격자들로 준비시키는데 교육의 중심을 두어야 한

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격술 및 

수영훈련을 보아주시였다.

주체혁명의 역군으로서의 성장기를 유서깊은 혁명

학원에서 보내며 혁명무력강화에 실제적으로 이

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후비로 준비하기 위하

여 심신을 억세게 단련해온 학생들은 충천한 기세

로 평시에 련마한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과시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졸업반학생들의 권총실탄

사격도 보아주시였다.

학생들이 명중사격으로 련이어 만점을 쏠 때마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못내 대견해하시며 환한 미소속

에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군사인재후비들로 준비해가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사격에 참가한 그들모두가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성장한 아들들답게 

우리 당의 핵심중의 핵심, 혁명의 기둥으로 활약하

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

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혁명

가유자녀들을 위해 바치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식당에 들리시여 원아들의 식생활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몸소 밥맛과 국맛도 보아주

시고 원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음식을 어떻게 가공했을 때가 제일 맛이 있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며 원아들의 식생활을 그들의 구미

와 영양학적요구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기와 

알, 물고기와 남새, 다시마와 젓갈, 기초식품 등

을 정상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

를 취해주시였다.

혁명가유자녀모두를 자신의 살붙이로 여기시며 

사려깊은 눈길로, 세심한 마음으로 생활의 구석구

석까지 헤아려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속에 

꿈같은 행복의 시간이 흘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을 교수교양

에서 전국의 본보기학교, 

모든 교육단위가 아득히 

올려다보는 학교우의 학교

로 만드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학원강화의 원칙적요구

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핵심

골간육성의 원종장인 혁명

학원의 교육사업을 개선강

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

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

시고 학원이 자기의 사명

과 임무를 다해나가는데

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

과  방도들을  밝혀주시

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전체 

학생들은 혁명가유자녀

들을 우리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들로 값높이 내세

워주시며 성장의 걸음걸음

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원수님을 격정의 눈물속에 우러르

며 만경대의 아들로서의 본분과 중대한 책임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당과 혁명에 절대충성

하는 열혈의 혁명가들로 철저히 준비해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학원을 떠나시기에 앞서 

학원의 책임일군들에게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고 

우리 당의 아들들인 원아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란

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 또

다시 새기신 사랑의 자욱은 위대한 사상과 정신의 

빛나는 계승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만년대계, 

혁명의 최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혁명가유자녀들을 당

의 핵심골간, 우리 국가의 대들보로 훌륭히 키우시

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는 절세위인

의 불같은 정의 세계를 전하는 혁명전설로 청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만경대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