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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계속)

당중앙위원회는 제8기 제4차, 제5차전원

회의 결정의 완벽한 집행에 당활동의 총적

방향을 지향시키고 내외형세의 급격하고

도 준엄한 변화국면에서도 주도적이며 

령활한 령도실천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계속적인 전진과 발전에로 강력히 인도하

였으며 과감하고도 기민하게 응하는 령도

풍격을 철저히 유지하여 자기의 향도력을 

더욱 세련시키고 혁명 오의 단결된 위력

을 비상히 높은 경지에로 승화시키였다.

전당적으로 당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관

건으로 되는 중요고리들을 보강하기 위한 

실속있는 조치들이 실행되였으며 당의 백

년, 천년미래를 담보하는 새시  당건설

리론이 정립되여 우리 당을 전도양양하

게 발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가 마

련되였다.

가장 적중하고 가장 중 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여 만년 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세계

에 명백히 각인시키는 력사적과제를 해결

한것은 우리 당의 투철한 자주적 와 

자위사상의 과시이며 세계정치구도의 변

화를 주도하는 견지에서 보나, 국가발전

의 궤도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운 견지

에서 보나 그 어떤 정치적사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다.

보고는 국방력강화와 적투쟁에서 달

성된 극적인 변화들을 분석평가하였다.

우리 국방력강화를 위한 줄기찬 투쟁

을 전개하여 우리의 강세를 더욱 확실하

게 하고 강 무비한 군사력을 키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인민의 크나큰 자

부이다.

다사다변하고 격돌하는 국제정치정세의 

흐름속에서도 우리 당의 국익수호, 국위

제고의 기본원칙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당의 전략적구상과 결단 로 미제국주의

의 강권과 전횡, 조선정책에 심 한 타

격을 안기였다.

보고는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이룩

된 뚜렷한 성과들을 개괄하였다.

건설분야의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운 화성지구와 련포지구건설에서 

2022년의 투쟁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과

들이 창조되고 경제장성과 인민생활향상

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상들이 준

공되였다.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인 시발을 떼고 전국의 시, 

군들에 농촌발전의 새시 를 표하는 본

보기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경제관리를 개

선하고 국가적인 위기 응능력과 나라의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전

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였고 분명코 우리

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제

반 사업에서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

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

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

준 위 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가 알지 못

하는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투쟁으로 당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함으로써 국가의 

명예와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2022년을 우리 혁명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해

로 빛내인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에게 당중앙위원회를 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 제8차 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

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의 과업

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

화국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2023년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

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이라고 하시

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

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 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

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새해사업

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2년의 투쟁

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올해 목표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제수행에 총매진함으

로써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 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경제의 안

정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실

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

들을 밝히시였다.

보고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 한 과업이 나

서고있는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

음을 내짚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

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

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반적부

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

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

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국가창건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

정에서 위 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

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

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낡은 사상

경향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일군들속에 고질병, 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있고 잠재하고있는데 하여 엄책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아직까지도 남의 기술에 

한 의존을 털어버리지 않고 자력의 원칙

을 흥정하려드는 낡은 사상에 단호하고

도 심 한 타격을 주었으며 객관적환경

에 빙자하면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있

는 온갖 그릇된 사상잔재를 말끔히 청산

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성

과적발전에서 중요한 핵심부문 로동계급

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시한번 1960년

, 70년 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

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나

갈것을 열렬히 전투적으로 호소하시였다.

보고는 새 년도에 인민경제 각 부

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과녁으로 정하

고 그 점령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였으며 2023년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

의 중장기전략수행에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작전과 지도의 중심을 둘데 하여 

강조하였다.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

이며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

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

우고 평양시 5만세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에 수도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

성지구 2단계 1만세 건설과 함께 새로운 

3,700세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며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 하여 농촌건

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보고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

를 가져오는것을 우리 당이 제일 중시

하고 품들여 추진하고있는 정책적과업

으로 제기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철저

히 중시해야 할 과업들과 방도들을 구

체화하였다.

경공업과 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

결된 부문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수 있게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체계와 방법을 모색하

고 무조건 실행하여야 한다.

(3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