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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는 팔향언제건설에서

현지지도하시였다.

걸린 문제들을 료해하

수령님께서

시고 지금처럼 내각에

1981년 6월 5일 어랑천

맡겨놓아서는 대가 바

발전소를 건설할데 대

뀌여도 결말을 보지 못

하여 주신 교시에 따

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라 건설을 시작한 어

당중앙위원회가

랑천 발 전 소 는

당조직들과

위대한

어랑

전체

당원들을

언제식으

총발동하여 언제건설뿐

로 3호와 4호발전소를

아니라 어랑천발전소건

건설하고 그아래에 팔

설을 틀어쥐고 조직지도

향언제를 쌓아 물길식

하여 다음해 10월 10일

으로 1호, 2호, 5호발

까지 공사를 완공할데

전소를 건설하게 되여

대한 혁명적인 대책을

있으며 총발전능력은

세워주시였다.

천 상류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3만 4, 000kW로 계획

는 수력발전소건설력사

되여있다.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중한 일

을 시작한지 17년이 되여오도록 총

고, 건설현장에 로력과 자재가 보장

군들에게 수고가 많다고 인사를 나

공사량의 70％밖에 진행하지 못한

되지 않아 건설이 중단되다싶이 되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에서 영웅신화를 창조한 그 기세, 그

누시며 어랑천발전소를 건설할데 대

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공사가 진

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각이 대

의 간곡한 유훈이고 나라의 전력생

기백으로 어랑천발전소건설을 힘있

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계신 때

척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료해하

책하지 않는지 알수가 없다고, 현장

산장성에 크게 이바지할 중요한 문

게 다그쳐 끝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

로부터 30여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완

시였다.

에 나와보지 않으니 실태를 알수 없

제를 관심하지 않고있는것을 보면

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

의 기성관례를 깨뜨리며 백두산아래

공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현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내각의 책

고 실태를 모르니 대책을 세울수가

내각이 국가경제사업의 중심을 바

고 함경북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직접 료해대책하기 위하여 왔다고

임일군들이 팔향언제건설장에 최근

없는것은 당연하다고, 내각에서 몇

로 쥐지 못하고있다고, 중요대상건

향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력문제를

말씀하시였다.

몇해어간 한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년째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

설을 과학적인 타산과 구체적인 계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격노하시여

내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반영한 보고

획밑에 력량을 집중하여 조직진행

도대체 발전소건설을 하자는 사람들

서가 없기때문에 벼르고벼르다 오늘

하지 않고 건설력량과 설비들을 분

인지 말자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직접 나와보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산시켜놓고 좌왕우왕하고있다고 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팔향
언제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건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어랑
천5호발전소를 돌아보시였다.
( 2 면 으 로

계 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