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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 1 면 에 서

계 속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랑천5호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끊임
없이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현지지도하시였다

강조하시였다.

충정과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발전소

의 령도따라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랑천발전

언제가 쌓아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온

적인 결사전으로 어랑천발전소건설

발전소에 설치한 발전설비를 보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력공업

소건설자들이 국가사정이 어려운 조

나라가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과 호흡

을 당에서 제시한 기일안에 훌륭히

서 힘들게 발전소를 건설해놓고 전

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며 심장과

건에서도 누가 알아주건말건 순결한

을 같이하며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

완공함으로써 어머니당에 자랑찬

력을 능력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안

도 같다고 하시면서 어랑천발전소

량심을 묻으며 지금까지 많은 일을

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충정의 보고를 드릴 불같은 결의를

된다고 하시면서 효률이 높고 현대적

건설을 전당적으로, 전국가적으로

하였다고, 당정책관철을 위해 위훈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피끓는 전투적

인 발전설비들을 설치하고 만가동,

힘을 넣어 해제껴야 한다고 다시금

구슬땀을 바쳐온 건설자들의 고결한

호소를 받아안은 건설자들은 당중앙

다지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와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수님께서는

련어양어에서

조선인

특히

수질

민군 제810군부대산하 락산

관리를 과학화하는 사업이

바다련어양어사업소와 석막

중요한것만큼 양어장을 꾸

대서양련어종어장을 현지지

린 수역의 물온도와 산소

도하시였다.

량 등을 검측할수 있는 종
합수질측정기재를 설치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고

수질검사를

정상적으

현지지도하시였다.

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
시였다.

동해의 락산만에 위치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는
굴지의 련어생산기지로서

련어가공품생산의

우리 나라 동해에서의 첫

화, 자동화, 현대화수준

대서양련어바다양어에 성

을 높이고 위생안전성과

공한데 이어 그 성과를 공

품질을 철저히 담보하며

고히 하고 확대발전시키기

규격화, 표준화를 실현하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

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

고있다.

리 나라 동해바다에서 양
어한 대서양련어와 가공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물

품들을 평양대동강수산물

돌아보시

식당에 집중적으로 보내

락산바다련어양어

주어 인민들의 식탁을 더

혁명사적교양실과
우리양어장을
면서

과학

사업소의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찬가지로 양어장들에서도 깨끗한 환

로 흘러드는 하천들과 공장, 기업소

다시마양식장을 꾸려 바다물오염을

욱

료해하시였다.

경을 조성하며 위생방역체계를 철저

퇴수구들에 10여개의 침전장들을 새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있는데 대

말씀하시였다.

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락산만으

로 설비하고 그물우리주변에 미역,

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산과 마

풍성하게

해주어야

( 3 면 으 로

계 속 )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