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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염분진호텔건설장을
경애하는

현지지도하시였다

최고령도자

염분진지구를 인민들의 훌륭

김정은원수님께서 염분진호텔

한 문화휴식터로 이채롭게 꾸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리기 위한 건설방향과 방도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

제시하시였다.

례에 걸쳐 바다물도 맑고 백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염

장도 훌륭한 염분진에 호텔을

분진은 바다가경치가 류달리

잘 건설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

아름답고 철길과 배길, 도로

에 따라 2011년 7월에 착공한

가 가까이에 있어 교통조건도

염분진호텔건설은 기본건축공

좋은것만큼 인민들이 아무때나

사를 끝내고 현재 내부공사단

와서 문화휴식을 하기에 더없

계에 있다.

이 리상적인 곳이라고 하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염

서 호텔건물을 중심으로 해안

분진호텔건설이 골조공사를

을 따라 600여m 구간에 다양한

끝낸 때로부터 6년이 지나도

형태와 용도의 해안공원숙소와

록 내부미장도 완성하지 못

봉사시설들을 더 건설하여 이

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

지구를 특색있는 염분진해안공

였다.

원으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호

시였다.

텔의 위치를 풍치수려한 염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염

진바다가로 정해주시고 건설

분진과 그 주변에는 명소들

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며 생

과 유명한 온천들도 있으므

의 마지막나날까지 관심하시

로 편의봉사시설들을 훌륭히

던 대상공사인데 아직까지 완

갖춘 현대적인 호텔, 려관들

공하지 못하고있다고, 전당이

이 건설되면 도내인민들뿐아

위대한

위대한

니라 온 나라 인민들이 이 일

유훈관철을 위한

대에서 등산과 해수욕, 낚시

사업을 주선으로, 생명선으

질과 천렵, 온천욕을 하며 충

로 틀어쥐고 총력을 집중하

분한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있는 때에 호텔건설을 해마다 계속

대책을 세워 빨리 완공하여야 한다고

과 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겠으니 함경

시켜 다음해 10월 10일까지 염분진호텔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

조월하면서 미적미적 끌고있는것은 대

말씀하시였다.

북도당위원회가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위대한 장군님께

하시였다.

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총궐기

충정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단히 잘못되였다고 하시면서 결정적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자금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포 휴 양 소 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양지로 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시였다.

능력은 얼마인가, 지금 휴양생들이 몇명

건도 좋다고, 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발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여러차례 다녀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늘 강조하는

이나 있는가를 상세히 알아보시고 온포

전시킬수 있는 토대도 일정하게 갖추어

함경북도 경성군에 자리잡은 온포휴

신 온포휴양소에는 인민군군인들이 휴양

것이지만 령도업적단위 일군들은 일을

휴양소를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할데 대

져있는것만큼 군당위원회가 자연경제적

양소는 우리 나라에서 력사가 오래고 규

소건너편에 현대적으로 건설하였던 메기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건이 유리한 군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

모가 가장 큰 휴양소로서 사람들의 건강

공장을 없애고 그 건물을 통채로 휴양생

의 령도사적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과 치료에 아주 좋은 유명한 온포온천으

들을 위한 종합적인 봉사기지로 꾸리도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함으로써

유명한 온천지대인 온포휴양소일대를 인

로 하여 전국에 소문이 난 곳이다.

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감동적인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민들의 편의와 높아가는 문화정서적요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성군당위원

혁명일화가 가슴뜨겁게 전해지고있다.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였는가를

가 최상의 수준에서 구현된 휴양지로 특

회가 당정책관철에로 군내인민들을 조

페부로 절감하게 해야 한다고 절절히

색있게 잘 꾸려보자고, 인민군대가 다음

직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군을 살기 좋

말씀하시였다.

해에 멋들어지게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

은 훌륭한 고장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

게 선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오리

온포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부터 수십차례나 이곳 휴양소를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정서생

찾아오시여 몸소 휴양각들의 터전도 잡

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언제

아주시고 휴양일과까지 하나하나 짜주시

나 선차적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성군당위원

면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문

원수님께서는 깊은 밤 온포휴양소를 찾

장에게 온천의 용출량과 용출구의 온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성군은 벌

화정서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문화휴

으시여 관리운영실태와 형편을 료해하

욕탕의 온도는 얼마이며 휴양소의 수용

도 있고 산과 바다도 끼고있으며 교통조

키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투쟁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