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１０７（２０１８）년

７월

２１일（토요일）

통

일

신

보

【６】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현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평리의 비행련대구획에 대규모의 남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정말 기분

마음먹고 마련해주는 농장인것만큼 건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대규모남새

새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있

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며 최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새온실농

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현

현지에 나가시여 부지를 직접 료해하시

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할 때가 제일 기

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

장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지를 돌아보시였다.

고 웅대한 남새온실농장건설전망계획을

쁘다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하시였다.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각 부문별로 상

벌방지대보다 불리한 북부해양성기

밝혀주시였다.

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원들의

무를 내올데 대한 문제, 온실설비제작

후조건에서도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장구획

서 처음으로 되는 거창하고 방대한 규

주택지구와 문화후생시설도 도시부럽지

과 건설자재보장문제, 온실기사양성과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풍족

의 광활한 옥토를 바라보시며 여기에

모의 남새온실농장건설이므로 인민군대

않게 현대적으로 문명하게 지어주어 농

종자, 로력확보문제를 비롯하여 농장건

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깊이 마음써오신

100정보의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멋

가 전적으로 맡아 불이 번쩍 나게 해

장마을을 그야말로 살기도 좋고 일하기

설과 운영준비에서 나서는 총적방향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

있을것이라고, 이만한 온실면적이면 도

제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함경북

도 좋은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

제시하시였다.

회 결정으로 이동배치하게 되는 경성군

내인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도인민들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고

기, 사회주의락원으로 훌륭하게 꾸려주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청 진 가 방 공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최고령도자

은 중앙의 공장들에서 가방천

김정은원수님께서 청진가방공

과 쟈크, 테프를 비롯한 가방

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부속자재들을 국산화하고 높

경애하는

은 수준에서 생산보장하여야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게 질좋고 멋있는 가방을 안
겨주고싶으시여 늘 마음써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특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

히 재봉을 질적으로 깐지게 하

근년간 전국적수요를 충족시킬

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가방

수 있는 가방천과 쟈크를 비

을 험하게 다루어도 실이 풀리

롯한 가방제작용자재생산공정

거나 터져나가지 않도록 든든

들을 하나하나 꾸려주시였으며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

그 능력이 갖추어진데 맞게 매

시였다.

도들에서 독립적인 학생가방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

산공장을 잘 꾸리고 자재들을

방생산원가를 더 낮추어야 한

보장받아 질좋은 가방을 대대

다고 하시면서 지금 학생들에

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게 공급하고있는 민들레학습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

장과 가방을 비롯한 학생용품

고 강하게 내밀데 대한 과업을

들의 가격을 다시 잘 검토해볼

제시하시였다.

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그러나 함경북도당위원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

서는 당에서 후대교육사업을

가적부담이 커지더라도 인민

그토록 중시하며 학생들에게

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된다고

필요한 모든것을 우리의것으로

하시면서 가격에 대한 군중의

마련해주기 위하여 발기한 사

평가를 들어보고 바로잡을것

업을 소홀히 하면서 가방공장

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

을 능력에 맞게 새로 건설할데

시였다.

대한 당의 방침을 정중히 접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

하지 않고 청진재생섬유공장건

업의 잠재력이 큰 함경북도가

물의 허술한 방들을 내여 가방

일떠서야 나라의 전반적경제

생산기지를 너절하게 꾸려놓음

가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다고

으로써 지방의 가방생산실태를 료해하기

하고 집행하는 태도가 매우 틀려먹었다

1년반이 되였다고 하는데 그사이 가방생

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특히 어깨부분에

하시면서 함경북도당위원회가 결함을 하

위하여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

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

산수준이 높아졌다고, 종업원들의 수준

는 지금의 두배만큼 해면을 넣어 무거운

루빨리 시정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

다란 걱정을 끼쳐드리였다.

붙어 투쟁하는 혁명적기풍과 주인다운

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가방의 색갈과 크

책가방을 메여도 아프지 않게 만들어야

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감으로써 도를 나

일본새가 돼먹지 않았다고 엄하게

기도 다양하고 년령특성에 맞게 품들여

한다고 이르시였다.

라의 믿음직한 기간공업지대로 튼튼히

지적하시였다.

잘 만들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당위원회가
제일 선차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방의 질을

요한 정책적문제를 놓치고 형식주의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견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방의 멜빵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

으로 일하고있다고, 당의 방침을 접수

실을 돌아보시면서 가방생산을 시작한지

에 전반적으로 해면을 좀더 두텁게 넣어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자재생산을 맡

꾸리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
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