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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최고령도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쏘가리는 수질조건에 예

건설된 연풍호방류어업

민하며 돌짬과 같은 어두

사업소를

운 곳에서 살기 좋아하는

경애하는

현지지도하시

특성이 있는것으로 알고

였다.
원수님께서

있다고 하시면서 양어못

는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

들에 쏘가리의 서식환경

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

을 인공적으로 잘 조성해

으시며 건설정형을 료해

주도록 하며 먹이용물고

하시였다.

기생산호동과 못들을 더

경애하는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

개천시 서남동지역에
위치한

시였다.

연풍호방류어업

사업 소 는

경애하는

부지면적이

원수님께서

1만여㎡이고 연건축면적

는 방류어업은 수산자원

은 1,260여㎡로서 사무

을 보호하고 앞으로 더

청사와 후생건물, 알깨우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수

기실, 야외양어못 등으로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으

이루어졌으며 한해에 새

로서 당의 수산정책을 관

끼쏘가리 수만마리와 먹

철하는데서 필수적선행공

이용물고기 수십만마리를

정이라고 하시면서 연풍

생산할수 있는 쏘가리종

호방류어업사업소와 같은

어기지이다.

종어기지들을 전국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차례에 걸

새끼쏘가리와 먹이사슬을 이루는데 필

전국가적, 전인민적으로 물고기자원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끼쏘가리

잘 꾸리고 관리운영하면서 선진과학기

쳐 연풍호에 쏘가리를 대대적으로 번

요한 다른 종류의 새끼물고기 수십만마

나라의 귀중한 자원으로 보호하며 증

사육은 쏘가리양어에서 가장 관건적인

술에 의거한 수산자원보호증식운동을

식시키기 위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리를 연풍호에 방류하였다.

식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것만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갓난고기를 충

대대적으로 벌리며 자연수역들에서의

잘 건설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높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호방류

큼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에서도 쏘가리

실히 자래워야 생장이 촉진된다고 하

재배어업과 양어를 활성화해나가면 가

받들고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개천

어업사업소건설을 도자체의 힘으로 하

를 비롯한 많은 새끼물고기들을 대량생

시면서 알낳이와 알받이를 과학기술적

까운 몇해안에 우리 인민들에게 쏘가

시안의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은 돌격

였다고 하는데 연풍호의 자연풍치와

산하여 연풍호에 놓아주어야 한다고

으로 하며 수조탕크들에 적정사육밀도

리와 같은 여러가지 고급어족들을 많

대를 뭇고 자재와 설비를 자체로 보장

어울리게 아담하게 잘 건설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와 적정환경을 보장해주어 새끼쏘가리

이 생산하여 보내줄수 있게 될것이라

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짧은 기

치하하시면서 쏘가리서식에 유리한 조

경애하는

의 사름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

고 말씀하시였다.

간에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건설을 완공

건을 가지고있는 연풍호에서 쏘가리

호수에 번식시키는데서 기본은 먹이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는 토

사슬을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끼물고기

어업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

대가 갖추어졌다고 대단히 만족해하

성질이 급하고 살아움직이는 먹이만

를 키우는 수조의 수질관리를 잘하

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쏘

시였다.

을 먹는 쏘가리의 특성에 맞게 초어와

고 오물과 오수를 제때에 배출하고

가리를 비롯한 여러 어종의 새끼물고기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고급어족들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

원수님께서는

형성하는것이라고

쏘가리를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호방류

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알깨우기실

릉어를 비롯한 번식력이 강하고 빨리

잘 청소해주며 물려과장치, 물환수장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감으로써 연

방류어업사업소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

과 야외양어못을 비롯한 쏘가리순치공

자라는 물고기들을 함께 기르면서 먹

치, 산소공급장치, 자동온도조절장치

풍호에 물고기떼가 욱실거리게 하고 나

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두차례에 걸쳐

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쏘가리양어를 적

이사슬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

들을 비롯한 필요한 설비들을 더 설

라의 물고기자원을 증식시켜나가는데

종자쏘가리를 보내주시였으며 사업소에

극 발전시키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게 내밀며 배합사료로 쏘가리를 대량

치하여 새끼물고기수조탕크와 양어못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

서는 얼마전 준공식을 하면서 그 종자

주시였다.

순치하는 기술개발을 심화시켜야 한

관리를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

명하시였다.

다고 말씀하시였다.

시였다.

쏘가리에서 알을 받아 깨운 수만마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전당적,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