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１０８（２０１９）년

５월

１１일（토요일）

통

일

신

보

【２】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 력 타 격 훈 련 을
지 도 하 시 였 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

세의 요구와 당의 전략적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의도에 맞게 전연과 서부

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전선방어부대들의 전투임

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무수행능력을 더욱 제고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

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

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

김정은 원수님께서

5월

할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동원태세를 갖추고있어야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화력타격훈련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도하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

시였다.
뵙고싶던

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

호할수 있는 강력한 물리

고 훈련을 진행하게 된 군

적힘에 의하여서만 담보

인들의 흥분과 열의로 하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여 훈련장은 불도가니마

대는 앞으로도 혁명의 총

냥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휘소에

하기 위하여 기동과 화력습격을 배

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며칠전

밝혀준바와 같이 훈련은 인민군대의

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서 여러 장거리타격수단들의 화력훈

합하여 진행된 이번 훈련은 당이 지

에 동부전선방어부대들도 화력타격

주업이며 강도높은 훈련실시가 인민

인민의 영웅적인 창조투쟁을 무력

련계획을 료해하시고 화력타격훈련

펴준 실용적실동훈련의 거세찬 불길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는데 오늘

군대가 지녀야 할 가장 큰 애국심이

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고

개시명령을 내리시였다.

속에 그 어떤 작전과 전투도 능숙히

보니 서부전선방어부대들도 잘 준

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훈

말씀하시였다.

순간 우뢰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치를수 있도록 억척같이 준비된 전

비되여있고 특히 전연부대들의 화

련혁명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

시뻘건 불줄기들이 설정목표방향을

연과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위력을

력임무수행능력이 훌륭하다고 치하

위한 투쟁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

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향하여 창공을 기운차게 헤가르기

남김없이 과시하며 성과적으로 진

하시였다.

으켜 일당백의 무쇠주먹, 영웅전투

화력타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

시작하였다.

행되였다.

원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적인 중요한

말씀하시였다.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력타격

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와 제4차 포

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을 판정검열

을 위한 기동전개와 화력습격을 보

병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정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