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１０７（２０１８）년

１１월

３일（토요일）

통

일

신

보

【２】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 지 연 군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경애하는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께서는

감자저장고의 온습도와 이산

삼지연군건설 2단계인 다음

화탄소함량을 자동적으로 측

해 공사계획을 명확히 규정

정하고 조절하는 자동조종체

하고 시공단위들에 공사대상

계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시고

들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가열, 통풍, 습도를 보장할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건설

수 있는 가습장치, 콘베아설

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로

비들의 능력에 대하여 구체

력보장, 수송대책을 따라세

적으로 료해하시면서 감자입

우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고와 보관, 저장고관리를 과

모든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학적으로, 기술규정의 요구

갖추고 래년에도 올해와 같

대로 엄격하게 진행할데 대

은 기세로 냅다 내밀어야 한

하여 강조하시였다.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의 기후풍토에 맞

삼지연군건설이 본격적으로

는 과학농법을 연구도입하

진행되는데 맞게 설계를 선

여 앞으로 감자농사에서 더

행시켜 보장하며 건설에 필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야 한

요한 설비, 자재, 마감건재

다고 하시면서 토지개량사

보장을 맡은 모든 단위들

업을 근기있게 내밀고 많은

에서 증산돌격투쟁을 힘있

물거름을 생산하며 농산작

게 벌려 계획량을 책임적으

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

로 생산보장해야 한다고 하

으로

시면서 특히 세멘트공장들에

말씀하시였다.

서 생산량을 늘여 계획된 세

높여나가야

한다고

또한 현대과학기술에 의거

멘트를 무조건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

하고 또 강조하는것이지만 언제까지

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시였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조급성에 사로잡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자주 조직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당원들

이와 함께 건설장 그 어디서나 한g

혀 절대로 속도일면에만 치중하면 안

건설장의 분위기를 앙양시키며 맹렬한

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

의 세멘트, 한쪼각의 나무, 한개의 못

된다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집단적경쟁열풍속에 따라앞서기, 따라

생들속에서 삼지연군꾸리기를 물심량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자가루가

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으로 절

특히 건설사업을 보여주기식, 깜빠니

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

으로 지원하는 기특한 소행들이 높이 발

대대적으로 생산되는데 맞게 인민들에

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야식으로 겉치레나 하고 실속없이 하

는것과 함께 일부 단위들에서 시공과

양되고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

게 감자가루의 우월성과 효과성에 대하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지고 인민들

면 인민들과 후대들로부터 두고두고

정에 나타난 결함들을 모든 시공단위

시면서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애국충정

여서도 알려주고 감자가루로 여러가지

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나라의 한

욕을 먹게 된다고 하시면서 흙 한삽을

들에 즉시 통보해주고 제때에 각성시

의 한마음을 안고 삼지연군건설을 성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널리 소개선전하

끝까지 와닿는 귀중한 물자와 설비,

떠올리고 한평방을 미장해도 자기 집

키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심성의껏 도와주기 위한 사회적분위기

여 식생활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자재와 자금이 조금도 허실되지 않고

처럼 생각하고 주인답게 량심적으로

말씀하시였다.

를 계속 고조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깐지게 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인민

당부하시였다.

준에서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건

병원과 삼지연군과학기술도서관, 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삼지연

삼지연군에 와서 당의 감자농사혁명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이

축물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

되는 호텔들을 훌륭하게 잘 건설할데

감자가루생산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

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현대적으로 건설되는데 맞게 전력생산

물로, 만년대계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필요한 건설력

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산을

대책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

말씀하시였다.

량을 추가로 편성하도록 조치를 취해주

하여 지시하시였다.

시였다.

하여 우량품종의 종자를 육종하고 받아
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
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7월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만t능력의

높이 쌓아놓고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

감자저장고안에 빈자리를 찾아볼수 없

고 하였는데 군에서 그 과업을 집행했

당 부문에서 삼지연군 중소형발전소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감독

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부문에서 건설공법의 요구대로 시공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들쭉단묵과

도록 무득히 쌓여있는 감자산을 보시고

다고 거듭 높이 치하하시면서 도와 군

제때에 보장해주며 군에서 발전소관리

지도를 짜고들고 보이지 않는 구석

단물, 들쭉술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들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신듯 기뻐하시면

의 책임일군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

운영을 짜고들어 발전설비들을 만가동,

까지 구체적으로 감독통제하면서 책

쭉음료와 가공품들을 생산하게 되는 삼

서 삼지연군에서 올해 례년에 없는 불

장 일군들과 함께 감자무지에 스스럼

만부하로 돌려 전기를 능력대로 생산하

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

지연들쭉음료공장건설장을

돌아보시면

리한 기후조건에서도 감자농사에서 높

없이 앉으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하시였다.

서 짧은 기간에 건설이 많이 진척되였다

은 수확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

찍으시였다.

고 하시며 년말까지 공장을 완공할데 대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번 강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지휘부

시였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