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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5월
4일 조선동해해상에서 진
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
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전연 및 동부
전선방어부대들의 대구
경장거리방사포, 전술
유 도무기운영능력과 화
력임무수행정확성, 무
장장비들의 전투적성능
을 판정검열하고 이를
계기로 전군을 명사수,
명포수운동에로 더욱 힘
있게 불러일으키며 경상
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빈
틈없이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
접적인 훈련지도를 받게
된 전연과 동부전선방어
부대 군인들의 가슴가슴
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시소에
서 구경별 화력타격수단들의 화력타
격계획을 료해하시고 대구경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의 화력진
지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준비과
정을 검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펴
주신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봉화를

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
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
이 하달되여도 즉시 전투
에 진입할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있는 전연
과 동부전선방어부대들
의 신속반응능력에 대하
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작
전전투훈련을 개선강화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
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강
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
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
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
심하고 그 어떤 세력들
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도 나라의 정치적자주권
과 경제적자립을 고수하
고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
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
하면서 전투력강화를 위
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
추켜들고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실전을 대비해 훈련해온 군부대 군
인들은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번
개같이 기동하여 화력타격준비를
끝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력타격순
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천둥같은 폭음이 터지고 번개같은

섬광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
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후련하게 끝
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

대가 현대적인 대구경장거리방사
포들과 전술유도무기운영을 정말
잘한다고, 모두가 명포수들이라
고, 현대적인 무기체계에 정통하
고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한 결과
그 어떤 정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무수행능력을 갖추었다
고 치하하시면서 예고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타격훈련이 성과적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부름
에 무한히 충실한 인민군대가 자기
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주
체의 혁명위업과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불패의 군력으로 확고히 담
보해나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
시였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