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１１１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２０２２)년 ３월

１２ 일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토요일
음력 ２월 １０일

무 소 속 대 변 지

제１１호 【루계

경 애 하 는

제２６８９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사업은 단순한 과학연구사업, 정찰
정보수집수단의 개발이기 전에 우리의
자주적권리와 국익수호이고 당당한 자위
권행사인 동시에 국위제고 로 된다고

경 애 하 는

현지지도하시였다

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켜 나라의 전쟁대비능력을 완비
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이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가 가장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과업, 지상의 혁명과업

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진행중에 있는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건설
문제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감행되는 미제국
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 공화국적대적군사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관리
능력을 높이며 해당 정황에 따라
국가무력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중시
하 는 국가 방위력강화 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5개년계획
기간의 정찰위성개발, 운 용과
관련한 전투적목표를 제시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사정
찰위성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
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
의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행동정보를
실시간 공화국무력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5개년계획기간내에 다량의 군사정
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
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데 대한
국가우 주개발국의 결심을 우리
당중앙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주,
국방과학연구 부문이 당 중앙의
전략적기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학연구투쟁에로 총궐기해
나서고 결사분투함으로써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국방과학집단으로서의
영웅적기질을 남김없이 떨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서해위성발사 장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 님께서 서해위성발사 장 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해위성발사
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위성발사
장개건현대화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행
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

일 떠 세 우 자 !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국가 우주개발 국을
조선로동 당 총 비서이시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위원장 이신 경애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우주개발
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 는 원수님께서는 국가
우주개발국의 지도간부들로부터
조선로동당 제8 차대회와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우주국방과학
기술점령목표달성을 위한 과학
연구 및 개발실태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성
탑재형 광학촬영장비들과 영상
송신기를 비롯한 자료송수신통
신장비들, 각종 수감부 및 장치
들의 개발 및 준비실태를 료해
하시고 최근에 국가우주개발국이
진행한 중요시험결과들을 보고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
진행한 중요시험들을 통하여 항공
우주사진촬영방법, 고분해능촬영
장비들의 동작특성과 화상자료
전송계통의 믿음성을 확증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
였다.
경애하 는 원 수 님 께 서 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달성에서 정찰위성
개발의 몫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하시
면서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키고
전쟁대비능력을 높이는데서 정찰위성이
가지는 전략적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밝히시였다.

통 일 강 국 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해위성발사
장의 현 상태에 대하여 료해평가하시면
서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
적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케트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발사
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데 대한 과업
을 제시하시였다.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 는 원수 님께서는 대형운 반
로케트들을 발사할수 있게 발사장구역과
로케트총조립 및 련동시험시설, 위성
련동시험시설들 을 개건확장하며 연료
주입시설과 보급계통들을 증설하고 발사
관제시설의 요소들과 주요기술초소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서해위성
발사장은 우주강국의 꿈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 령님과 위대한 장 군 님의
강국념원이 깃들어있는 곳이라고, 수령님
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국가가 두차례나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공적으로 발사한 뜻깊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원대한

우주강국의 꿈과 포부가 씨앗처럼 묻혀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공화국의 국위에
맞게 먼 앞날을 내다보며 우주정복의
전초기지로, 출발선으로 훌륭히 전변시
키는것은 우리 당과 우리 시대의 우주과
학자, 기술자들의 숭고한 책무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