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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 0 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4월 2 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조선인민
군 각급 부대 지휘관들을 당중앙
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주시고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군의 각
급 부대 지휘관들을 뜻깊은 4월의
경축행사장에 불러주신데 이어 대
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
와 함께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
들은 백두의 신념과 강인담대한
배짱, 비범특출한 령도력으로 조
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
시며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
가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
시며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강대성
의 상징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
러 열광넘친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항일선렬들
이 물려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혁명보위, 조국보위의 강
력한 보루를 억척으로 다져나가는
영예와 보람속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을 맞이한 군지휘관들
을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의 계
승은 단순한 대물림이 아니라 투
쟁정신의 계승, 힘차게 살아높뛰는 불굴
의 넋의 계승이라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우리 군

대의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본원천이라고
하시였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경 애 하 는

세상 그 어떤 강적도 전률케 하는 무
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의 력사는
세계의 군건설사에 전무후무하다고 하시

면서 위대한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
는 혁명군대는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변
색과 변질을 모르고 언제나 필승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
무력은 붉은기를 사수하고 붉은
사상을 지키며 붉은 제도를 옹
호보위하는 당의 붉은 총대, 붉
은 보검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
서 인민군대의 줄기찬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
하는 사랑하는 전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
시였다.
기념촬영에 이어 항공륙전대 전
투원들이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
리며 당중앙뜨락에 강하하고 군
지휘관들이 본부청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
쳐졌다.
부국강병의 대업을 실현해가
는 전투적려정에서 맺어진 령도자
와 전사들사이의 혈연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과 리설주녀사 를
모시고 본부청사 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연회가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박정천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연설
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총 비서이시며 공화국 무 력
최고사 령관 이신 경애하 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반드시 륭성부흥할 우리 국가를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
본사기자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 0돐에 즈음하여
대 성 산 혁 명 렬 사 릉 을
찾 으 시 였 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에 즈음하여 4월 25일 대성산혁명렬
사릉을 찾으시였다.
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
되였다.
화환진정곡 이 울리는 가 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화환이 대성산
혁명렬사릉 화환진정대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인민
군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혁명렬사들은 영
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청춘도 생명도 아
낌없이 바친 항일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렬사릉을 돌
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개척기
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 혈전만리를 헤

치며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의 혁
명전통을 창조한 항일선렬들의 공적과
만고의 항쟁사를 경건히 회억하시면서
김책동지, 안길동지, 류경수동지, 최현동
지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혁
명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1세대
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투철한 신념,
자기의 위업의 정당성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지니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을 사생결단의 정신력으로
뚫고 이기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계승의 력사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통을 창조
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억년 드놀지
않는 초석을 다진 항일빨찌산의 불멸의
공적은 후세토록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전통
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고 세
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
과 인민군장병들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
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금은
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
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주체의
건군사는 백두산정신의 무궁무진한 견인

력과 불멸의 생명력을 뚜렷이 실증해주
고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에 길이 빛날
4월 25일이 있어 세계적인 강군으로 장성
강화된 우리 혁명무력의 오늘이 있고 사
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우리 인민의 자주
적이며 행복한 삶이 있다고, 사상의 혈
통, 신념의 피로 이어지는 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라고 하시면서 항일혁명선렬들
의 고귀한 넋은 우리 혁명강군의 영광스
러운 력사와 더불어, 위대한 우리 국가
의 부강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
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