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체１１２（２０２３）년　１월　１일（일요일）                         통        일        신        보                                                 【４】

위대한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 드리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의 선물

６００㎜초대형방사포증정식 성대히 진행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위대한 당중앙

의 전략적구상실현을 

무조건적으로 절대

지지하고 결사의 실

천으로 받들어가는 

군수공업부문 로동계

급의 열렬한 충성과 

애국의 마음이 응축

된 첨단무장장비인 

초대형방사포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제8기 제6차전원

회의에 증정되였다.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

적인 지도밑에 세상

에 없는 초대형방사포

를 개발완성한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여러 

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전투적성능과 신뢰성, 

운용믿음성을 뚜렷이 확증하고 계렬생산

에 들어감으로써 공화국무력의 군사적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위업에 절대충실하고 

조국과 혁명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불가

능에도 도전하여 력사에 없는 기적을 이

루어내는 군수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견

인불발의 증산투쟁을 전개하여 30문의 

초강력주체병기들을 당중앙전원회의에 

드리는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로력적

선물을 마련하였다.

군수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드리는 600㎜초대

형방사포증정식이 12월 31일 당중앙위원

회 본부청사정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증정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증정식장

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강철의 담력, 불면불휴의 

화선령도로 신성한 우리의 자주권과 발

전권을 억만대로 굳건히 수호해나갈 세계

최강의 전략적힘, 절대의 위력을 억척으

로 다져주시고 강군건설의 전성기를 펼

쳐가시는 위대한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

민의 존엄이시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

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참가자들이 

증정식에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군수공업부문

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

하게 주악되였다.

군수로동계급대표가 증정보고를 하였다.

그는 꿈결에도 그리며 우러르던 당중앙

뜨락에서 군수공업력사에 있어본적 없고 

세상이 처음 보는 성대한 무기증정식에 

참가한 커다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면

서 경애하는 김정 은원수님께 군수로동

계급이 당의 강군건설위업을 피와 땀으

로 받들어갈 애국의 일념안고 분기하여 

증산한 초대형방사포들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정중히 증정함을 

삼가 보고드리였다.

그는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무적의 군

사력으로 받들어나갈 전체 군수공업부

문 로동계급의 드팀없는 신념과 충성의 

결의가 담긴 증정서를 김정은원수님께 

정중히 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제시

한 강력한 국방건설구상을 무조건적인 실

천으로 떠받들 불굴의 기개를 안고 분투

하며 혁명무력의 중추를 이룰 핵심타격장

비들의 증정으로 전원회의사업성과를 절

대지지해주고 불굴의 투쟁의지를 더욱 굳

게 하여준 군수로동계급의 진정에 감사를 

표하시고 열정넘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군수로동계급과 절대의 힘

을 지닌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가지고있

는것은 우리 당에 있

어서 제일 큰 자랑중

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

문의 전체 혁명전사

들이 당중앙이 제시

한 웅대한 국방발전

전략의 성과적실행에 

총궐기해 분투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답례연설을 마치시자 

열화같이 분출하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

의 열정이 《만세!》

의 함성으로 터져오

르며 증정식장을 진

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참가자들과 함께 

초대형방사포들을 돌

아보시면서 조선로동

당을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군수로동계급의 투철한 사상정신

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다시금 평가

하시고 충성의 전통과 력사를 이어 혁명

을 위해 계속 헌신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군수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드리는 초대형방사

포증정식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일체로 굳게 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전인민적

대진군을 힘있게 고무하고 조선로동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과 로선을 충성

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들어나갈 영웅적

조선로동계급의 신념의 맹세와 억척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