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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제１３기 제１차회의에서 한 토론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공세작전을 완강하게

내밀어 농업부문에서 대비약,대혁신을 일으키겠다

리철만대의원

 

선군조선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１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저는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국가예산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올해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합니다.

지난해 당에서는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의 령도를 받들고 농업부문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와 탈곡을 비롯한 모든 농사일을 완강하게 내밀

었습니다.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불리한 기상조건에서도 모를 튼튼히 키워냈으며 평양시와 강원도,자강도,함경남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국가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저를 비롯한 농업부문 일군들이 농사작전과 지휘를 바로하지 못하여 나라의 긴장한 식량문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였습니다.

농업부문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결함을 없애고 질좋은 종자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지 못하였으며 큰물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
우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농업부문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을 높이 받들고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여야 할 전
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옳게 실시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최대한 높임으로써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

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다수확우량품종의 종자를 협동농장들에 더 많이 보내주며 적지적작,적기적작의 원칙에 맞게 논벼와 강냉이재배면적을 최대한 늘
이며 선진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겠습니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힘을 집중하고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모든 작업반들에서 비육

분조들을 활성화하고 축산과 농산,과수,양어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관개구조물수리보수를 제때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농업전선의 지휘관답게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총궐기,총돌격시키기 위한 공세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완강하게 내
밀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