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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성대히 진행

훈련은 인민군대의 주업이며 훈련이자

싸움준비이라고 하시면서 전시에는 싸움

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지만 평시에는

훈련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고 애국자이

라고 하시였다.

우리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훈련에서

형식주의,고정격식화,멋따기를 철저히

배격하고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강도높은 훈련을 생활화,습성화,체질화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민족의 운명을 걸고

훈련혁명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본 대회에 《훈련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만들자!》

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훈련혁명의 목표는 훈련의 질을 결정적

으로 높여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

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으로 준비시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기본과업은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현대전

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내용과 형식,

방법을 혁신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적들과의 대결은 물리적힘의 대결이기

전에 사상과 신념,도덕의 대결이며 정치

사상적,도덕적우월성은 혁명군대의 최강

의 무기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수령,조국

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영웅적전투

정신은 숭고한 사상과 혁명적도덕의리에

그 바탕을 두고있으며 인민군대에서는 

훈련에서도 정치사상강군화,도덕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훈련을 작전전투

훈련에 앞세우며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을

싸움군으로 키우기 전에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서고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지닌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훈련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

혁명수행에서 중심고리는 훈련을 실전화,

과학화,현대화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실전훈련

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종자를 바로쥐고

훈련설계부터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현대전의 양상에 맞게 훈련

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많이 조직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현대전은 지휘관들의 머리싸움이라고

하시면서 지휘관,참모부일군들에게 론리

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능력과 드센 담력과

배짱을 키워주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그 어떤 험산준령과

강하천도 단숨에 극복할수 있는 높은 

행군능력과 수영능력을 소유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을

과학화하는데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주체의 군사훈련학을 과학

리론적으로 정립하고 모든 지휘관들과 

훈련일군들이 그에 완전히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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