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품에 안으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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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지건설장으로부터 동해의 자그마한 수산사업소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새겨가신 자욱들마다에 생겨난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다.
새 조국건설의 바쁘신 나날에도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해
시장까지 돌아보시였고 외진 산골마을의 비탈길도 걸으시며 황금산의 새
력사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나날에는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의 평범한 농가를 찾으시여 농업협동화의 불길을 지펴주시였고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나날이 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도록 해주시기 위해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은 온 나라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일요일과 명절날일수록 더욱 줄기차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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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83(1994)년까지 수많은 일요일과 명절날들을 인민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시였다.
그 하루하루에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감동깊이 새겨져있다.
어느해 일요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사도 미루시고 평안남도 룡강군
옥도리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온
하루 인민들속에 계시였고 밤에는 또 밤대로 그해 당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당
및 국가기관 간부들앞에서 하실 강의 《 우 리
나라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를 집필하시느라 새날이 잡힐 때까지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정녕 위대한 인민적수령의 일요일과 명절날들은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평범한 로동일이였다.
그 나날에는 항일의 혈전만리길에서 젖은 행전을 말리울새 없이
헤쳐가시던 건국의 초행길도 있고 전화의 나날의 새벽길도 있다.
인민을 더 잘살게 하시기 위해 찬눈비를 맞으시며 넘고넘으시던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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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시기였던 주체 83(1994)년 6 월 19 일 평안남도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을
찾으시여 걸으시던 포전길도 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피곤이 있을수 없고 인민의 행복에서 찾는 기쁨은
모든 휴식을 대신할수 있다는것,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류다른
행복관이였다.
이런 위대한 행복관을 지니시고 한생을 불같은 헌신으로 수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의 순간순간은 곧 전진하는 혁명의 한걸음한걸음이였고
높아가는 인민의 행복의 한치한치였다.
온 나라 그 어디에나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식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보살펴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농촌집에 들리시여 가마뚜껑도 열어보시고 새집들이한 살림집에
가시여 방바닥도 짚어보시였으며 공장로동자들의 식당과 합숙에 들리시여서는
국맛도 보아주시고 이불두터이도 가늠해보시면서 인민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기 위하여 끝없는 정과 열을 기울이시였다.
잊지 못할 주체 83(1994)년 7 월 7 일에 새겨진 눈물겨운 사실은 지금도
천만의 가슴을 적셔주고있다.
이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문건에 력사적인 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에는 또 밤대로 휴식없이 사업을 계속하시였다.
식사도 뒤로 미루시며 무리하게 사업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한 일군이 그이께 식사를 좀 드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걸 보면 잠시도 쉴수가 없다고 자애에 넘치신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일군의 가슴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솟구쳤다.
무더운 한여름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80 고령의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사업은 계속되고있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끝없는
로고와 열화같은 헌신의 세계에 사신 인민의 수령이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