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꽃펴난 다심한 사랑
병사들을 찾아 걷고걸으신 나날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
운 사랑의 일화들로 수놓아져있다.
그 길은 단순히 군력강화를 위해 걸으신 걸음만이 아니였다.
그 길은 우리 병사들을 위해 걸으신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의 길이였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최전연의 고지를 찾으
신 날은 주체 85(1996)년 2 월 어느날이였다.
날씨가 얼마나 맵짰던지 그이께서 고지정점에 오르시였을 때 바람까지
소리를 내며 태질하고있었다.
하건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휘관들에게 적들의 침
략적기도에 대처하여 작전전술들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근무중에 있는 병사들을 만나시였다.
친어버이심정으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
이 입은 솜동복에 주의를 돌리시였다.
두 병사의 솜동복앞섶을 번갈아 쥐여보시며 그 두터이를 가늠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시 안색을 흐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겉을 누비지 않은 솜동복이 겉을 누빈 솜동복보다
좀 나을것이라고, 천이 좀 들더라도 군인들이 춥지 않게 해주자고거듭
하여 일군들에게 당부하시고 밤늦게야 숙소로 돌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운 날씨에 근무를 서고있을 전사들을 생각하시
며 그들에게 미리 지금보다 더 두툼한 솜동복을 해입히지 못한게 가슴
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가슴이 아파서 잠들것 같지 않다고 거듭
되뇌이시였다.

잠시후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해당 부문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
께서는 이제부터는 군인솜동복에 솜을 더 두툼히 넣어주며 바늘구멍으
로 바람이 새는 누빈 솜동복이 아니라 누비지 않은 솜동복을 공급하여
야 하겠다고, 우리 전사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
라고, 우리는 총을 잡고 조국을 지키는 그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
세라 언제나 세심하게 따뜻이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그러자면 모든 일
군들과 지휘관들이 친부모의 뜨거운 사랑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
다.
새날이 밝아오도록 그이께서 계시는 방의 불은 꺼질줄 몰랐다.
피복공장 로동계급은 눈물속에 철야전투를 벌리였다.
그들은 우리 장군님의 사랑에 감동되여 솜동복생산에 자기들의 진정을
바쳤다.
그 모든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라고, 우리 인민이
군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고, 그들은 우리 병사들의 친아버지, 친어머
니이기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준다고 더없이 기뻐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최전연고지우에 감격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병사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따뜻이 스민 솜동복들이 병사들에
게 안겨진것이였다.
새 병사솜동복, 그것은 우리 병사들모두에게 무적의 나래를 달아준 사
랑의 갑옷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