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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유원지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성산에 길을 닦는 일은 거의다

되여가고있습니다. 그러나 길이나 하나 닦아놓고서는

유원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성산유원지를 인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꾸리며

근로자들을 혁명전통과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대성산은 자랑스럽고도 오랜

력사를 가진곳입니다. 대성산에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묘지가 있고 력사유적들도 많습니다. 대성산에는

고구려시기의 고분만 하여도 천여개나 있는데

그가운데는 벽화가 있는것도 있으며 옛날에 쌓았던

산성자리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고적들은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와 우리 인민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말하여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가는곳마다에서 수많은 고적들을 닥치는대로

마사버렸으며 귀중한 력사유물들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러한 민족적원쑤, 계급적원쑤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때문에 침략자가 얼마나 흉악하고

파렴치하다는것을 잘 모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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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서도 인민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빛나는

문화전통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선조들의 애국주의정신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마스고 간 고적들을 다 복구하며

아직 남아있는 고적들을 발굴하여 복구정비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력사유적들을 다 발굴하고 원상대로 복구하여

우리 민족이 이룩한 우수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줄수 있게 한다면 대성산은 근로자들의 좋은

문화휴식터로 될뿐아니라 인민들을 민족적긍지와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장소로도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대성산유원지 건설공사를 하는

기회에 여기에 있는 고적들을 발굴하고 복구정비하는

사업도 함께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설공사를 한다고 하여 절대로 력사유적을

마사버려서는 안됩니다. 또 그렇다고 하여 고적때문에

반드시 하여야 할 건설공사를 더디게 하거나

하지않아서도 안될것입니다. 고적이 있는곳에 공사를

할 때에는 먼저 고적발굴대 같은것을 조직하여가지고

공사에 앞서 고적들을 발굴하여 고적도 살리고

건설공사도 지장없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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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건설총계획을 바로세우고 공사를 옳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유적발굴사업을

앞세워야 할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한 30명 정도로

전문적인 고적발굴대를 조직하여 과학원에

소속시켜가지고 고적발굴사업을 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부문일군들은 과학자 및 대학학생들과 널리

협의하여 빨리 대성산유원지건설총설계도를 만들어

건설에 달라붙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력사유적을 복구하는 사업은 반드시 복구에 필요한

과학적자료들을 충분히 조사연구한 기초우에서 하여야

합니다. 유적이 없던곳에다 무엇을 새로 만들어놓아도

안되며 본래있던 유적을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복구하여서도 안됩니다. 유적을 발굴하고

복구하는데서도 역시 우리는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먼저 대성산에 있는 고분들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대성산에 있는 고분들을 다 조사하고 발굴하여야 하며

그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을 몇개 골라서 원상대로

복구하여 인민들에게 실물로 보여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덤에는 잔디도 입히고 그 변두리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록음이 우거지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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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들사이로는 거닐수 있는 길도 내고 자그마한

정자도 지어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견학하고 관람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분지대에 자리잡고있는 목장을

빨리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안학궁터도 복구하여야 합니다. 지금 안학궁터에

있는 부락은 궁터밖으로 옮기도록 하고 궁터를 모두

발굴하여 고적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곳에 쌓았던 산성의 성돌들이 아직

남아있는것만큼 종합대학의 력사학부 학생들로써

조사발굴사업을 하여 산성벽도 일부 구간을 복구하고

성문도 원상대로 복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장수봉에 있던 정각도 다시 본래모습대로 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성산성안에 있었다고 하는 옛못도 매우 귀중한

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옛못도 다 찾아내여

복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유원지 같은데 가면

물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성산에 있는

샘터를 많이 찾아내여 물원천을 넉넉히 확보하는것은

이곳에 놀러 오는 근로자들의 편리를 위하여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성산 길닦이를 할 때에 유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유물들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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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성산에 박물관을 짓고 이 일대에서 발굴되는

귀중한 유물들을 전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성산에 유원지를 잘 꾸리려면 집도 적지 않게

지어야 할것입니다. 대성산에 짓는 집은 유적들을 모두

찾아내여 연구한 다음 우리 나라 고대건축기술의 오랜

전통을 살려 고적지대에 어울리게 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원지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 고대건축기술의 우수한 전통도 배울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물론 건설자들의

힘만으로는 힘들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사업도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성산유원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종합대학 학생들이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성산유원지를 잘 꾸리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유적도 옛모습대로 복구해야 하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새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하여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성산유원지 건설은 앞으로도 계속

종합대학이 맡아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대성산유원지건설공사는 종합대학 학생들에게 가장

알맞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다른

유원지건설공사와는 달리 력사유물을 발굴해야 하고

그것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사업도 하고 지질조사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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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만큼 종합적인 과학지식이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부문의 과학을 연구하는

종합대학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잘해나갈수

없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물을 발굴하고

복구하는 사업을 력사학부 학생동무들이 하지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력사유적을 발굴하는 사업은 마땅히

동무들이 하여야 하며 또 그것을 연구한 기초우에서

안학궁터는 어떻게 복구하고 고분과 산성, 성문,

정자들은 어떻게 복구할것인가 하는 계획도 동무들이

세워야 합니다. 지금 몇사람밖에 안되는 고고학자들의

힘만으로는 이 사업을 다 해낼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대성산유적을 연구하여

론문도쓰고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자료들도 써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책상우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더 풍부히 하니 좋고 유원지건설사업에도

이바지하니 또한 좋습니다.

우리는 대성산의 유적들을 발굴하고 복구하며

여기에 새로 동물원과 식물원도 건설하여 세상에

자랑할만한 유원지를 꾸려놓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