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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6일 

당대회방청자들과 당 제8차대회장을 배경

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환 영 곡 이  울 리 는  가 운 데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으로 우리 당과 

혁명의 옳바른 전진방향을 밝혀주시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활로를 펼쳐주신 

총비서동지께 최상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를 

계기로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새로이 가다듬고 앞으로의 실천투쟁에서 

혁혁한 성과를 달성할 드높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대회방청자들이 

대표자들과 함께 당 제8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전구마다에서 혁명의 

불씨가 되고 전진의 기수, 선구자가 되리

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 제8차대회의 기본

사상, 기본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견인불

발, 헌신분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열의에 충만

되여있었다.

본사기자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방청자들과 력사적인 

당대회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월 18일 

새로 선거된 제8기 당중앙지도

기관 성원들을 당대회장에서 만나

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

시였다.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행로에서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당중앙지도기관 

성원의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중임을 맡겨주시고 력사적인 

당대회장에 불러주시여 크나큰 

사랑과 동지적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열화와 같은 흠모와 

충성의 마음이 장내에 뜨겁게 

굽이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주체

혁명위업을 향도하는 불패의 당

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으로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를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

속에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제8기 

지도기관 성원들로 선거된 그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의 핵심중의 핵심인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당의 튼튼한 단결과 존엄

높은 령도적권위를 위하여, 투쟁

강령의 빛나는 실행과 승리를 

위하여 보다 책임적으로 분투

할것을 기대하는 전체 당원

들의 거대한 신임을 순간도 잊지 

말고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 는  원 수 님 께 서 는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숭고한 

리념을 뼈속깊이 새기고 인민

대중제일주의에 무한히 충실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서의 책임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새로  선거된  당 중앙지도

기관  성원들 은  경애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영광과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원수님의 위대한 령도

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 로  선 거 된  제 8 기  당 중 앙 지 도 기 관

성 원 들 과  기 념 사 진 을  찍 으 시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