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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습 근 평 주 석 과
상 봉 하 시 였 다
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환영의식장소인 인민대회당 북대청에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중화인민공화국 국
기들이 세워져있고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해있었다.
또한 두 나라 국기와 꽃묶음을 든 어린이환
영대렬이 줄지어 서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대청에 들어서시
여 중국의 당과 정부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시며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습근평주석이 사열대에 오르시자 우리 나라
애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
악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주석의 안내
를 받으시며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군, 공
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습근평주석과 함께 어린
이환영대렬앞에 이르시자 어린이들은 두 나라 국
기와 꽃묶음을 높이 흔들며 열렬히 환호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드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19일 오후 5시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
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상봉하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 인민대
회당에 도착하시자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
가 따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주석과 반갑
게 인사를 나누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개월안팎의 짧은 기간에 세번째로 이루어
진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력사적인 상봉은
뿌리깊은 혈연적뉴대로 련결된 조중 두 나라의
형제적친선의 정을 다시금 과시하는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쳐졌다.
습근평주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동지가 바쁘
신 시간을 내시여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주고
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와 함께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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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중 국 공 산 당
중 앙 위 원 회
총 서 기 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

전략적인 협동이 강화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

정의 궤도에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과 중국공산당

에

진행되였으

가 더욱 두터워지고있는 현실을 대단히 만족

하고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였다.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며 론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

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주석사이의 회담이 6월 19일 인민대회당에서

하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보다 긴밀

조선측의 립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

한 친선과 단결, 협조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

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역

켜나갈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할을 발휘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진행되였다.

관하여

유익한

의견교환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국당과 정부가 조미

회담에서는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과 기

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적개최를 위하여 적극적

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력사적인 조미수뇌

이고 진심어린 지지와 훌륭한 방조를 준데 대하여

상봉결과와 그 에 대 한 평 가 와 견 해, 립 장 이

사의를 표하시였다.

호상 통보되 고 조 선 반 도 비 핵 화 해 결전 망 을 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 두 당사이의

습근평주석은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시여 조
선반도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 평화와 안

습근평주석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회담은 동지적이며 허심탄회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