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１０７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２０１８)년 ４월

２９ 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일요일
음력 ３월 １４일

무 소 속 대 변 지

제１９호 【루계

제２４８７호】

자 주 통 일 을

앞 당 기 자 !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만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주체107(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
나오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순간
을 맞이하게 되는 판문점은 긴긴세월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력사의 한복판에서 온갖 풍
운을 맞고보낸 쓰라린 아픔을 화창한 4월의 봄계절
과 더불어 흩날려버리고 분렬사상 있어보지 못한 끝
없는 환희와 희망의 새 기운으로 태동하고있었다.
오전 9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을 인솔하시고 판문각을 나서시여 판문점
분리선앞에 이르시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남측지역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여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
의 집》으로 향하시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첫걸음을 의의깊게
장식한 수뇌분들을 북과 남의 인사들이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문재인대통령이 따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남측 어린이
들이 향기로운 꽃묶음을 드리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국군의장대사열장으로 향하시였다.
전통악대가 선두에서 흥겨운 풍악을 울리며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앞광장에는 군악
대와 륙, 해, 공군의장대, 전통의장대, 전통악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이 사열대에
오르시자 국군의장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으
며 군악대가 환영곡을 연주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국군의장대와 전통의장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영접나온 남측인사들을 소개받으시고 그들과 일일
이 악수를 나누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우리측 간부들과 인사를 하였다.
북과 남의 인사들은 수뇌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과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리수용,
김영철, 리용호, 최휘, 김여정, 리선권, 무력기관

방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문재인대통령이 판문점분리선앞까지
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분리선을
넘 으시여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우리측 지역의
판문각과 남측지역의 《자유의 집》을 배경으
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분리
선을 넘어 우리측 지역에서 다시한번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에로 나가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북과 남을 자유롭
게 오가시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는
모습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호와
경탄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간부들인 리명수, 박영식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남측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
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윤영찬 청와대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참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