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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남측지역방문을 환영하여 문재인대통령이 《평화의
집》에서 만찬을 마련하였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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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과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리수용,
김영철, 최휘, 김여정, 리선권을 비롯한 수행
간부들, 수행원들과 함께 만찬에 초대되시
였다.

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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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남측지역방문을 환영하여
문재인대통령이 만찬을 마련하였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문재인대통령에게 성의껏 만찬을 마련해준데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외교부 장관, 여러 정당 대표들, 력사적인 북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수뇌상봉연고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남측인사들이

문재인대통령내외분들께서는 만찬장앞에서 북남

참가하였다.

인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였다.

《평화의

집》에

리설주녀사를

이어 수뇌분들께서 만찬장에 나오시자 전체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가 따뜻이 맞이하였다.

참가자들은 력사적인 판문점회담을 성공적으

만찬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

로 마치신 두 수뇌분을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

문재인대통령과
분위기속에서

도착하신

김정숙녀사께서는

환담을

나누시며

따뜻한

정을

나누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남측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여러가지
료 리들을, 우리측에서는 옥류관의 평양랭면을
연회상에 올려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
기였다.
만찬은 시종 혈육의 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만찬에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을 축하하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의 공연들이
있었다.

하였다.
만찬에서는 먼저 문재인대통령이 환영연설을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작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애하는 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은 뜨겁게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손을 잡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며 작별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인사를 하시였다.

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문재인대통령과 작별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측인사들의 환송을 받으
시며 《평화의 집》을 떠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

력사적인 판문점상봉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내외분과 함께 《평화의 집》에서 나오시자 북남인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사들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였다.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

와 드팀없는 자주의지의 발현이다.

대통령내외분과 야외에 마련된 초대석에 등단하시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북남

여 남측에서 준비한 환송공연 《하나의 봄》을 관람

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의 화해

하시였다.

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은 공연이 끝난
후 북남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주 소 : 평 양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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