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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력사적인 첫 상봉과
회 담 을
위 하 여
평 양 을
출 발 하 시 였 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조선인민군

최고령도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송나온 조선로동당
및 정부지도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중국전
용기에 오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개최

조선로동당 및 정부지도간부들은 경애하는

되는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10일

원수님께서 조미 두 나라사이의 첫 수뇌상봉과

오전 중국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회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고 부디 안녕히

경애하는 원수님을 환송하는 의식이 평양국제

돌아오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비행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시여
따뜻한

영접나온
인사를

본사기자

싱가포르정부간부들과

나누시고

숙소인

레지스호텔로 향하시였다.
본사기자

쎄인트

싱가포르공화국에 도착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

이 캉, 외무성 상임비서 치 위 켱, 외무성 동북아

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시아총국장 에리크 테오가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10일 오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후 싱가포르공화국에 도착하시였다.

타신 중국전용기가 싱가포르 창이국제비행장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착륙하였다.

공화국 외무상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교육상 옹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용기에서

내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
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력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 럼 프 대통 령 은 조 선 민 주 주 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언 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
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
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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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
을 확약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확약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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