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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떠 세 우 자 !

조 선 로 동 당
위 원 장 이 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단 독 환 담 과
만 찬 을
함 께
하 시 였 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합중국 대통
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단독환
담과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새롭
게 도래한 평화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조미최고수뇌분들의 드높은 열망과 진취적인
노력, 비상한 결단에 의하여 력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윁남 하노이에서 진행
되였다.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력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상봉
을 앞두고 전세계의 이목이 하노이로 집중
되고있는 가운데 현지시간으로 2월 27일
18시 30분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력사적인 두번째 상봉과 단독환담, 만찬이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체류하시는 《멜리
아》호텔앞에는 이 세기적인 만남을 취재하

고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과 하노이
시민들,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인파를 이루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용차를 타시고 경
호차량들의 호위를 받으시며 미합중국 대통령
과의 상봉장소인 《메트로뽈》호텔에 도착하
시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 상봉하시게 될
《메트로뽈》호텔의 《라 베란다》면담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미합중국 국
기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8개
월만에 또다시 상봉하시고 굳은 악수를 나누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지난해 싱가포르수뇌회담과정과 그 이후 여
러차례의 친서교환을 비롯한 계기들을 통하
여 친분이 두터워지신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

는 반갑게 인사하시며 덕담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신과 오해, 적대
적인 눈초리들과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
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깨
버리고 극복하며 다시 마주 걸어 260일만에 하
노이까지 왔으며 이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많
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였다
고 하시면서 이번 회담에서 모두가 반기는 훌
륭한 결과가 만들어질것이라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을 다시 만나
게 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쁘다고 하면
서 우리는 매우 훌륭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이
번 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것이라
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이어 단독환담을
진행하시면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
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단
독환담을 마치신 후 친교만찬을 함께 하시

였다.
우리측에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외무상, 상대측에서 미합중
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백악관 비서실장
대리 미크 말베이니가 참석하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을 모시고 두 나라 인사
들이 원탁에 친근하게 둘러앉아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만찬에서는 싱가포르
수뇌상봉이후 두 나라 관계에서 상당한 진
전을 가져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하노
이수뇌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세계의 관
심과 기대에 맞게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이
며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
고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찬이 끝난 후
트럼프대통령과 작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회담 첫날 일정을 마치시고 숙소인
《멜리아》호텔로 향하시였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