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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친선의 력사는 고결한 혁명적우애와 변함없는 의지의 력

사이다.

오랜 세월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처럼 굳

게 다져진 조중친선의 전통은 두 나라 선대수령들에 의하여 마

련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대전의 나날부터 중국혁명가들과 한전호가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시였으며 새 조선건설시기 중국동북해방작전이 위기에 처

했을 때에는 물심량면으로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내주시였을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후 남먼저 국교관계를 수립하시여 

피로써 맺은 친선의 정을 활짝 꽃피워주시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중국의 모택동주석은 아직 어려운 건국초

기였지만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전선에 보내주어 반제공동전선의 길에서 다져진 동지적의

리와 뜨거운 형제의 정을 다하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격식없이 서로 래왕하

시면서 공동의 번영을 위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며 친분관

계를 두터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모택동동지, 주은래동지를 

비롯한 로세대령도자들사이의 혁명적우의는 그대로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동지와 중국의 령도자들과의 다함없는 신

뢰와 혈연적관계로 이어져 조중친선의 년륜을 더욱 빛나게 새

겨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귀

중히 여기고 발전시켜나가실 의지밑에 여러차례 등소평동지, 

강택민동지, 호금도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령도자들과 상봉하시

면서 나라의 통일과 지역의 안전을 위한 련대성을 강화하시였고 

세기를 이어가시며 변함없이 혁명적의리를 다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 중국을 방문하실 때마다 외교

관계를 초월하여 특례적인 환대로 영접하고 동행한 중국의 로세

대혁명가들과 동지와의 각별한 관계는 조중친선의 력사우

에 숭고한 미담으로 전해지고있다.

중국의 새 세대 령도자들도 조선을 방문하여 두 나라의 리익

과 번영을 위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긴밀히 지지협조하면

서 장구한 기간 공동의 투쟁속에서 맺어진 조중친선을 진심으로 

아끼고 더욱 공고히 하였다.

선대수령들이 애써 마련하고 가꾸어온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현시기 두 당, 두 나라 령도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전략적선택으

로 새로운 높이에서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중친선력사에 특기할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실 웅지를 안으시고 여러차례 중국을 방문하시여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와 호상 관심사로 되고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시였으며 동지적우의와 신뢰의 정을 깊이하시였다.

존경하는 습근평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중국을 방문하실 때마다 최고의 국빈으로 온갖 성의를 다하여 

환대하였으며 중조친선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는것

은 중국당과 정부의 전략적선택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임을 확언

하며 격식과 관례를 초월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뜨거

운 신뢰와 혈연적뉴대를 쌓으시였다.

조중친선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의 정

력적인 활동으로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띠

고있으며 두 나라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정의로운 

새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두 나라 령도자들에 의하여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맺어

지고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본태를 잃지 않은 조중친선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영구불멸할것이다.

 *         *         *

朝中友谊史是高洁的革命情义与坚定不移的意志之历史。

朝中友谊传统是由两国老一辈领袖亲自缔造的，它经受长

年的历史考验，发展成根深蒂固、牢不可破的友谊。

朝鲜人民的伟大领袖金日成主席早从解放祖国的抗日战争

年代就同中国革命家站在一条战壕里，同甘共苦，生死与共；在

新朝鲜建设时期，向中国提供物资上和精神上的无私支援，使中

国能够在东北解放战役中转危为胜；中华人民共和国诞生后，率

先和中国建立外交关系。以鲜血凝成的朝中友谊由此萌芽开花。

中国的毛泽东主席在建国初期派出中国人民志愿军高举

“抗美援朝，保家卫国”旗帜赴朝参战，从而加深了在反帝共

同战线上结成的同志之情与兄弟之义。

金日成主席、毛泽东主席和周恩来总理等两国老一辈领

导人在社会主义建设事业中互相支持，走亲戚似地进行互访，

为共赢共荣而坦诚地交换意见，加强友谊。他们之间的革命友

谊，由朝鲜人民的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和中国领导人继承下

来，提升到真诚信赖的骨肉之情，使朝中友谊年轮发光生辉。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立志代代传承朝中友谊，多次与邓

小平同志、江泽民同志和胡锦涛同志等中国领导人会晤，为争

取国家统一和地区安全而加强两国团结，进入新世纪后继续加

深友谊。

每当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到访时，中国的老一辈革命家

超乎外交惯例，特别地款待并陪同他，他们之间的深情厚谊在

朝中友谊史册上谱写了很多感人的故事。

中国的新一代领导人来访朝鲜，为两国利益与繁荣交换意

见，达成共识，紧密合作，十分重视和进一步巩固了两国在长

期的共同斗争中建立的情义。

由老一辈领导人精心缔造而培养的传统的朝中友谊，如今

由两党两国领导人传承和发展到更高阶段。两国领导人做出重

大战略决策，坚定不移地发展两国关系。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秉承伟大领袖金日成主席

和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的崇高遗志，抱着开创新一代朝中友

谊全盛期的雄心壮志，多次出访中国，与尊敬的习近平同志会

晤，就互相关心的重要问题交换意见，建立深厚的同志情义，

加深信赖。

尊敬的习近平同志每次诚心诚意地欢迎金正恩同志访华，

予以最高国宾待遇，并表明重视和不断继承发展中朝友谊是中

国党和政府的战略抉择和坚定不移的意志，同金正恩同志建立

了真诚信赖和亲密无间的关系。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尊敬的习近平同志共同为

朝中友谊创造新历史、开创鼎盛期，从而给传统的朝中友谊注

入新的生机与活力，并且为两国和东北亚的和平繁荣以及正义

的新世界建设事业做出积极贡献。

由两国领导人在艰苦的斗争烈火中缔造、在历史的飓风中

一直保持了本色的朝中友谊，定将世纪接世纪、一代接一代地

永远传承发展下去。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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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공동전선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在实现反帝共同战线和社会主义事业的斗争中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

이의 위대한 친선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

습니다.   

在艰苦的革命斗争的烈火中，用鲜血凝成并经受

了历史的种种考验的朝中两国人民的伟大友谊，是任

何力量也破坏不了的。 金  日  成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에는 조선공산주의자

들과 인민들의 피가 스며있다. 모 택 동 

在中华人民共和国五星红旗上染有朝鲜共产主义

者和人民的鲜血。 毛  泽  东



반제공동전선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在实现反帝共同战线和社会主义事业的斗争中

6

항일무장투쟁시기 국제련합
군의 전우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抗日武装斗争时期伟大领袖

金日成同志和国际联军战友
们在一起。

원쑤격멸의 싸움에 나선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오른쪽)과 팔로군
(왼쪽)의 전투원들

朝鲜人民革命军队员（右）和
八路军（左）战斗员投入歼敌战斗。

동북군구 부사령원 주보중과 그의 가족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伟大领袖金日成同志接见东北军区副司令员周保中和他的家属，并合影留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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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와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0(1951)년 10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和中国人民志愿军司令员彭德怀同志谈话。 主体40年(1951年) 10月

귀국하는 중국인민지원군 지휘원에게 훈장을 
수여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7(1958)년 3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向回国的中国人民志愿军
指挥员授予勋章。 主体47年(1958年) 3月

협동작전계획을 토의하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지휘관들

朝鲜人民军和中国人民志愿军
指挥员讨论协同作战计划。

귀국하는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를 환송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7(1958)년 10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欢送回国的中国人民志愿军部队。 主体47年(1958年)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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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택동주석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3(1954)년 9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和毛泽东主席举行历史性会晤。 主体43年(1954年) 9月

모택동주석과 따뜻한 
담 화 를  나 누 시 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61(1972)년 8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和
毛泽东主席亲切谈话。  

主体61年(1972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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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방문한 주은래총리와 모란봉 을밀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7(1958)년 2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和访问朝鲜的周恩来总理一起参观牡丹峰乙密台。 主体47年(1958年) 2月

주은래총리와 함께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7(1958)년 2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和周恩来总理受到人民的热烈欢迎。 主体47年(1958年) 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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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7(1958)년 11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抵达中华人民
共和国首都北京。 

主体47年(1958年) 11月

주은래총리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7(1958)년 11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出席周恩来总理
设的宴会。 主体47年(1958年) 11月

전 중국인민지원군 대원의 가정을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7(1958)년 11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访问前中国人民
志愿军队员的家庭。

主体47年(1958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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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소년궁전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7(1958)년 12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访问上海
少年宫。 主体47年(1958年) 12月

주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7(1958)년 11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和中共中央副主席
朱德同志进行谈话。主体47年(1958年) 11月

송경령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인사를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7(1958)년 12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与中华人民共和国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副委员长
宋庆龄同志会晤。 主体47年(1958年)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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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소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52(1963)년 9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
和中华人民共和国主席
刘少奇同志进行谈话。  

主体52年(1963年) 9月

등영초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
장과 함께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에 건립된 주은래총리의 동상
과 기념비제막행사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68(1979)년 5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同中华人
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
务委员会副委员长邓颖超同志
一道出席建立在兴南化肥联合
企业的周恩来总理铜像与纪念
碑揭幕仪式。  

主体68年(1979年) 5月

상해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47(1958)년 12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受到
上海市民的热烈欢迎。  

主体47年(1958年)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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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남경시 력사유적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64(1975)년 4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受到市民的欢迎参观南京市历史遗迹。 主体64年(1975年) 4月

중조친선홍성인민공사를 방문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64(1975)년 4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访问中朝友好红星人民公社。 主体64年(1975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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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하시여 등소평 중국공산당 중앙고문위원회 주임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76(1987)년 5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访问中国同中国共产党中央顾问委员会主任邓小平同志谈话。 主体76年(1987年) 5月

조선을 방문한 등소평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총리와 상봉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67(1978)년 9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
与访问朝鲜的中华人民
共和国国务院副总理
邓小平同志会晤。  

主体67年(1978年) 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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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방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함께 섬서성의 
화청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71(1982)년 9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由中共中央总书记胡耀邦同志
陪同参观陕西省华清池。 主体71年(1982年) 9月

조선을 방문한 호요방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73(1984)년 5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同访问朝鲜的中共中央总书记胡耀邦同志谈话。  
                                           主体73年(1984年) 5月

베이징역에 도착하시여 중국 지도간부들의 
영접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71(1982)년 9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抵达北京站受到中国
领导干部的迎接。 主体71年(1982年) 9月



반제공동전선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在实现反帝共同战线和社会主义事业的斗争中

26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돐기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에 온 리선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69(1980)년 10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会见为出席朝鲜劳动党第6次代表大会和建党35周年纪念庆祝活动而前来访问朝鲜的中共中央副主席李先念同志。  
                                                                                                         主体69年(1980年) 10月

조선을 방문한 리선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올리는 선물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75(1986)년 10월

访问朝鲜的中华人民共和国李先念主席向伟大领袖金日成同志赠送礼品。
                                              主体75年(1986年) 10月

습중훈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71(1982)년 10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会见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副委员长习仲勋同志。 主体71年(1982年)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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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비행장에서 강택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맞이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79(1990)년 3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在平壤机场迎接中共中央总书记江泽民同志。 主体79年(1990年) 3月

중국어린이로부터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80(1991)년 10월

中国儿童向伟大领袖金日成同志敬献花束。 主体80年(1991年) 10月

강택민총서기와 함께 양주시의 력사문화유적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80(1991)년 10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由江泽民总书记陪同参观
扬州市历史文化遗迹。 主体80年(1991年) 10月

강택민총서기와 함께 양주시 교외에 있는 수서호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80(1991)년 10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由江泽民总书记陪同参观扬州市郊外瘦西湖。    
                                          主体80年(1991年) 10月



반제공동전선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在实现反帝共同战线和社会主义事业的斗争中

30

양상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부터 탄생일을 맞으시며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81(1992)년 4월

中华人民共和国杨尚昆主席热烈祝贺金日成主席华诞。 主体81年(1992年) 4月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82(1993)년 7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会见中华人民共和国党政代表团。
                              主体82年(1993年) 7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이 올리는 선물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83(1994)년 2월

中共中央对外联络部部长向伟大领袖金日成同志赠送礼品。  
                                  主体83年(1994年) 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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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81(1992)년 4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和中国抗日革命烈士张蔚华子女在一起。 主体81年(1992年) 4月

채세영의 부인인 호진일일행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83(1994)년 5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接见柴世荣夫人胡真一一行。
                         主体83年(1994年) 5月

풍중운가족일행이 올리는 선물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81(1992)년 4월 

冯仲云家属一行向伟大领袖金日成同志赠送礼品。  
主体81年(1992年) 4月

진뢰부부를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81(1992)년 4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接见陈雷夫妻，合影留念。   
                     主体81年(1992年) 4月

상월선생의 딸 상효원의 가족일행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수령 동지 주체81(1992)년 4월

伟大领袖金日成同志与尚钺先生的女儿尚晓媛
家属一行合影留念。 主体81年(1992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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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중친선은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강화발전될것입니다.
  

经受了历史的种种考验的朝中友谊，将在我们

两党、两国和两国人民的共同努力下不断得到加强

和发展。 
金 正 日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시대

가 우리에게 맡겨준 성스러운 사명입니다. 

호 금 도

巩固和发展中朝友好合作关系是时代赋予我们

的神圣使命。
胡 锦 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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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을  방 문 하 시 여 
어린이로부터 향기그윽한 
꽃 다 발 을  받 으 시 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72(1983)년 6월

中国儿童向访问中国的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
敬献花束。

主体72年(1983年) 6月

등소평 중국공산당 중앙고문위원회 주임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72(1983)년 6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和中共中央顾问委员会主任邓小平同志亲切谈话。  
                                           主体72年(1983年) 6月

등영초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과 인사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72(1983)년 6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
委员会主席邓颖超同志互致问候。 主体72年(1983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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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하시여 영접나온 습중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와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72(1983)년 6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访华同到场迎接的中共中央书记处书记习仲勋同志会晤。  
                                                      主体72年(1983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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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항주시 서호인민공사 
쌍봉차잎생산대를 방문하신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72(1983)년 6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访问
浙江省杭州市西湖人民公社
双峰茶叶生产队。  

主体72年(1983年) 6月

상해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72(1983)년 6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受到上海市民的
热烈欢送。 主体72年(1983年) 6月

조선을 방문한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과 함께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72(1983)년 9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与访问朝鲜的中国党政代表团一起参观元山荣军塑料日用品厂。 主体72年(1983年) 9月



전통적인 친선의 뉴대를 공고히 하며

巩固传统的友谊纽带

42

조선을 방문한 양상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을 영접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77(1988)년 9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迎接前来访问朝鲜的中华人民共和国杨尚昆主席。 主体77年(1988年) 9月   

평양비행장에서 강택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함께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0(2001)년 9월

中华人民共和国江泽民主席由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陪同，在平壤机场检阅朝鲜人民军陆海空三军仪仗队。 主体90年(2001年) 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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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낚시터국빈관에 도착하신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3(2004)년 4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受到北京市民的
热烈欢迎，抵达钓鱼台国宾馆。  
                    主体93年(2004年) 4月

환영연회에서 호금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축배를 드시며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3(2004)년 4월

在欢迎宴会上，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和中华
人民共和国胡锦涛主席举杯祝酒，亲切谈话。

主体93年(2004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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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택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
사위원회 주석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3(2004)년 4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会见
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
主席江泽民同志。  

主体93年(2004年) 4月

오방국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3(2004)년 4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会见中华人民
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委员长吴邦国同志。 主体93年(2004年) 4月

 

온가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3(2004)년 4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会见中华人民
共和国国务院总理温家宝同志。  

主体93年(2004年) 4月

가경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3(2004)년 4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会见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
委员会主席贾庆林同志。  

主体93年(2004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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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비행장에서 호금도 중
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상
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4(2005)년 10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在
平壤机场同中华人民共和国
胡锦涛主席会晤。  

主体94年(2005年) 10月 호금도주석과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4(2005)년 10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和胡锦涛主席在融洽友好的气氛中进行谈话。 主体94年(2005年)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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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호금도주석과 회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5(2006)년 1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和胡锦涛主席
在北京举行会谈。 主体95年(2006年) 1月

호금도주석과 함께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를 참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5(2006)년 1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在胡锦涛主席的陪同下，参观中国
农业科学院作物科学研究所。 主体95年(2006年) 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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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방문한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7(2008)년 6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会见访问朝鲜的中华人民共和国副主席习近平同志。 主体97年(2008年) 6月

 

호금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특사를 접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8(2009)년 9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会见中华人民共和国胡锦涛主席的特使。  
                                   主体98年(2009年) 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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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친선의 해》를 맞으며 조선을 방문한 왕가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으로부터 
호금도주석의 친서를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8(2009)년 1월

迎接“朝中友好年”，访问朝鲜的中共中央对外联络部王家瑞部长

向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转达胡锦涛主席的亲笔信。 主体98年(2009年) 1月

주체98(2009)년 3월 베이징시 국가대극원 가극극장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중친선의 해》개막행사

主体98年(2009年) 3月，“朝中友好年”开幕典礼在北京市国家大剧院歌剧剧场隆重举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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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방문한 온가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의 숙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8(2009)년 10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登门拜访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总理温家宝同志。
                                          主体98年(2009年) 10月

온가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로부터 선물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8(2009)년 10월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总理温家宝同志向伟大领导者

金正日同志赠送礼品。 主体98年(2009年) 10月

대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9(2010)년 12월

中华人民共和国国务委员戴秉国同志向伟大领导者

金正日同志赠送礼品。 主体99年(2010年) 12月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장일행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8(2009)년 11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会见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长一行。 主体98年(2009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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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육문중학교를 방문하시여 친필을 남기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99(2010)년 8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访问吉林毓文中学题字留念。 主体99年(2010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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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100(2011)년 5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与中共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晤。 主体100年(2011年) 5月

베이징 교외에 있는 신주디지탈공사를 참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100(2011)년 5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参观北京郊外神州
数码控股有限公司。 主体100年(2011年) 5月

중국을 방문하시여 호금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100(2011)년 5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
访问中国同中华人民共和国
胡锦涛主席会晤。  

主体100年(2011年) 5月

동북과 화동지역의 여러 생산단위들을 참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 
주체100(2011)년 5월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参观东北和华东地区多个生产单位。 主体100年(2011年)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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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중 친 선 을  새 로 운  높 이 에 서

朝 中 友 谊 更 上 一 层 楼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위업
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력사
의 온갖 돌풍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遵循老一辈领导人的崇高意旨，把在实现社
会主义事业的神圣的共同斗争中建立并在历史的
种种狂风中依然保持本色的朝中友好关系加强和
发展到新的更高阶段，这是我们党和政府坚定不
移的立场。 金 正 恩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으로
서 세상에 유일무이한것이며 뿌리깊고 잎이 우거
진 나무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줄기처럼 우리 
두 당과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있
습니다. 습 근 평

中朝传统友谊是鲜血凝成的友谊，在世界上
是独一无二的，就像根深叶茂的大树和永不枯竭
的甘泉，造福着我们两党两国和两国人民。                                                  

习 近 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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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성흥혁명사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2(2013)년 7월

在祖国解放战争胜利60周年之际，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视察
中国人民志愿军司令部旧址——盛兴革命史迹地。 主体102年(2013年) 7月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2(2013)년 7월

在祖国解放战争胜利60周年之际，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参谒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 主体102年(2013年) 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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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방문한 중국공산당 대외련락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대외련락부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1(2012)년 8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会见访问朝鲜的中共对外联络部代表团并接受对外联络部部长赠送的礼品。     
                                                                      主体101年(2012年) 8月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1(2012)년 11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会见中国共产党代表团。 主体101年(2012年) 11月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리원조부주석이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2(2013)년 7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会见为参加祖国解放战争胜利60周年庆祝活动而前来访问朝鲜的
中华人民共和国代表团，接受李源潮副主席精心准备的礼品。 主体102年(2013年) 7月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한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4(2015)년 10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会见在朝鲜劳动党建党70周年之际
访问朝鲜的中国共产党代表团。 主体104年(2015年)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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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3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李雪主女士抵达中华人民共和国首都北京。 主体107年(2018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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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하시여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 

주체107(2018)년 3월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同志访问中国
同中华人民共和国习近平主席举行历史性会晤。 主体107年(2018年)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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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
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                                              주체107(2018)년 3월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同志和中华人民共和国
习近平主席一起受到中国人民解放军陆海空三军仪仗队队长的迎接报告。                                        

主体107年(2018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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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  

주체107(2018)년 3월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同志
出席中华人民共和国习近平主席设的宴会。  

主体107年(2018年) 3月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회담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 주체107(2018)년 3월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同志和中华人民共和国习近平主席举行会谈。 主体107年(2018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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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와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3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李雪主女士同习近平主席和彭丽媛女士在家庭气氛中进行谈话。 主体107年(2018年) 3月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로부터 중국의 차문화에 대하여 소개받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3월

习近平主席和彭丽媛女士向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李雪主女士介绍中国的茶艺文化。 主体107年(2018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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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국빈관 양원재에서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가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3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李雪主女士出席习近平主席和彭丽媛女士在钓鱼台国宾馆养源斋举行的午餐。  
                                                                                  主体107年(2018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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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공 산 당  중 앙 위 원 회 
대외련락부장을 접견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7(2018)년 4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
会见中共中央对外联络部部长。  

主体107年(2018年) 4月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 교 부 장 을  접 견 하 시 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7(2018)년 5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会见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国务委员兼
外交部长。 主体107年(2018年)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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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국제비행장에서 중국의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의 영접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7(2018)년 5월

中国党政领导干部在大连国际机场迎接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 
                                              主体107年(2018年)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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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회담하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 주체107(2018)년 5월

朝鲜劳动党委员长、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同志
同中共中央总书记、中华人民共和国主席习近平同志举行会谈。 主体107年(2018年)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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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주석과 해변가를 거니시며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7(2018)년 5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习近平主席在海边
漫步休闲，亲切谈话。 主体107年(2018年)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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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도빈관 청도각에서 습근평주석이 마련한 오찬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7(2018)년 5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出席习近平主席
在棒棰岛宾馆青岛阁举办的午餐。 
                      主体107年(2018年)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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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수도국제비행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
李雪主女士抵达北京首都国际机场。  

主体107年(2018年) 6月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와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李雪主女士与习近平主席和
彭丽媛女士一起合影留念。 主体107年(2018年) 6月

인민대회당에서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와 상봉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李雪主女士在人民大会堂同习近平主席和彭丽媛女士会晤。 主体107年(2018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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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주석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
习近平主席检阅中国人民解放军陆海
空三军仪仗队。 主体107年(2018年) 6月

습근평주석의 안내를 받으시며 환영의식장소로 향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在习近平主席的陪同下走向欢迎仪式场所。 主体107年(2018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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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회담하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 주체107(2018)년 6월

朝鲜劳动党委员长、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同志同中共
中央总书记、中华人民共和国主席习近平同志举行会谈。 主体107年(2018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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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李雪主女士祝贺中国艺术
人员的演出圆满成功并合影留念。 主体107年(2018年) 6月

습근평주석이 마련한 성대한 연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李雪主女士
出席习近平主席举行的盛宴。 主体107年(2018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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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 
기 술 혁 신 원 을  참 관 하 시 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
参观中国农业科学院国家农业科
技创新园。 主体107年(2018年) 6月

베이징시궤도교통지휘쎈터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
参观北京市轨道交通指挥中心。 

主体107年(2018年) 6月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와 낚시터국빈관에서 또다시 상봉하시여 신뢰의 정을 두터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李雪主女士在钓鱼台国宾馆同习近平主席和彭丽媛女士再次会晤，加深信赖之情。  主体107年(2018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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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와 함께 오찬을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李雪主女士
同习近平主席和彭丽媛女士一起共进午餐。 

主体107年(2018年) 6月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 주체48(1959)년 10월 2일 
낚시터국빈관구내에 심으신 가문비나무앞에서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설주녀사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和李雪主女士、习近平主席和

彭丽媛女士以金日成主席于主体48年（1959年）10月2日
在钓鱼台国宾馆区内亲自栽种的青葱云杉为背景合影留念。  

主体107年(2018年) 6月

습근평주석과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며 뜨거운 작별인사를 나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주체107(2018)년 6월

敬爱的最高领导者金正恩同志同习近平主席相约再会并话别。 主体107年(2018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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