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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본 자료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동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2.  김정일 동향은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3.  로동신문에 발생일자가 없는 경우 보도일자만  

표기하였습니다.

4.  동행인은 보도매체 발표 그대로 기명하였습니다.

5. 동명이인의 경우에 A, B로 표기하였습니다.



김정일 건강이상 문제의 부각 이후 북한내부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

며, 북한최고지도자의 건강상태는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인식

되고 있다. 아울러 후계체제에 대해서도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최고권력의 변화는 북핵문제의 향

방과 한반도 평화, 나아가 통일의 전망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폐쇄성은 오랫동안 북한내부상황

에 대한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들이었다. 다양한 분석기법의 발전 

및 과거에 비해 늘어난 정보에도 불구하고 북한내부의 심층적 부분, 특히 최고

권력과 관련된 상황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권력층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객

관적 자료의 확보 및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자료집의 출간은 이와 같은 노력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자료집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후부터 2008년까지 김정일 현지지도 동

향 및 수행인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및 관련 통계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정보 및 자료가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권력층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자료집이 북한권력층 변화의 분석 및 전망에 

있어 의미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09년 10월

통일연구원장  서 재 진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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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9

1994
발생일자 7월 13일

보도일자 7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평양시 김일성 영구 찾아 애도

발생일자 7월 14일

보도일자 7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 조문차 방북한 교포들 접견 

동행인  이종옥,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최태복, 양형섭,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김  환, 전문섭

발생일자 7월 17일

보도일자 7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을 조문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과 해외동포들 접견

발생일자 7월 19일

보도일자 7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의 영결식 참석

동행인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김성애,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히, 김용순, 김  환, 

김복신, 김창주,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유미영

발생일자 7월 20일

보도일자 7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의 추도대회 참석

동행인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김성애,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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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형, 연형묵, 이을설, 최인덕, 백학림,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히, 김용순, 김  환, 김복신, 김창주,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유미영

발생일자 7월 20일

보도일자 7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이탈리아 장카를로 엘리아 발로리 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접견

동행인  김용순

발생일자 7월 20일

보도일자 7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항일혁명투쟁연고자 진뢰부부 접견

동행인  강석숭

발생일자 8월 19일

보도일자 조선중앙년감 1995

장소 로동신문사를 현지지도

발생일자 10월 16일

보도일자 10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 참석

동행인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김성애,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이을설, 백학림, 김봉률, 김광진, 김익현,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히, 김용순, 김  환, 김복신, 김창주,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유미영

발생일자 10월 29일

보도일자 10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단군릉 시찰

동행인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보도일자 11월 2일 로동신문

장소 대동강 청류다리 시찰

동행인  계응태, 한성룡,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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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석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1

강성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무원 총리 3

계응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5

공진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무원 부총리 3

김광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6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6

김병식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주석 3

김복신 최고인민회의 의원, 정무원 부총리 3

김봉률 조선인민군 차수 1

김성애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3

김영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무원 부총리, 외교부 부장 4

김영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3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5

김윤혁 정무원 부총리 3

김익현 조선인민군 차수 1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4

김창주 정무원 부총리 3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3

김  환 정무원 부총리 4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평양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3

박성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3

백학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법제위 위원장 2

서관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3

서윤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평안남도당 책임비서, 평안남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

2

양형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4

v표 1v 1994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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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당 책임비서, 자강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

2

오진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3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3

윤기복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3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2

이종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4

장  철 정무원 부총리 3

전문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대장 4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3

최  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군사위
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4

최영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3

최인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

최태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6

한성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4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3

홍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부총리 3

황장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비서 3

TOTAL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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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그림 1v 1994년 인명별 빈도 통계

최인덕

김익현

김봉률

김광진

강석숭

이을설

연형묵

서윤석

백학림

황장엽

홍성남

홍석형

최영림

전병호

장  철

윤기복

유미영

오진우

서관히

박성철

박남기

김철만

김창주

김윤혁

김영주

김성애

김복신

김병식

공진태

강성산

한성룡

최  광

전문섭

이종옥

양형섭

김  환

김중린

김영남

김용순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0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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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발생일자 1월 1일

보도일자 1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14군부대 방문

발생일자 1월 28일

보도일자 1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제9차 선동원대회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오진우, 최  광, 이을설, 김광진, 김봉률, 이봉원, 박재경

발생일자 1월 28일

보도일자 1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예술인들이 출연한 무용조곡 공연 관람

동행인  최  광, 김광진, 김봉률, 이봉원, 박재경

발생일자 2월 5일

보도일자 2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91군부대 여성해안포중대 시찰

발생일자 2월 6일

보도일자 2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2월 24일

보도일자 2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병문안

동행인  최  광, 계응태, 김기남, 김국태, 이봉원, 김명국, 박재경

발생일자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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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오진우 빈소 조문

동행인  최  광, 이을설, 백학림, 김광진, 김봉률, 이하일, 조명록, 김일철, 박기서,  

이봉원, 김명국

발생일자 3월 1일

보도일자 3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오진우 영결식 참가

동행인  박성철,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최영림, 양형섭, 

이을설, 김광진, 김봉률, 백학림,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서관히, 전문섭

발생일자 3월 5일

보도일자 3월 6일 로동신문

장소 평양체육관에서 집단체조 관람

동행인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이을설, 이하일, 이봉원, 김명국, 

김하규, 박재경, 박명철

발생일자 3월 17일

보도일자 3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최  광, 이을설, 김광진, 김봉률, 백학림, 이하일, 조명록, 김일철, 박기서,  

이봉원, 김명국, 박재경

보도일자 3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2.8문화회관에서 조선인민군협주단 공연 관람

동행인  최  광, 김광진, 이하일, 이봉원, 김명국,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017군부대 방문

발생일자 4월 28일

보도일자 4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국가과학원 현지지도(조종기계연구소, 집적회로중간시험공장 등)

동행인  계응태, 전병호,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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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6월 15일

보도일자 6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53군부대 방문

발생일자 7월 7일

보도일자 7월 8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사망 1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

동행인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김성애,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이을설, 

백학림, 김광진, 김익현,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히, 김용순, 

김  환, 김복신, 김창주,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유미영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개관식 참석

동행인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김성애,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이을설, 

백학림, 김광진, 김익현,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히, 김용순, 

김  환, 김복신, 김창주,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유미영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9일 로동신문

장소 당,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 항일혁명투사들과 기념촬영

발생일자 7월 18일

보도일자 7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최  광, 이을설, 이봉원, 김명국, 김두남, 박재경

발생일자 8월 6일

보도일자 8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훈련일군회의 참가자 접견

동행인  최  광, 김광진, 이하일, 이봉원, 김명국, 오룡방, 김정각, 김하규,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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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8월 28일

보도일자 8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여성해상훈련 지도(장거리해상기동훈련, 잠수훈련 등)

발생일자 9월 13일

보도일자 9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93군부대 민경초소 시찰

발생일자 10월 5일

보도일자 10월 6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김기남

발생일자 10월 5일

보도일자 10월 6일 로동신문

장소 당창건 50주년 기념탑 시찰

동행인  김기남

발생일자 10월 9일

보도일자 10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청류다리, 금릉2동굴 개통식 참석

동행인  최  광, 계응태, 서윤석, 김철만, 연형묵, 이을설, 김광진, 이하일, 백학림, 

조명록, 김영춘, 김기남, 박기서, 김명국

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당창건 50돌 경축열병식 및 군중시위 참관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강성산, 최  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이두익, 김광진, 김익현, 조명록, 이하일, 김영춘,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히, 김용순, 김복신, 김창주,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김병식, 유미영, 이인모

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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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강성산, 최  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김광진, 김익현, 조명록, 이하일, 김영춘,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히, 김용순, 김  환, 김복신,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김병식, 유미영

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집단체조 관람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강성산, 최  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이두익, 김광진, 김익현, 조명록, 이하일, 김영춘,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히, 김용순, 김복신,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김병식, 유미영, 이인모

발생일자 10월 11일

보도일자 10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로동당창건 50돌 경축대표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강성산, 최  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발생일자 10월 11일

보도일자 10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대열 성원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강성산, 최  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발생일자 10월 12일

보도일자 10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평양-향산 관광도로 개통식 참석

동행인  최  광, 계응태, 전병호, 서윤석, 최태복, 연형묵, 이을설, 김광진, 김영춘, 

조명록, 백학림, 이하일,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김명국, 박기서

발생일자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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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0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당창건 50돌관련 조총련 축하단, 대표단 접견

동행인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최용해

발생일자 11월 18일

보도일자 11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로동신문사 일군들, 기자, 편집원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김기남

발생일자 11월 18일

보도일자 11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일군들, 방송원, 기자, 편집원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김기남

발생일자 11월 18일

보도일자 11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전국사회안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계응태, 백학림

발생일자 11월 18일

보도일자 11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사법검찰일군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계응태

발생일자 12월 24일

보도일자 12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광진, 이하일

발생일자 12월 25일

보도일자 12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정치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 교직원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최  광, 조명록, 김영춘, 김명국, 현철해, 김정각,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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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성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무원 총리 7

계응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4

공진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무원 부총리 5

김광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5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1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6

김두남 조선인민군 대장 1

김명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10

김병식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주석 5

김복신 최고인민회의 의원, 정무원 부총리 5

김봉률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5

김성애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2

김영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무원 부총리, 외교부 부장 8

김영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7

김영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7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8

김윤혁 정무원 부총리 5

김익현 조선인민군 차수 5

김일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2

김정각 조선인민군 상장 2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7

김창주 정무원 부총리 3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6

김하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상장 3

김  환 정무원 부총리 3

박기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4

v표 2v 1995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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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평양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5

박명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1

박성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8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상장 9

백학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법제위 위원장 11

서관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6

서윤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평안남도당 책임비서, 평안남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

7

양형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6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당 책임비서, 자강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

5

오룡방 조선인민군 대장 1

오진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1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5

윤기복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5

이두익 조선인민군 차수 2

이봉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9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3

이인모 전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2

이종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7

이하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11

장  철 정무원 부총리 5

전문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대장 6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0

조명록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9

최  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군사위
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19

최영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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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최용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사로청 중앙위원회 위원장 1

최태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0

한성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8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1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5

홍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부총리 5

황장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비서 5

TOTAL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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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그림 2v 1995년 인명별 빈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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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발생일자 1월 19일

보도일자 1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일군들과 모범적인 동맹원들 접견 및 기념촬영

동행인  최  광, 최태복, 이을설, 조명록, 백학림, 김기남, 김중린, 최용해

발생일자 1월 20일

보도일자 1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체육선수들과 지휘성원들 접견 및 기념촬영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월 22일

보도일자 1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용순, 최용해

발생일자 2월 18일

보도일자 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2월 19일

보도일자 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집단체조 관람

동행인  최  광, 계응태, 최태복,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김광진, 이하일,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박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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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2월 20일

보도일자 2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방문

동행인  이을설, 조명록, 김광진, 이하일

발생일자 2월 27일

보도일자 3월 1일 로동신문

장소 동부전선 351고지 지키는 조선인민군 군부대 현지지도

동행인  이하일, 김명국, 전재선, 박재경, 이진행

발생일자 2월 29일

보도일자 3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36비행군부대 현지지도

동행인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오금철

발생일자 3월 5일

보도일자 3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군악단 창립 50돌 연주회 관람

동행인  조명록,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발생일자 3월 5일

보도일자 3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청년협주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기남, 김중린, 최용해

발생일자 3월 15일

보도일자 3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경희극 관람

동행인  조명록,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박재경,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3월 16일

보도일자 3월 18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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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경기용총탄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조명록, 이하일, 김기남, 김용순, 채문덕

발생일자 3월 18일

보도일자 3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전선서부 대덕산초소 지키는 조선인민군 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3월 20일

보도일자 3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전선중부 오성산일대 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박재경, 오금철

발생일자 3월 20일

보도일자 3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12부대의 혁명사적지 시찰

동행인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박재경, 오금철

발생일자 4월 2일

보도일자 4월 5일 로동신문

장소 4.25국방체육선수단 현지지도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 조명록,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4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용문대굴 방문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전선서부 대연합부대 지휘부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광진, 이하일, 김하규, 현철해, 김정각,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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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6월 5일 로동신문

장소 동해안일대 방어 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6월 6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북도 칠보산 방문

동행인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발생일자 6월 10일

보도일자 6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안변청년발전소 시찰

동행인  계응태,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6월 11일

보도일자 6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853군부대 방문

동행인  계응태, 김기남, 김용순, 현철해, 김명국,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6월 24일

보도일자 6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남도 영원발전소 시찰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발생일자 6월 24일

보도일자 6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70군부대 후방기지 시찰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윤정린, 최성수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사망 2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최  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홍성남, 최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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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최  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홍성남, 최영림

발생일자 7월 9일

보도일자 7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 당원돌격대원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강석숭, 김태호,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보도일자 7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 조명록, 김영춘

발생일자 9월 15일

보도일자 9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안변청년발전소 시찰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조명록, 김영춘

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당창건 51돌 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발생일자 10월 14일

보도일자 10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최  광,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정창렬, 박재경, 안피득, 

계응태, 한성룡,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10월 14일

보도일자 10월 16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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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15일

보도일자 10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남도 구월산 휴양지 건설장 시찰

발생일자 10월 20일

보도일자 10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65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장성우,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26일

보도일자 10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70돌 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발생일자 10월 28일

보도일자 10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강원도 월비산발전소 시찰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최용해,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시학,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11월 1일

보도일자 11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차광수비행군관학교 시찰

동행인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2일

보도일자 11월 5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북도 칠보산유원지 현지지도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김시학, 장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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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11월 18일

보도일자 11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85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을설, 현철해, 이명수

발생일자 11월 21일

보도일자 11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최  광, 조명록,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21일

보도일자 11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차 청년일군대회 참가한 삼태자군인들 접견, 기념촬영

동행인  최  광, 조명록,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21일

보도일자 11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차 청년일군대회참가자들 만남, 기념촬영

동행인  최  광, 이을설, 조명록, 이종산, 김용연, 박기서, 오룡방, 이병욱,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23일

보도일자 11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서해안전방 초소를 지키고 있는 초도방어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현철해, 김하규, 장성우,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23일

보도일자 11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154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심상대

발생일자 11월 24일

보도일자 11월 27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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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시찰

동행인  조명록,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12월 1일

보도일자 12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근위서울 류경수105탱크사단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최용해

발생일자 12월 7일

보도일자 12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종합대학 방문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최용해

발생일자 12월 7일

보도일자 12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종합대학창립 50돌 기념 대학생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최용해, 최기룡, 박관오, 박용문

발생일자 12월 8일

보도일자 12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강건종합군관학교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이용철

발생일자 12월 15일

보도일자 12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정치대학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장성우, 박재경, 이명수, 김대식,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이용철, 문성술

발생일자 12월 15일

보도일자 12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평양 강동정밀기계공장 노동자들이 건설한 주택마을 시찰



32 1994~2008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박송봉, 이용철, 문성술, 

조명록, 김영춘

발생일자 12월 24일

보도일자 1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장성우, 박재경, 이명수, 김대식,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12월 31일

보도일자 1월 2일 로동신문(1997)

장소 조선인민군 제938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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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석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역사연구소장 1

계응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6

김광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3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7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26

김대식 조선인민군 상장 2

김명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12

김병식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주석 2

김시학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2

김영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무원 부총리, 외교부 부장 2

김영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2

김영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17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2

김용연 조선인민군 대장 1

김일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1

김정각 조선인민군 상장 1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6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2

김태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부소장 1

김하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대장 25

문성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

박관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1

박기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1

박명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1

박성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2

v표 3v 1996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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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박송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

박용문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회 책임비서 1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상장 31

백학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법제위 위원장 1

심상대 조선인민군 중장 1

안피득 조선인민군 상장 1

양형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2

오금철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상장 3

오룡방 조선인민군 대장 1

윤정린 조선인민군 상장 1

이명수 조선인민군 상장 3

이병욱 조선인민군 대장 1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6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9

이종산 조선인민군 대장 1

이종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2

이진행 조선인민군 중장 1

이하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4

장성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제3군단장, 조선인민군 대장 4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4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

전재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1

정창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상장 1

조명록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31

채문덕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상장 1

최  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원수 8

최기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교육위원회위원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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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최성수 조선인민군 중장 1

최영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2

최용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11

최태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4

한성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3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27

홍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부총리 2

TOTAL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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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발생일자 1월 1일

보도일자 조선중앙년감 1998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최  광,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조명록, 김영춘, 

최태복, 양형섭, 김철만, 홍성남, 홍석형, 김국태, 김기남, 황장엽, 김중린, 

김용순

발생일자 1월 1일

보도일자 1월 3일 로동신문

장소 만경대혁명학원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대식, 최태복, 최용해, 장성택

발생일자 1월 2일

보도일자 1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청년기동선전대원들 접견, 기념촬영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박재경, 김기남, 최용해

발생일자 2월 4일

보도일자 2월 5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선포 1돌기념 청년협주단의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최태복, 김기남, 김중린, 최용해, 장성택

발생일자 2월 20일

보도일자 2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집단체조《조선아 너를 빛내리》관람

동행인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박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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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3월 3일

보도일자 3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12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대식

발생일자 3월 4일

보도일자 3월 6일 로동신문

장소 군인들이 마련한 동식물 표본과 미술작품 관람(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이명수, 김대식,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3월 9일

보도일자 3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창립 50돌기념 경희극《끝장을 보자》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3월 9일

보도일자 3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창립 50돌기념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오금철,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3월 17일

보도일자 3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의 경희극《축복》과 조선인민군 제337대 

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3월 18일

보도일자 3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34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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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3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제549대연합부대, 제583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오금철

발생일자 3월 30일

보도일자 3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사회안전부협주단창립 50돌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백학림, 계응태, 김국태,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채문덕

발생일자 4월 13일

보도일자 4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71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정각, 김윤심, 강동윤, 

계응태, 김국태, 김용순

발생일자 4월 15일

보도일자 4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전선동부 1211고지 방어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전재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4월 24일

보도일자 4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69군부대 방문

동행인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전재선, 박기서,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창건 65돌 경축열병식 참석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강성산, 김영남, 계응태, 

서윤석, 전병호, 한성룡, 양형섭, 최태복, 김철만, 연형묵, 홍성남, 최영림, 

홍석형,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백학림, 전문섭, 김일철, 이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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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김복신,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유미영

발생일자 4월 26일

보도일자 4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육해공군 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원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전재선,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발생일자 4월 27일

보도일자 4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최태복, 연형묵,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4월 27일

보도일자 4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창작사와 모란봉극장 현지지도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장성택

보도일자 4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415군부대 여성군인들 군사훈련 참관

동행인  김영춘, 조명록, 김일철

발생일자 5월 1일

보도일자 5월 2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북도의 정방산 및 황해남도의 구월산 유원지 현지지도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이명수,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장성택

발생일자 5월 5일

보도일자 5월 6일 로동신문

장소  텔레비죤 방송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최태복, 박송봉

발생일자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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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6월 6일 로동신문

장소  김정숙해군대학,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6월 10일

보도일자 6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서해안 최전방 일대 방어하는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발생일자 6월 14일

보도일자 6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최태복, 김기남, 장  철

발생일자 6월 15일

보도일자 6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3대혁명전시관 현지지도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최용해, 박송봉, 이용철, 최춘황, 정하철, 

채문덕

발생일자 6월 23일

보도일자 6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06군부대 섬방어대 시찰

발생일자 6월 29일

보도일자 6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71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사망 3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강성산, 김영남, 계응태, 이을설, 조명록, 



42 1994~2008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김영춘, 한성룡, 양형섭, 최태복, 김철만, 홍성남, 최영림, 홍석형,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백학림, 전문섭, 김복신,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이하일, 김일철, 김익현,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유미영, 김성애

발생일자 7월 10일

보도일자 조선중앙년감 1998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추모공연 관람

보도일자 7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잠수함 제8003호 해병들의 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이하일, 현철해, 박재경, 김윤심, 오금철, 심상대,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용해, 정하철,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7월 27일

보도일자 7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 여성방사포대대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발생일자 7월 27일

보도일자 7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보도일자 8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교예단의 종합교예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김하규, 박재경,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 

정하철, 이용철

발생일자 9월 10일

보도일자 9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보도일자 9월 11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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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이명수, 오금철

발생일자 9월 15일

보도일자 9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87군부대 섬방어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발생일자 9월 17일

보도일자 9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박기서, 이하일,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9월 23일

보도일자 9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구월산유원지 시찰

동행인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계응태, 최태복, 이용철

발생일자 9월 28일

보도일자 9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76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이용철

발생일자 10월 5일

보도일자 10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5군부대 여성중대군인들의 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이명수, 김윤심,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정하철, 이용철

발생일자 10월 5일

보도일자 10월 7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팀간 대학생농구경기 관람

동행인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정하철, 박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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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64공군대연합부대 지휘부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이을설, 김영춘, 양형섭, 

최태복, 김철만, 홍성남, 최영림, 홍석형,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전문섭, 백학림, 이하일, 김일철, 김익현, 박기서, 이종산, 김복신,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유미영

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이명수, 김윤심, 계응태,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 정하철, 이용철

발생일자 10월 21일

보도일자 10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송암명기소목장 시찰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현철해

발생일자 11월 2일

보도일자 11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33대연합부대 전방지휘소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발생일자 11월 9일

보도일자 11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484군부대 중대군인들의 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계응태, 김기남, 김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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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철, 이용철

발생일자 11월 10일

보도일자 11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동해안 최전방초소인 알섬방어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27일

보도일자 조선중앙년감 1998

장소  조선인민군 제163군부대 여성해안포중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김하규

발생일자 11월 29일

보도일자 조선중앙년감 1998

장소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발생일자 11월 30일

보도일자 12월 4일 로동신문

장소  김책공군대학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오금철

발생일자 12월 7일

보도일자 12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군악단 연주회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이명수, 김윤심, 오금철, 계응태, 김기남, 김용순, 

정하철, 이용철

발생일자 12월 11일

보도일자 12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전국사회안전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동행인  백학림, 채문덕, 계응태, 김기남, 장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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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동윤 조선인민군 상장 1

강성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무원 총리 2

계응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0

공진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무원 부총리 3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22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31

김대식 조선인민군 상장 3

김병식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주석 1

김복신 최고인민회의 의원, 정무원 부총리 3

김성애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

김영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무원 부총리, 외교부 부장 4

김영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2

김영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39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5

김윤심 조선인민군 상장 5

김윤혁 정무원 부총리 3

김익현 조선인민군 차수 2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9

김정각 조선인민군 상장 1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7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4

김하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대장 17

박기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5

박명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2

박성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4

박송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3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25

v표 4v 1997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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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백학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법제위 위원장 5

서윤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평안남도당 책임비서, 평안남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

1

심상대 조선인민군 중장 1

양형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4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당 책임비서, 자강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

2

오금철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상장 6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3

윤기복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2

이명수 조선인민군 상장 8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1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5

이종산 조선인민군 차수 3

이종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4

이하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8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8

장  철 정무원 부총리 4

전문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대장 3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3

전재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5

정하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8

조명록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37

채문덕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상장 3

최  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원수 1

최영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3

최용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10

최춘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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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최태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9

한성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4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26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홍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부총리 4

황장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비서 1

TOTAL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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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봉
김윤혁
김복신
김대식
공진태
홍성남
홍석형
한성룡
장  철
이종옥
양형섭
박성철
김철만
김영남
전재선
이을설
백학림
박기서
김윤심
오금철
김중린
정하철
장성택
이하일
이명수
김일철
최용해
이용철
김하규
최태복
계응태
김국태
박재경
김용순
현철해
김기남
조명록
김영춘

v그림 4v 1997년 인명별 빈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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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발생일자 1월 1일

보도일자 1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37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1월 1일

보도일자 1월 2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이종옥, 박성철,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이을설, 조명록, 양형섭, 

최태복, 김철만, 홍성남, 최영림, 홍석형,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전문섭, 백학림, 이하일, 김일철, 김익현, 김복신, 김윤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발생일자 1월 1일

보도일자 1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윤심, 오금철,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정하철

발생일자 1월 2일

보도일자 1월 3일 로동신문

장소  만경대혁명학원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1월 16일~21일

보도일자 1월 23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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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자강도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강계시와 장강군, 성강군에  

건설된 장강 1호·2호발전소, 장자산발전소, 북천3호발전소, 남리발전소,  

외중발전소 등의 중·소형수력발전소, 강계트랙터연합기업소, 2월제강연합 

기업소, 2.8기계연합기업소, 강계정밀기계연합기업소 등)

동행인  연형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박송봉, 이용철, 장성택

보도일자 1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80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현철해, 정창렬

보도일자 1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전방지휘소 시찰

동행인  조명록,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보도일자 1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88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전기련, 장성길

보도일자 2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43군부대 시찰

동행인  전재선,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2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57대연합부대관하 장갑보병중대 시찰

동행인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2월 8일

보도일자 2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출품 프로그램 관람

동행인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최희정, 이광호

발생일자 2월 20일

보도일자 2월 22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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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정하철, 

강석주,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2월 20일

보도일자 2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영화《민족과 운명》의 노동계급편 창조성원 접견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최춘황

발생일자 2월 24일

보도일자 2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24군부대, 제230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보도일자 3월 3일 로동신문

장소  백두산 형상 미술작품 지도

동행인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강석숭, 정하철,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보도일자 3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406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김윤심, 심상대

보도일자 3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관하 해안포중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3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북도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이근모,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이용무, 박송봉, 장성택

보도일자 3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의 경희극《편지》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오룡방, 이병욱, 정창렬,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여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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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 이명수,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최춘황

발생일자 4월 15일

보도일자 4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13대연합부대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전재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보도일자 4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하일,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04군부대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보도일자 5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오룡방, 이병욱, 정창렬,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김윤심, 오금철, 김형룡,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김중린, 이용무, 

정하철, 강석주, 채문덕, 주성일, 승상섭, 천연옥

발생일자 5월 3일

보도일자 5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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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5월 4일

보도일자 5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37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전재선,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4일

보도일자 5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81군부대관하 포병중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전재선,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10일

보도일자 5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김철주포병종합군관학교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김중린, 이용무,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보도일자 5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남포 정제소금공장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오룡방,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김중린, 이용무,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보도일자 5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60비행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22일

보도일자 5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근위 제171군부대 시찰

동행인  전재선,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31일

보도일자 6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845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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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6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확장된 국제친선전람관 관람

동행인  계응태, 김국태,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6월 1일

보도일자 6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자강도 희천시내 공장, 기업소들 현지지도(청년전기연합기업소, 계산기 

연구소,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2월26일공장 등)

동행인  연형묵, 조명록, 김영춘,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박송봉,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6월 7일

보도일자 6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22군부대 전방지휘소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이명수

보도일자 6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건설된 인민군표준병영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이명수, 이용철

발생일자 6월 8일

보도일자 6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남도 1월18일기계종합공장, 청천강기계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서윤석, 조명록,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무, 박송봉, 이용철, 

장성택

보도일자 6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의 귀환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무, 

정하철, 강석주, 채문덕

보도일자 6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포중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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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이명수

발생일자 7월 26일

보도일자 7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71군부대 시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참가

동행인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7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전승절 기념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8월 3일

보도일자 8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49대연합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9월 5일

보도일자 9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참석

동행인  김영남, 홍성남,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조명록, 이을설, 김일철, 이용무,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김영춘, 양형섭, 최태복, 김철만, 연형묵, 백학림, 

전문섭, 최영림, 홍석형

발생일자 9월 9일

보도일자 9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김영남,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전문섭, 조명록, 김일철, 김영춘, 이을설, 

홍성남, 백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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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9월 9일

보도일자 9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창건 50돌 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참관

동행인  김영남,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전문섭,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홍성남, 전병호, 연형묵, 이용무, 계응태, 한성룡, 양형섭, 최태복, 김철만, 

최영림,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김중린, 홍석형, 백학림, 김익현,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김용연, 이하일, 조창덕, 곽범기, 김윤혁,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9월 9일

보도일자 9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창건 50돌 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홰불행진 참관

동행인  김영남,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전문섭,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홍성남, 전병호, 연형묵, 이용무, 계응태, 한성룡, 양형섭, 최태복, 김철만, 

최영림,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김중린, 홍석형, 백학림, 김익현,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김용연, 이하일, 조창덕, 곽범기, 김윤혁, 김영대, 유미영

보도일자 9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장성택, 박명철

발생일자 9월 19일

보도일자 9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단장한 애국열사능 시찰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국태, 김기남, 장성택

발생일자 10월 1일

보도일자 10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양강도 대홍단군 현지지도(농업과학연구원 감자연구소, 대홍단2호발전소, 

대홍단5호발전소 등)

동행인  이수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장성택,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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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0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배우들의 화술소품공연 관람

동행인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장성택

발생일자 10월 6일

보도일자 10월 7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미림비행장, 4.25여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11일

보도일자 10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당창건 53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홍성남, 이용무,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양형섭, 김윤혁, 조창덕

발생일자 10월 20일

보도일자 10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자강도 희천시내 공장, 기업소 현지지도(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청년전기연

합기업소, 2월26일공장, 희천제사공장, 희천여관 등)

동행인  연형묵, 김국태, 박송봉, 이용철, 장성택,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22일

보도일자 10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자강도 만포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고산진혁명사적지, 압록강타이어 

공장, 운화공장 등)

동행인  연형묵, 김국태, 김용순, 박송봉, 장성택,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25일

보도일자 10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65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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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0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가족일행 접견

동행인  김용순, 송호경

발생일자 11월 2일

보도일자 11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93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9일

보도일자 11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202군부대 섬방어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발생일자 11월 10일

보도일자 11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49대연합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보도일자 11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예술선전대, 제526군부대관하 포병중대 군인들의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하규, 현철해, 장성우, 박재경, 이명수, 오금철, 김국태, 

김용순, 장성택

보도일자 11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김형권통신병군관학교 시찰

동행인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1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북도내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약전기계공장, 경성군 온포 3호 

발전소, 4호발전소, 경성군 상온포협동농장, 용현협동농장, 칠보산유원지)

동행인  이근모, 박송봉, 장성택,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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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1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421여성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22일

보도일자 11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단장한 신천박물관 관람

동행인  이용철, 장성택,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22일

보도일자 11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와 제407군부대관하 중대 군인들

의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김격식,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이명수, 이용철, 장성택

보도일자 12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70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발생일자 12월 17일

보도일자 1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남도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덕성기계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이길송, 김국태, 김기남, 박송봉, 이용철

발생일자 12월 24일

보도일자 1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69군부대 여성고사포중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이을설, 김영춘, 이명수, 전병호, 이용철, 박송봉

발생일자 12월 24일

보도일자 1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군악단의 합동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김하규, 장성우, 박재경, 김정각, 이명수, 

김윤심, 오금철,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정하철, 강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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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석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역사연구소장 1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4

계응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5

공진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무원 부총리 1

곽범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2

김격식 조선인민군 대장 1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35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29

김복신 최고인민회의 의원, 정무원 부총리 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6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2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4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39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3

김용연 조선인민군 차수 2

김윤심 조선인민군 상장 4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정무원 부총리 4

김익현 조선인민군 차수 3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차수 17

김정각 조선인민군 상장 2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7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4

김하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대장 41

김형룡 조선인민군 중장 1

박기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2

박명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체육상 1

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5

v표 5v 1998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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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박송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5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48

백학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법제위 위원장 5

서윤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평안남도당 책임비서, 평안남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

1

송호경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1

승상섭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

심상대 조선인민군 중장 1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5

여춘석 조선인민군 상장 1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당 책임비서, 자강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

7

오금철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상장 4

오룡방 조선인민군 대장 3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2

윤기복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1

이광호 국가과학원 원장 1

이근모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2

이길송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 1

이명수 조선인민군 상장 18

이병욱 조선인민군 대장 2

이수길 조선로동당 양강도위원회 책임비서 1

이용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11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1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7

이종산 조선인민군 차수 2

이종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5

이하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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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장성길 조선인민군 중장 1

장성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제3군단장, 조선인민군 대장 2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3

장  철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1

전기련 조선인민군 상장 1

전문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 검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대장

5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6

전재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7

정창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대장 3

정하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6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43

조창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3

주성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

채문덕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상장 2

천연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

최영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검찰소장 4

최춘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2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0

최희정 인민대학습당 총장 1

한성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4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51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홍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내각 총리 6

TOTAL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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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그림 5v 1998년 인명별 빈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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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발생일자 1월 11일

보도일자 1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국가과학원 현지지도(전자연구소, 수학연구소 등)

동행인  최태복, 김기남, 김용순, 박송봉, 장성택

보도일자 1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신년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이을설,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장성우, 박재경, 이명수, 김윤심, 

오금철, 최태복,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보도일자 1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평해, 김국태, 박송봉, 이용철

보도일자 1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최현군관학교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국태, 이용철, 박송봉

보도일자 2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615군부대관하 포항16영웅중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이용무,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보도일자 2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강원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철원군, 고산군, 평강군 등)

동행인  조명록, 이용무, 김영춘, 김국태, 이용철

보도일자 2월 10일 로동신문



66 1994~2008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이용무,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국태, 이용철

발생일자 2월 16일

보도일자 2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91군부대관하 여성고사총중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2월 16일

보도일자 2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82군부대 동기훈련 참관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3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이을설,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전재선, 박기서

보도일자 3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중대장대회에 참가한 모범적인 중대장들 접견

동행인  조명록, 이을설,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전재선, 박기서,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발생일자 3월 7일

보도일자 3월 8일 로동신문

장소  과학원 함흥분원에서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참가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발생일자 3월 11일

보도일자 3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강원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안변군 풍화협동농장 등)

동행인  이용무, 김국태, 김기남, 박송봉, 이용철

보도일자 3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전선동부 지혜산일대 방어부대관하 여성고사총중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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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전재선, 현철해, 이명수, 이용무, 김국태, 김기남, 박송봉, 이용철

보도일자 3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20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이용무, 김국태, 김기남, 박송봉, 이용철

보도일자 3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보도일자 3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남도, 함경북도 공업부문 사업 현지지도(신흥기계공장, 단천마그네시아  

종합공장, 단천항 건설장, 함북조선소연합기업소, 6월5일전기종합공장 등)

동행인  이근모, 이태남, 김국태, 김기남, 박송봉

발생일자 4월 5일

보도일자 4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발생일자 4월 7일

보도일자 4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 참석(만수대의사당)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영춘, 이용무, 김일철, 

연형묵, 전병호, 김철만, 백학림, 양형섭, 최영림, 최태복, 김윤혁,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4월 15일

보도일자 4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개풍군일대 방어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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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선인민군 제690군부대와 제946군부대 훈련 참관

동행인  조명록, 이을설,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연형묵, 백학림, 김익현, 이하일, 

전재선, 박기서, 김용연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관하 구분대 방문

동행인  조명록, 이을설,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연형묵, 백학림, 김익현, 이하일, 

전재선, 박기서, 김용연,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조명록, 이을설,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연형묵, 백학림, 김익현, 이하일, 

전재선, 박기서, 김용연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창건 67돌 기념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이을설,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연형묵, 백학림, 김익현, 이하일, 

전재선, 박기서, 김용연

보도일자 4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확장한 양강도 송암명기소목장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보도일자 5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87군부대 전방지휘소 시찰

동행인  이용무,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5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경비대 제1216부대 양어장 시찰

동행인  이용무,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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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5월 7일 로동신문

장소  강원도 농촌기계화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이용무, 현철해, 박재경, 김용순, 장성택

보도일자 5월 8일 로동신문

장소  경희극《동지》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정호균, 김국태, 김용순, 

장성택, 최춘황

보도일자 5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59고사포병 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박기서,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정호균, 김국태, 최칠남, 

박송봉, 장성택

보도일자 5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탱크자동차병군관학교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장성택

보도일자 5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93군부대와 제337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정호균

발생일자 5월 28일

보도일자 5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근위서울 김책제4보병사단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31일

보도일자 6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33군부대 시찰, 제526군부대와 제264군부대 가족예술 

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6월 17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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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자강도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향하혁명사적지, 장자강발전소, 강계청년

발전소, 장강3호군민청년발전소, 북천2호발전소, 압록강타이어공장, 강계트

랙터연합기업소, 만포시 고산협동농장, 장강군 읍협동농장, 만포고치농장)

동행인  연형묵, 전병호, 박송봉, 이용철, 최춘황

보도일자 6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안변군 풍화협동농장, 천삼협동농장 현지지도

동행인  이용무,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장성택

보도일자 6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09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이을설, 전병호, 한성룡, 김철만, 백학림,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김익현, 이종산, 김용연, 이하일, 박기서, 조창덕, 곽범기, 김윤혁,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사망 5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이을설, 전병호, 한성룡, 김철만, 백학림,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김익현, 이종산, 김용연, 이하일, 박기서, 조창덕, 곽범기, 김윤혁,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7월 13일

보도일자 7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김평해,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이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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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7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 방문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보도일자 8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양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 현지지도(대홍단군종합

농장 홍암분장,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 무봉청년발전소, 무봉목욕탕)

동행인  김국태, 김용순, 장성택

발생일자 8월 19일

보도일자 8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나효진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 양어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용순, 박용석, 정하철, 최칠남, 강석주,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보도일자 8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건설된 평양 가금목장 시찰

동행인  김국태, 김용순, 박용석, 장성택, 최춘황,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발생일자 8월 30일

보도일자 8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35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보도일자 9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차주현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 양어장 시찰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박용석, 정하철, 최칠남, 박송봉, 이용철, 장성택, 

임상종, 최춘황, 김동운,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발생일자 9월 3일

보도일자 9월 4일 로동신문

장소  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의 귀환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정하철, 

최칠남, 김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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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9월 8일

보도일자 9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방문

동행인  조명록, 이을설, 연형묵,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전재선, 박기서,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박용석,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9월 8일

보도일자 9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공화국창건절 기념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연형묵, 전재선, 현철해, 박재경, 정호균, 김윤심, 오금철, 

전병호, 김국태, 김용순

발생일자 9월 12일~14일

보도일자 9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자강도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낭림혁명사적관, 연풍혁명사적

관, 장자강공작기계공장, 9월방직공장, 강계포도술공장, 강계피복공장, 강

계기와공장, 화평군 부남청년발전소, 도안전국 발전소, 강계애국복합미생

물비료공장, 장강군 읍협동농장, 낭림군 읍협동농장, 잠업원종장, 강계시  

상업관리소 뽕밭 등)

동행인  연형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9월 22일~24일

보도일자 9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남도내 공업부문사업 현지지도(신흥기계공장, 6월1일청년전기기구종합

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성천강22호발전소, 함흥 성천강피복공장, 

신흥양어장, 신흥유원지 등)

동행인  이태남, 김풍기, 전병호, 김국태,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10월 6일

보도일자 10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여러 군부대의 발전소 건설사업 현지지도(제757부대 건설  

10월 5일발전소, 제549대연합부대 발전소 건설사업)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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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10월 6일

보도일자 10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07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0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당창건 54돌 기념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무,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10월 12일

보도일자 10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30군부대 섬방어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0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건설된 광명성제염소 시찰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10월 17일

보도일자 10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224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국태, 김용순,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10월 28일

보도일자 10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엄을용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식료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보도일자 11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15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전재선,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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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1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11월 29일

보도일자 11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775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발생일자 12월 5일

보도일자 12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83군부대 건설 양어장 시찰

동행인  연형묵, 김기남, 현철해, 박재경,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12월 6일

보도일자 12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776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2월 12일

보도일자 12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남도 용연군종합농장 용정분장 현지지도(신축한 양어장, 농촌문화 

주택 등)

동행인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12월 23일

보도일자 12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88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2월 24일

보도일자 1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윤심, 오금철, 

계응태,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정하철, 최칠남, 김덕용, 강석주, 

채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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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2

계응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

곽범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2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31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20

김덕용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2

김동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3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3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1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33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2

김용연 조선인민군 차수 6

김윤심 조선인민군 상장 3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정무원 부총리 3

김익현 조선인민군 차수 6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차수 22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3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3

김평해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2

김풍기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1

박기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0

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1

박송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0

박용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검열위원회 위원장 4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40

백학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법제위 위원장 7

v표 6v 1999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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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3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자강도당 책임
비서

10

오금철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상장 3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3

이근모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1

이명수 조선인민군 상장 20

이용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차수 23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2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0

이종산 조선인민군 차수 2

이종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부주석 1

이태남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2

이하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6

임상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로동당 38호실 실장 1

장성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제3군단장, 조선인민군 대장 1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7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8

전재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0

정하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4

정호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포병사령관, 조선인민군 상장 4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34

조창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2

채문덕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상장 1

최영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검찰소장 3

최춘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14

최칠남 로동신문사 책임주필 5



1999

77

인명 직함 동행횟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6

한성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44

홍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내각 총리 3

TOTAL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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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그림 6v 1999년 인명별 빈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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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1월 24일

보도일자 1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태천군, 영변군)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무, 박용석,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보도일자 1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58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월 25일~28일

보도일자 1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내 공업부문 사업 현지지도(낙원기계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12월5일청년광산, 양책베어링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방직공장)

동행인  김국태, 김용순,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김평해

보도일자 1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67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2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40군부대관하 여성해안포중대 시찰

보도일자 2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무지개동굴 방문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2월 17일

보도일자 2월 19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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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선인민군 군관 엄복순군인가족 접견

동행인  김국태, 김용순,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2월 18일

보도일자 2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894군부대 시찰

동행인  전재선,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발생일자 2월 28일

보도일자 2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4.25문화회관에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전재선, 박기서,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발생일자 3월 1일

보도일자 3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 접견

발생일자 3월 5일

보도일자 3월 6일 로동신문

장소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김용순,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최춘황, 

이명수, 지재룡

발생일자 3월 12일

보도일자 3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와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김용순, 장성택, 최춘황, 김윤심, 

오금철, 이명수

보도일자 3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양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 현지지도

동행인  계응태, 김용순, 장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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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3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80군부대 군인들이 건설한 발전소 시찰

보도일자 3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김용순, 강석숭,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4월 2일

보도일자 4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자동화대학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최태복,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이명수

발생일자 4월 4일

보도일자 4월 5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회의 개막식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김영주, 박성철,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전병호, 

백학림, 연형묵, 이용무, 양형섭, 계응태, 한성룡, 최태복, 김영대, 김윤혁, 

김철만, 유미영, 최영림

발생일자 4월 9일

보도일자 4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11군부대와 조선인민군 제3995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4월 15일

보도일자 4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이을설, 김철만, 백학림, 이용무

발생일자 4월 15일

보도일자 4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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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21군부대 방문

동행인  전재선, 현철해, 박재경,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5월 9일

보도일자 5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열대메기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김국태, 김용순,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5월 16일

보도일자 5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북중기계연합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평해, 김국태, 김용순, 박송봉, 장성택

보도일자 5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이용무, 김국태, 김용순,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5월 29일~31일

보도일자 6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비공식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국태, 김용순, 김양건

발생일자 6월 13일

보도일자 6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김대중 대통령 공항 영접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최태복, 김국태, 김용순, 김윤혁, 김영대

발생일자 6월 15일

보도일자 6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김대중 대통령 평양출발시 비행장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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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최태복, 연형묵, 김국태, 김용순, 김윤혁,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6월 21일

보도일자 6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영변견직공장과 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평해, 김국태,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6월 23일

보도일자 6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0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김국태, 박송봉, 장성택, 최춘황, 박재경, 현철해

발생일자 6월 29일

보도일자 6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원산에서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 접견

동행인  김용순

발생일자 6월 30일

보도일자 7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재미여류기자 문명자 접견

동행인  김용순

발생일자 7월 4일

보도일자 7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971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7월 5일

보도일자 7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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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7월 8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이용무

발생일자 7월 19일

보도일자 7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푸틴 대통령 평양 도착시 공항 영접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최태복, 최영림, 김국태, 김용순, 

백남순

발생일자 7월 20일

보도일자 7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푸틴 대통령 평양 출발시 공항 환송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최태복, 최영림, 김국태, 김용순, 

백남순

발생일자 8월 1일~2일

보도일자 8월 4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북도 공업부문사업 현지지도(김책제철소, 3월17일발전소, 김철발전소,  

금강2호발전소, 금강5호발전소, 어랑군에 건설되고 있는 제염소, 청진양어장 등)

동행인  이근모, 김국태, 박남기, 박송봉,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8월 9일

보도일자 8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 일행 접견

동행인  김용순

발생일자 8월 12일

보도일자 8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및 한국 언론사 대표단 접견

동행인  김용순, 최태복, 정하철, 김양건, 강능수, 최칠남, 김기룡, 차승수

보도일자 8월 28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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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원산갈마휴양소 시찰

동행인  김국태, 박용석, 정하철, 현철해, 박재경, 박송봉,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8월 26일~27일

보도일자 8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남도 인민경제 여러부문 현지지도(성천강 29, 30, 32호발전소,  

6월4일공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동행인  박송봉, 이용철, 이태남, 김풍기

발생일자 8월 28일~31일

보도일자 9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자강도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 현지지도(강계정밀기계연합기업소, 강계견

방적공장, 흥주청년발전소, 전기난방화된 살림집마을, 성간임산사업소, 장

간군 장평협동농장, 무덕협동농장, 성간군 성하잠업전문협동농장, 성간군 

성간고등중학교)

동행인  연형묵, 전병호,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박송봉

발생일자 9월 1일

보도일자 9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박재규 통일부 장관 접견

동행인  김용순

발생일자 9월 15일

보도일자 9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대병국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 대표단 접견

동행인  김국태, 김용순, 김양건, 지재룡

발생일자 9월 20일

보도일자 9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사업 현지지도(메기공장)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이을설, 전병호, 연형묵, 최태복, 김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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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9월 30일

보도일자 10월 1일 로동신문

장소  금강산 관광지구 시찰

동행인  김용순, 박송봉, 송호경,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김영남,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백학림, 연형묵, 한성룡, 계응태,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이용무, 김익현, 

조창덕, 곽범기, 김윤혁, 이하일,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김용연,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로동당창건 55돌 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 관람

동행인  김영남,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백학림, 연형묵, 

한성룡, 계응태,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이용무, 김익현, 조창덕, 곽범기, 김윤혁, 유미영, 이하일,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김용연, 김영대

발생일자 10월 12일

보도일자 10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당창건 55돌 경축 10만명 집단체조와 예술공연《백전백승 조선로동당》관람

동행인  김영남,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백학림, 연형묵, 

한성룡, 계응태, 김철만,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이용무, 

김익현, 조창덕, 곽범기, 김윤혁, 이하일,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김용연, 

김영대, 유미영

보도일자 10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당창건 55돌 경축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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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10월 18일

보도일자 10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메기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조명록,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20일

보도일자 10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 총재 접견

동행인  김중린, 김용순

발생일자 10월 23일

보도일자 10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미국 메덜레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접견

동행인  강석주

발생일자 10월 23일

보도일자 10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미국 메덜레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당창건 55돌 경축 10만명 집단체조

와 예술공연《백전백승 조선로동당》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발생일자 10월 25일

보도일자 10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전 50돌 기념 군중대회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계응태, 김철만,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이용무, 김익현, 이하일

발생일자 10월 25일

보도일자 10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지호전 국방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고위 군사대표단 접견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정하철, 김양건

발생일자 10월 25일

보도일자 10월 26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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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중국 고위 군사대표단과 함께 10만명 집단체조와 예술공연《백전백승 조선

로동당》관람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계응태, 김철만,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이용무, 김익현, 이하일

발생일자 10월 30일

보도일자 10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총련 허종만 책임부의장 접견

발생일자 10월 31일

보도일자 11월 1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경기장에서 예술인체육대회 관람

동행인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정하철, 박명철

발생일자 11월 2일

보도일자 11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건설한 112호닭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박송봉,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7일

보도일자 11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안변청년발전소와 내평발전소,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부업농장 현지지도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용순,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11월 13일

보도일자 11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청년영웅도로 참관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한성룡,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김윤혁,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13일

보도일자 11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황주 닭공장 현지지도



2000

89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한성룡,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김윤혁, 

현철해, 박재경, 박남기

발생일자 11월 22일

보도일자 11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3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1월 26일

보도일자 11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양강도 대홍단군 종합농장과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용순,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11월 30일

보도일자 12월 1일 로동신문

장소  금진강발전소 언제건설장과 함흥시 원료기지농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박송봉

발생일자 12월 5일

보도일자 12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2월 5일

보도일자 12월 7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김용순, 정하철,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12월 7일

보도일자 12월 9일 로동신문

장소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여러 공장, 기업소 현지지도(즉석국수공장, 위생자재

공장, 새로 건설된 수원지, 타조목장)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최태복, 김국태, 김용순, 정하철, 장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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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12월 18일

보도일자 12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정하철, 박송봉, 장성택,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2월 19일

보도일자 1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약품연구소와 주사기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이용무, 최태복, 김국태, 박용석, 정하철,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12월 19일

보도일자 1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 종합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이용무,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최태복, 

김국태, 강석주, 최칠남, 김기룡, 차승수, 김윤심, 오금철

발생일자 12월 24일

보도일자 1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752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박기서,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박송봉, 

장성택

발생일자 12월 24일

보도일자 1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최태복, 김국태, 

김윤심, 오금철

발생일자 12월 27일

보도일자 12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95군부대와 조선인민군 제415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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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능수 문화상, 조선공보위원회 위원장 1

강석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역사연구소장 1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2

계응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7

곽범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3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39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2

김기룡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2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 4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11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6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3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33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38

김용연 조선인민군 차수 3

김윤심 조선인민군 상장 3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정무원 부총리 8

김익현 조선인민군 차수 5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31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0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7

김평해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3

김풍기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1

박기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5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2

박명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체육지도위원장 1

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3

v표 7v 2000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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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박송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0

박용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검열위원회 위원장 3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29

백남순 외무상 2

백학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인민보안상 5

송호경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1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6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자강도당 책임
비서

12

오금철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상장 3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5

이근모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1

이명수 조선인민군 상장 14

이용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차수 13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9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8

이종산 조선인민군 차수 3

이태남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1

이하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5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4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6

전재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6

정하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장 8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33

조창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3

지재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2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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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최영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검찰소장 8

최춘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8

최칠남 로동신문사 책임주필 2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4

한성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6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29

홍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내각 총리 4

TOTAL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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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1월 1일

보도일자 1월 1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백학림, 홍성남, 전병호, 한성룡, 

계응태,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김중린, 이용무, 김용순, 조창덕, 곽범기, 

김윤혁,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1월 1일

보도일자 1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32군부대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월 15일~20일

보도일자 1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비공식 중국 방문

동행인  김영춘, 연형묵, 김국태, 정하철, 강석주, 김양건, 박송봉,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월 21일~23일

보도일자 1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신의주시내 경공업공장들 현지지도(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법랑

철기공장, 신의주기초식품공장)

동행인  연형묵, 김국태, 박송봉, 장성택, 김히택

발생일자 1월 24일

보도일자 1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백학림, 전병호, 한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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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응태,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김중린, 이용무, 조창덕, 김윤혁

발생일자 2월 7일

보도일자 2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55군부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이명수

발생일자 2월 9일

보도일자 2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 대표단 접견

동행인  김국태, 김양건,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2월 14일

보도일자 2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구성공작기계공장과 태천발전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박송봉,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3월 22일

보도일자 3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공산당 대표단 접견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정하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3월 22일

보도일자 3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공산당 대표단의 새로 건설된 가금목장 참관에 동행

동행인  조명록

발생일자 3월 23일

보도일자 3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상해교향악단 지휘성원 및 주요배우들 접견

동행인  연형묵, 김국태, 한성룡, 계응태, 최태복, 박용석, 정하철, 강능수

발생일자 3월 23일

보도일자 3월 24일 로동신문



2001

97

장소  중국 공산당 증경흥 조직부장과 중국 상해교향악단 공연 관람

동행인  연형묵, 김국태, 한성룡, 계응태, 최태복, 박용석, 정하철, 현철해, 박재경, 

강능수

보도일자 4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연형묵, 이을설, 양형섭, 

백학림, 이용무, 김철만, 계응태, 김윤혁, 유미영

발생일자 4월 10일

보도일자 4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84비행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4월 11일

보도일자 4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함흥에서 가수 김연자 일행 접견

동행인  정하철

발생일자 4월 11일

보도일자 4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함흥에서 가수 김연자 공연 관람

동행인  정하철, 현철해, 박재경, 이태남,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4월 11일

보도일자 4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함흥시내 공장 기업소 현지지도(용성기계연합기업소, 대형공작기계공장,  

제1주강직장, 성천강전기공장)

동행인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4월 15일

보도일자 4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오중흡7연대수여 제2629군부대와 제580군부대의 양어장 시찰

동행인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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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4월 16일

보도일자 4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427군부대 포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4월 17일 

보도일자 4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41군부대와 제998군부대 시찰

동행인  전재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4월 19일

보도일자 4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김승환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의 양어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4월 22일

보도일자 4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내무성협주단 지휘성원 및 배우들 접견

발생일자 4월 22일

보도일자 4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내무성협주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국태, 계응태, 한성룡, 김중린, 정하철, 장  철, 강석주, 이용철, 장성택, 

현철해, 박재경, 최칠남, 김기룡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71군부대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윤심, 오금철,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4월 28일

보도일자 4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경희극《청춘은 빛나라》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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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김국태, 최태복, 정하철, 강석숭, 강능수, 최칠남, 김기룡, 차승수,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4월 30일

보도일자 5월 1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정하철,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2일

보도일자 5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유럽동맹 최고위급 대표단 담화

동행인  강석주

발생일자 5월 3일

보도일자 5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유럽동맹 최고위급 대표단 의례방문

동행인  강석주

발생일자 5월 7일

보도일자 5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15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5월 8일

보도일자 5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88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주규창

발생일자 5월 8일

보도일자 5월 9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남도 강령군 내동협동농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정하철, 주규창,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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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5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24군부대관하 포중대와 제230군부대관하 포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김국태, 정하철, 이용철

발생일자 5월 10일

보도일자 5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남도 배천군 수원협동농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정하철, 이용철, 이명수

발생일자 5월 13일

보도일자 5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43군부대관하 포중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13일

보도일자 5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남도 과일군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18일

보도일자 5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29군부대와 제851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이용철

발생일자 5월 19일

보도일자 5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63군부대관하 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5월 20일

보도일자 5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256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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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5월 23일

보도일자 5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324군부

대와 제567군부대의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5월 24일

보도일자 5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7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5월 24일

보도일자 5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함흥시 청년염소목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25일

보도일자 5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243군부

대와 제233군부대의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5월 25일

보도일자 5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6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보도일자 5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남도 신흥지구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이용철

발생일자 6월 12일

보도일자 6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원 공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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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6월 15일

보도일자 6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6월 15일

보도일자 6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88비행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6월 19일

보도일자 6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원 공연 관람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이용철, 장성택, 김히택

발생일자 6월 21일

보도일자 6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83군부대와 제567대연합부대에서 건설한 메기공장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6월 25일

보도일자 6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근위 제1보병사단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7월 1일

보도일자 7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공산당 창건 80돌 즈음 주북 중국대사 왕국장이 마련한 경축 연회 참석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김국태, 최태복, 양형섭, 김윤혁, 박용석, 정하철, 

강석주, 박명철, 변영립, 강능수, 최칠남, 김기룡, 차승수, 이철봉, 주규창, 

김히택, 지재룡, 박경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윤심, 오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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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7월 7일

보도일자 7월 8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남도 태탄군 유정협동농장과 재령군 재천협동농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정하철,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8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이용무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9일 로동신문

장소  평양시내 인민소비품 공장들 현지지도(담배연합회사, 경련애국사이다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동행인  김일철, 김국태, 이용무, 정하철,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김히택,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7월 11일

보도일자 7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북도 범안양어장과 범안발전소, 범안협동농장의 문화주택마을 현지지도

발생일자 7월 12일

보도일자 7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친선대표단 접견

동행인  연형묵, 최태복, 강석주

발생일자 7월 16일

보도일자 7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최칠남, 김기룡, 차승수, 이용철, 

장성택, 이제강

발생일자 7월 26일~8월 18일

보도일자 8월 4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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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러시아 공식방문,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

동행인  김영춘, 연형묵, 김국태, 조창덕, 정하철, 강석주, 박남기, 김용삼, 이광호

발생일자 8월 19일

보도일자 8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나남탄광기계연합사업소 방문 및 노동계급과 상봉

동행인  김영춘, 장성택, 주규창,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8월 19일

보도일자 8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96군부대 방문(함경북도 주둔)

동행인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8월 26일

보도일자 8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용포혁명사적지와 울림폭포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정하철,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8월 28일

보도일자 8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796군부대관하 전연초소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8월 28일

보도일자 8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갈마휴양소 방문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정하철,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9월 3일

보도일자 9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강택민 주석 영접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김일철, 최태복, 양형섭, 박용석, 정하철, 강석주, 지재룡

발생일자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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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9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강택민 주석과 회담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최태복, 강석주, 지재룡

발생일자 9월 4일

보도일자 9월 5일 로동신문

장소  강택민 주석과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백전백승 조선노동당》관람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최태복, 김기남, 양형섭

발생일자 9월 5일

보도일자 9월 6일 로동신문

장소  9월27일닭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정하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박용석, 최칠남,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이제강, 차승수

발생일자 9월 11일

보도일자 9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와 제368군부대, 제757군부대의 염소목장과 토끼

목장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9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194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9월 14일~15일

보도일자 9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남도 현지지도(7월6일철도공장, 나흥콘크리트침목공장, 성천강23호, 

24호, 25호, 26호, 27호발전소, 영광청년양어장, 신흥군 중평협동농장)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정하철, 김용삼, 장성택, 이철봉

발생일자 9월 18일

보도일자 9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5군부대관하 구분대와 제211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106 1994~2008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발생일자 9월 19일

보도일자 9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김책공업종합대학 현지지도

동행인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9월 20일

보도일자 9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인민보안성 군견훈련소 시찰

동행인  이용무, 김국태, 이명수, 현철해,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9월 21일

보도일자 9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중앙문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의 시범문답식 학습경연 참관

동행인  전병호, 계응태, 한성룡,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중린, 김기남, 최칠남, 

강능수, 현철해, 박재경, 김기룡

발생일자 9월 23일

보도일자 9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제534군부대 메기공장과 과일군 현지지도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정하철, 김기남,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장성택, 김히택

발생일자 10월 18일

보도일자 10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혁명가극《피바다》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최칠남, 강능수, 

현철해, 김기룡, 차승수

발생일자 11월 4일

보도일자 11월 7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정하철, 김기남, 이용철

발생일자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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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1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64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김일철, 전병호, 김기남, 정하철, 이용철

발생일자 11월 7일

보도일자 11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칠보산 유원지 현지지도

발생일자 11월 9일

보도일자 11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65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11월 10일

보도일자 11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112호닭공장 현지지도

발생일자 11월 11일

보도일자 11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97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2월 5일

보도일자 12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주북 러시아 안드레이 까를로브 신임대사 접견

동행인  김영춘, 강석주, 박재경, 지재룡

발생일자 12월 14일~16일

보도일자 12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내 공업부문사업 시찰(수풍발전소의 2발전직장, 구성방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안북도닭공장)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김기남, 이용철, 주규창, 박재경

발생일자 12월 21일

보도일자 12월 22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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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선인민군 제529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발생일자 12월 22일

보도일자 12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833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이용철

보도일자 12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자강도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8호제강소, 흥주청년발전소, 강계포도술 

공장, 강계편직공장, 강계닭공장, 강계고려약공장)

동행인 연형묵, 김영춘, 김일철, 김기남, 이용철, 주규창

발생일자 12월 24일

보도일자 1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윤심, 오금철, 전병호, 연형묵,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차승수

발생일자 12월 27일

보도일자 12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46군부대 방문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계응태, 김국태, 최태복, 정하철, 김중린, 

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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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능수 문화상, 조선공보위원회 위원장 6

강석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역사연구소장 1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10

계응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8

곽범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1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43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5

김기룡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6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 2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6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1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25

김용삼 철도상 2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

김윤심 조선인민군 상장 3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정무원 부총리 4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20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5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3

김히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5

박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1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1

박명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체육지도위원장 1

박송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3

박용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검열위원회 위원장 5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50

백학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인민보안상 3

v표 8v 2001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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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변영립 교육상 1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6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자강도당 책임
비서

11

오금철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상장 3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2

이광호 국가과학원 원장 1

이명수 조선인민군 대장 33

이용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차수 8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37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6

이제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

이철봉 철도성 정치국장 2

이태남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1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35

장철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1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7

전재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

정하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장 33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13

조창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3

주규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22

지재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4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6

최칠남 로동신문사 책임주필 7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5

한성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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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51

홍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내각 총리 3

TOTAL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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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그림 8v 2001년 인명별 빈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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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발생일자 1월 5일

보도일자 1월 6일 로동신문

장소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홍성남, 전병호, 한성룡, 정하철, 김기남, 박남기

발생일자 1월 5일

보도일자 1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신년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계응태, 한성룡, 최태복, 

양형섭, 김국태, 정하철, 김중린, 김기남, 조창덕, 김윤혁

발생일자 1월 6일

보도일자 1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942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월 6일

보도일자 1월 7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대사관 방문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정하철, 김기남,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지재룡

발생일자 2월 1일

보도일자 2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200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발생일자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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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79군부대와 제779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발생일자 2월 5일

보도일자 2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138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발생일자 2월 11일

보도일자 2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연방 극동지구주재 대통령 접견

동행인  김영춘, 연형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지재룡, 

김계관

발생일자 2월 12일

보도일자 2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연방 극동지구주재 대통령 재접견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참석

동행인  김영춘, 연형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지재룡

발생일자 2월 23일

보도일자 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대홍단감자가공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2월 28일

보도일자 3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총련 축하단과 대표단들 접견

동행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2월 28일

보도일자 3월 1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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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애국의 꽃》관람

동행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이태남, 김풍기

발생일자 3월 1일

보도일자 3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91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발생일자 3월 11일

보도일자 3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19군부대 현지지도(311호닭공장)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김용순

발생일자 3월 13일

보도일자 3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39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발생일자 3월 17일

보도일자 3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주북 러시아 대사 마련 사육제 명절모임에 참석

동행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강석주, 장성택, 지재룡

발생일자 3월 27일

보도일자 3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대통령 악단 지휘성원들 접견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최태복, 정하철,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강석주, 지재룡

발생일자 3월 27일

보도일자 3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악단의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최태복, 정하철,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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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3월 27일

보도일자 3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백학림, 전병호, 한성룡, 

계응태, 김철만, 양형섭, 최영림, 이용무, 김윤혁,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3월 29일

보도일자 3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인도네시아 대통령 접견

발생일자 4월 3일

보도일자 4월 4일 로동신문

장소  공군사령부산하 서해지구 항공구락부 현지지도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발생일자 4월 4일

보도일자 4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임동원 특사 접견

동행인  김용순, 임동옥

발생일자 4월 10일

보도일자 4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가수 김연자 일행 접견

보도일자 4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인민무력부 선물관 시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윤심, 오금철,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정하철

발생일자 4월 11일

보도일자 4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34군부대 시찰

동행인  박기서,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장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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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4월 14일

보도일자 4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 90회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백학림, 전병호, 한성룡, 

계응태,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정하철, 김중린, 김기남, 

김용순, 이용무, 김익현, 이하일, 김윤혁, 박기서, 이종산, 김용연,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4월 15일

보도일자 4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이용무, 조명록

발생일자 4월 15일

보도일자 4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장 접견

동행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강석주, 장성택, 지재룡

발생일자 4월 16일

보도일자 4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강석주, 장성택, 지재룡,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4월 19일

보도일자 4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송암동굴 참관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4월 23일

보도일자 4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가무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 접견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강석주, 지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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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4월 23일

보도일자 4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가무단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4월 24일

보도일자 4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접견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생일 90돌 기념 및 조선인민군 창건 70돌 경축 노농적위대 열병식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전병호, 

연형묵, 한성룡, 계응태,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정하철, 

김중린, 김기남, 김용순, 이용무, 김익현, 이하일, 조창덕, 곽범기, 김윤혁, 

전재선, 장성우, 박기서, 이종산, 김용연,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4월 26일

보도일자 4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관람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백학림, 

전병호, 연형묵, 한성룡, 계응태,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정하철, 김중린, 김기남, 김용순, 이용무, 김익현, 이하일, 조창덕, 곽범기, 

김윤혁, 전재선, 장성우, 박기서, 이종산, 김용연,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4월 26일

보도일자 4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 접견

동행인  연형묵, 김국태, 김용순, 강석주, 지재룡, 정하철

발생일자 4월 26일

보도일자 4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연형묵, 김국태, 정하철, 김용순, 강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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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4월 29일

보도일자 4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총련 서만술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 접견

발생일자 5월 1일

보도일자 5월 2일 로동신문

장소  해군사령부 방문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장성택

발생일자 5월 4일

보도일자 5월 5일 로동신문

장소  베트남 주석 접견

발생일자 5월 9일

보도일자 5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공산당 대표단 접견

동행인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용순, 강석주, 장성택, 지재룡,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10일

보도일자 5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공산당 대표단 숙소 방문

동행인  최태복, 김용순, 강석주, 지재룡

발생일자 5월 13일

보도일자 5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박근혜 의원 접견

동행인  김용순, 김기남, 장성택, 임동옥

보도일자 5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58비행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보도일자 5월 20일 로동신문



120 1994~2008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장소  태천3호청년발전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보도일자 5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구성공작기계공장과 구성닭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6월 1일

보도일자 6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3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6월 2일

보도일자 6월 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극동군관구 대표단 접견

동행인  김영춘

발생일자 6월 3일

보도일자 6월 4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동포 정일심 접견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보도일자 6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양천사 방문(함경남도 고원군 소재)

발생일자 6월 4일~5일

보도일자 6월 6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남도 단천지구 광산들과 북청군내 협동농장 현지지도(검덕광산, 용양광산, 

대흥청년광산, 문화협동농장, 청흥협동농장)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주규창

발생일자 6월 6일

보도일자 6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56군부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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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6월 7일

보도일자 6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와 과학원 함흥분원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주규창

발생일자 6월 10일

보도일자 6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30군부대와 제549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6월 15일

보도일자 6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와 제583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중린, 김기남, 

김용순

보도일자 6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안주닭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이용철, 주규창,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6월 15일

보도일자 6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78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6월 17일

보도일자 6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대동강맥주공장과 평양일용품공장 칫솔직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일철, 김국태, 김기남, 이제강, 김히택,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6월 17일

보도일자 6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농장과 묘목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일철, 김국태, 김기남, 이제강, 김히택,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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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6월 28일

보도일자 6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 접견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최태복, 정하철, 지재룡

발생일자 6월 28일

보도일자 6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최태복,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김용순, 정하철

보도일자 7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44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7월 7일 로동신문

장소  고사포병군관학교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조선중앙년감 2003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발생일자 7월 18일

보도일자 7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발생일자 7월 19일

보도일자 7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삭주식료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발생일자 7월 26일

보도일자 7월 27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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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희천시내 공장, 기업소들 현지지도(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공작기계공장,  

2월26일공장, 3대혁명붉은기 희천일용품생산협동조합)

동행인  김국태, 이용철, 주규창

발생일자 7월 28일

보도일자 7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외무상 접견

동행인  강석주, 김용순, 김계관

발생일자 7월 28일

보도일자 7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이고리 이와노프 외무상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 관람

동행인  김국태, 정하철, 김용순, 강석주

발생일자 8월 15일

보도일자 8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국태, 김용순, 정하철, 김기남

발생일자 8월 15일

보도일자 8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8.15 대집단체조와《아리랑》결속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남,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양형섭,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용순, 

한성룡, 김중린, 김기남, 이용무, 최영림, 조창덕, 신일남, 김윤혁, 유미영

발생일자 8월 21일

보도일자 8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방문

동행인  김영춘, 연형묵, 김용순, 강석주, 박남기, 김용삼,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8월 22일

보도일자 8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방문

동행인  김영춘, 연형묵, 김용순, 강석주, 박남기, 김용삼, 장성택, 주규창, 박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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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8월 23일

보도일자 8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연방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봉

발생일자 8월 23일

보도일자 8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 함선 방문

발생일자 8월 23일~24일

보도일자 8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동행인  김영춘, 연형묵, 김용순, 강석주, 박남기, 김용삼, 장성택, 주규창, 박의춘

발생일자 8월 20일~24일

보도일자 8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

동행인  김영춘, 연형묵, 김용순, 강석주, 박남기, 김용삼, 장성택, 주규창

발생일자 9월 1일

보도일자 9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근위서울 류경수105탱크사단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9월 2일

보도일자 9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62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9월 4일

보도일자 9월 5일 로동신문

장소  국방위원회 주최 친선음악회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일철, 김국태, 정하철, 김중린,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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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9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이탈리아 국제대외교류재정그룹 이사회 대표단 접견

발생일자 9월 17일

보도일자 9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평양 회담

동행인  강석주

발생일자 10월 1일

보도일자 10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농장 현지지도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이제강

보도일자 10월 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내무성협주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 접견

동행인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보도일자 10월 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내무성협주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발생일자 10월 7일

보도일자 10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삼지연군의 건설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정하철,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최춘황,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8일

보도일자 10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대홍단군 현지지도

동행인  정하철,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최춘황,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8일

보도일자 10월 10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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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삼지연군 무봉노동자지구 현지지도

동행인  정하철,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최춘황,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14일

보도일자 10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10월 15일

보도일자 10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68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10월 16일

보도일자 10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협주단 공연 관람

동행인  정하철,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16일

보도일자 10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안변청년2호발전소와 박인철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양어장 현지지도

동행인  정하철,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17일

보도일자 10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남도내 여러 공장, 기업소들 현지지도(금진강발전소, 흥봉발전소의  

언제건설장, 6월1일청년전기기구공장, 함흥기초식품공장)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10월 18일

보도일자 10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36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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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0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6월4일차량공장과 금강원동기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최춘황

발생일자 10월 22일

보도일자 10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07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용무, 현철해, 이병삼,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10월 24일

보도일자 10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주규창, 김국태

발생일자 10월 25일

보도일자 10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창성군 현지지도(창성식료공장, 창성직물공장, 창성종이공장,  

금야2호발전소, 옥포협동농장 종합축산기지)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제강, 주규창

발생일자 11월 19일

보도일자 11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김일철, 이을설, 전병호, 최태복, 정하철, 김중린, 

연형묵, 김철만, 이용무, 이하일

발생일자 12월 3일

보도일자 12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06군부대 섬방어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발생일자 12월 11일

보도일자 12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5군부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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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발생일자 12월 18일

보도일자 12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개천-태성호 물길과 운곡지구 내남협동조합 현지지도

동행인  계응태,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운곡지구종합목장 비육소원종장 현지지도

동행인  계응태,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이용무, 이용철, 장성택,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2월 23일

보도일자 12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모스크바 유리 루즈꼬브 시장 접견

동행인  연형묵, 정하철, 강석주, 양만길, 지재룡, 궁석웅

발생일자 12월 27일

보도일자 12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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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17

계응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7

곽범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2

궁석웅 외무성 부상 1

김계관 외무성 부상 2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61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59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7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4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27

김용삼 철도상 4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37

김용연 조선인민군 차수 3

김윤심 조선인민군 상장 1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정무원 부총리 6

김익현 조선인민군 차수 3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25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9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5

김풍기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1

김히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

박기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4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5

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

박의춘 러시아연방주재 특명전권대사 2

v표 9v 2002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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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37

백학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인민보안상 3

신일남 내각 부총리 1

양만길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1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6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자강도당 책임
비서

13

오금철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상장 1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5

이명수 조선인민군 대장 26

이병삼 조선인민군 상장 1

이용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차수 11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9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7

이제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4

이종산 조선인민군 차수 3

이태남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1

이하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4

임동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

장성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차수 2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9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0

전재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2

정하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47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21

조창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4

주규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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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지재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13

최영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검찰소장 5

최춘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0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4

한성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7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38

홍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내각 총리 7

TOTAL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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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1월 4일

보도일자 1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월 17일

보도일자 1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60비행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1월 18일

보도일자 1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남도의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1월 20일

보도일자 1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백화원초대소에서 러시아 대통령 특사 로슈코프 외무성 부상 접견

동행인  강석주

발생일자 1월 23일

보도일자 1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30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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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301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기남, 김용순, 장성택, 김히택

발생일자 1월 31일

보도일자 2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4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2월 1일

보도일자 2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744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2월 1일

보도일자 2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음력설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2월 3일

보도일자 2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587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2월 10일

보도일자 2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후방군관학교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용순, 김기남, 장성택, 이제강, 최춘황

보도일자 2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박천군 상양리의 역사문화유적 심원사 시찰

동행인  김평해,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장성택, 이제강, 최춘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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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2월 12일

보도일자 2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대사관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축전·선물 전달 행사 참석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김국태, 김용순, 김기남, 강석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발생일자 2월 12일

보도일자 2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대사 주최 연회 초대

동행인  김영춘, 김국태, 김용순, 김기남, 강석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발생일자 4월 3일

보도일자 4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김형직군의대학 시찰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4월 4일

보도일자 4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297군부대와 제240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4월 10일

보도일자 4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87비행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4월 11일

보도일자 4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05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4월 12일

보도일자 4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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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4월 14일

보도일자 4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금야강발전소 건설장과 금야군 원료기지공장, 안불사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4월 15일

보도일자 4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 공장을 찾으시고 태양절을 맞는 영예군인들 축하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4월 15일

보도일자 4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대를 이어 부르는 조선의 노래》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보도일자 4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함흥시내 공장, 기업소들 현지지도(함흥실리케이트벽돌공장, 5월20일대성공장)

동행인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4월 20일

보도일자 4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연방 예술인들의 음악 무용 종합공연 관람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4월 20일

보도일자 4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연방예술단 단장들 접견

발생일자 4월 27일

보도일자 4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09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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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4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87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4월 28일

보도일자 4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18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발생일자 5월 1일

보도일자 5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824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5월 5일

보도일자 5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97군부대산하 공장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김윤심,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5월 5일

보도일자 5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인민장병들과 함께 경희극《철령》관람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김윤심, 현철해, 박재경,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발생일자 5월 13일

보도일자 5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발굴한 구슬폭포와 비단폭포, 6담 관람

동행인  이용철, 이제강, 최춘황

발생일자 5월 13일

보도일자 5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협주단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차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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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5월 16일

보도일자 5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841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5월 18일

보도일자 5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88군부대와 제53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제강,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5월 19일

보도일자 5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92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발생일자 5월 20일

보도일자 5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62군부대와 제671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5월 23일

보도일자 5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973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5월 28일

보도일자 5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388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5월 29일

보도일자 5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74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5월 30일

보도일자 5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34군부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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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6월 1일

보도일자 6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716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6월 4일

보도일자 6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농장과 염소종축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발생일자 6월 9일

보도일자 6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855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6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장수산유원지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김용순, 이용철,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6월 10일

보도일자 6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나효진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의 양어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6월 13일

보도일자 6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리 염소종축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김용순

발생일자 6월 17일

보도일자 6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남도 계남목장 현지지도

동행인  이용철, 이제강, 문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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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6월 18일

보도일자 6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에서 건설한 발전소와 군부대 직속중대들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발생일자 6월 20일

보도일자 6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63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발생일자 6월 29일

보도일자 6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에서 창조한 합창조곡《선군장정의 길》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정하철

보도일자 7월 6일 로동신문

장소  강계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강계객주집, 흥주청년2호발전소건설장,  

강계기초식품공장, 흥주닭공장, 강계토끼종축장, 2중영예의 붉은기영웅강

계장자산제1중학교)

동행인  연형묵, 김국태, 장성택, 최춘황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8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사망 9주기를 맞아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보도일자 7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54군부대 시찰

발생일자 7월 14일

보도일자 7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정부특사 대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 접견

동행인  강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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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7월 16일

보도일자 7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64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7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81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7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어랑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영춘, 이용철, 최춘황

보도일자 7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92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7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75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8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69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8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 직속중대와 4월16일염소목장 시찰

보도일자 8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 직속중대와 제287군부대 직속중대 시찰

발생일자 8월 3일

보도일자 8월 4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참가

동행인  김영춘, 현철해,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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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8월 6일 로동신문

장소  평양시내 경공업공장들 현지지도(평양화장품공장, 선교편직공장)

동행인  최춘황, 김히택

발생일자 8월 20일

보도일자 8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인민해방군 고위군사대표단 접견

발생일자 9월 3일

보도일자 9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 참가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연형묵, 

한성룡, 계응태, 이용무, 이을설, 백학림, 김철만, 양형섭, 최태복

발생일자 9월 9일

보도일자 9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공화국 창건 55돌 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박성철, 김영주,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이용무, 

전병호, 한성룡, 계응태,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김국태, 정하철, 김중린, 

장성우, 곽범기, 노두철, 전승훈, 김윤혁, 이을설, 백학림, 김익현, 이종산, 

김용연, 이하일, 박기서, 전재선,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9월 9일

보도일자 9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연방 극동지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폴리콥스키 접견

보도일자 10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농장 부문 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박남기, 문명언, 최춘황

보도일자 10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관하 박경석영웅중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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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0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94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최춘황

보도일자 10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70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최춘황

보도일자 10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02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보도일자 10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85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발생일자 10월 30일

보도일자 10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오방국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국가대표단 접견

동행인  강석주

보도일자 12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12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14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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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2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292군부대, 제1701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76군부대직속 2중대3대혁명붉은기중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993군부대, 금성친위 제138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1925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1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의 발전소건설사업 현지지도(고치강혁명사적지, 은흥청년발전소, 

태천4호발전소건설장)

보도일자 12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106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12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남도 계남목장 현지지도

동행인  이용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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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5

계응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

곽범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1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7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20

김기선 조선인민군 대장 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1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24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7

김용연 조선인민군 차수 1

김윤심 조선인민군 대장 2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정무원 부총리 1

김익현 조선인민군 차수 1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13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2

김평해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1

김히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

노두철 내각 부총리 1

문명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2

박기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1

박봉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총리 1

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32

v표 10v 2003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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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백학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인민보안상 2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2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강도당 
책임비서

4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1

이명수 조선인민군 대장 31

이용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차수 3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0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2

이제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5

이종산 조선인민군 차수 1

이하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

장성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차수 1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3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

전승훈 내각 부총리 1

전재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

정하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2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4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1

최춘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4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2

한성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36

홍성남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1

TOTAL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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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보도일자 1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건설하고 있는 식료가공공장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최춘황

보도일자 1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428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1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4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발생일자 1월 19일

보도일자 1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 접견

동행인  지재룡

보도일자 1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44군부대 시찰

동행인  연형묵,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1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93군부대 시찰

동행인  연형묵,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2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14군부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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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2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28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보도일자 2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162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이용철

보도일자 2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549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이용철

발생일자 2월 17일

보도일자 2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단장 접견

발생일자 2월 17일

보도일자 2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연형묵

보도일자 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1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3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52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3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72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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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3월 11일

보도일자 3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내무성협주단 단장 접견

발생일자 3월 11일

보도일자 3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내무성협주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보도일자 3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 오리공장과 양어장 시찰

동행인  이명수, 박재경, 현철해, 이용철

보도일자 3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남도의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이용무,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이병삼

발생일자 3월 24일

보도일자 3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이조성 외교부장 접견

동행인  강석주

보도일자 3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16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3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979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4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056군부대직속 2중대3대혁명붉은기여성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2004

151

보도일자 4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의 7월18일소목장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4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05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4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80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4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56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보도일자 4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 훈련참관(조선인민군 제297군부대관하 중대)

동행인  이용철

보도일자 4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이용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4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344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오금철

보도일자 4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협주단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오금철, 김영춘

발생일자 4월 19일~21일

보도일자 4월 23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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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중국 비공식 방문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연형묵, 강석주

보도일자 5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302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5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33군부대 직속중대 시찰

보도일자 5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제630군부대, 제604군부대, 제233군부대, 공군사령부, 제966군부대, 

제337군부대)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오금철, 이용철, 이재일

보도일자 5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주규창, 문명언

발생일자 5월 22일

보도일자 5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일본 고이즈미 총리 상봉과 회담

동행인  강석주

보도일자 6월 2일 로동신문

장소  구성공작기계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박남기, 주규창, 현철해, 박재경, 김평해

보도일자 6월 4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청천강기계공장 현지지도

보도일자 6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52군부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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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6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69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6월 11일

보도일자 6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내무성협주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김기남

발생일자 6월 11일

보도일자 6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내무성협주단 단장 접견

보도일자 6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7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6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왕재산경음악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기남

보도일자 6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6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민족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지지도(민속음식품평회장)

동행인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발생일자 7월 2일

보도일자 7월 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단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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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7월 2일

보도일자 7월 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정하철, 김기남

발생일자 7월 5일

보도일자 7월 6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세르게이 윅토르비치 라브로브 외무상 접견

동행인  강석주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8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사망 10돌 즈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이을설, 백학림, 김익현, 이종산, 김용연, 

장성우, 이하일, 박기서, 전재선, 김영남, 박봉주, 전병호, 한성룡, 계응태, 

최태복, 양형섭, 김철만, 김국태, 정하철, 김중린, 김기남, 곽범기, 노두철, 

전승훈, 김윤혁, 김영대, 유미영, 김경호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사망 10돌 추모대회 참석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이을설, 백학림, 김익현, 이종산, 김용연, 

장성우, 이하일, 박기서, 전재선, 김영남, 박봉주, 전병호, 한성룡, 계응태, 

최태복, 양형섭, 김철만, 김국태, 정하철, 김중린, 김기남, 곽범기, 노두철, 

전승훈, 김윤혁, 김영대, 유미영, 김경호

보도일자 7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63군부대 방문

보도일자 7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보도일자 7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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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7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발생일자 7월 31일

보도일자 8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캄보디아 시하누크 국왕 숙소 방문

보도일자 8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882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8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39군부대 후방기지들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8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관하 병원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8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58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8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116호농장 시찰

동행인  연형묵,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이제강, 이재일

보도일자 8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156 1994~2008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보도일자 9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6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9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33군부대관하 신입병사훈련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발생일자 9월 12일

보도일자 9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 접견

동행인  강석주

발생일자 9월 12일

보도일자 9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예술단 공연 관람

동행인  연형묵, 김기남, 강석주

발생일자 9월 13일

보도일자 9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연방 연방평의회의장 접견

동행인  강석주

보도일자 9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알렉산드로프명칭 러시아군대 아카데미협주단 총인솔자와 협주단 단장 접견

보도일자 9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알렉산드로프명칭 러시아군대 아카데미협주단 공연 관람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연형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보도일자 9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다수확품종품평회장 참관 및 농업부문사업 현지지도

동행인  박봉주, 연형묵, 김국태, 김기남, 박남기,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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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10월 3일

보도일자 10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상해소년예술단 단장 접견

발생일자 10월 3일

보도일자 10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상해소년예술단 초대공연 관람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김기남, 강석주, 이광호, 김경호

보도일자 10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734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0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용지오리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김기남, 박남기, 이용철,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0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2623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10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447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10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404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보도일자 11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56군부대 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1월 17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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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선인민군 제754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1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266운수구분대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1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직속중대들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김국태, 김기남

보도일자 11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875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보도일자 12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건설된 도자기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박남기, 주규창

보도일자 12월 4일 로동신문

장소  국립교향악단의 교향조곡《선군장정의 길》공연 관람

동행인  김기남, 김국태, 차승수, 이광호, 이재일

보도일자 12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848군부대관하 2중3대혁명붉은기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854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15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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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2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어랑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홍석형

보도일자 12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홍석형

보도일자 12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칠보산유원지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홍석형

보도일자 12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48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예술단 공연 관람

동행인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보도일자 12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41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6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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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8

계응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

곽범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2

김경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3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1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8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2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22

김용연 조선인민군 차수 2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정무원 부총리 2

김익현 조선인민군 차수 2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6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2

김평해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1

노두철 내각 부총리 2

문명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1

박기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2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4

박봉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총리 7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51

백학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2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2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강도당 
책임비서

8

오금철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상장 3

v표 11v 2004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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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2

이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2

이명수 조선인민군 대장 47

이병삼 조선인민군 상장 1

이용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차수 3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35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2

이재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3

이제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

이종산 조선인민군 차수 2

이하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2

장성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차수 2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3

전승훈 내각 부총리 2

전재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2

정하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5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3

주규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3

지재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1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1

최춘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4

한성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55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3

TOTAL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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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그림 11v 2004년 인명별 빈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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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보도일자 1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625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북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전병호, 이용철, 주규창, 김평해

보도일자 1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9월제철종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전병호, 이용철, 주규창, 김평해

보도일자 1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전병호, 이용철, 주규창, 김평해

보도일자 1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29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47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66군부대 돼지공장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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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선군혁명총진군대회 참가자 접견, 축하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정하철, 최영림

발생일자 2월 17일

보도일자 2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러시아 베로즈카무용단 단장 접견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최태복, 김기남, 강석주

발생일자 2월 17일

보도일자 2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러시아 베로즈카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최태복, 김기남, 강석주

발생일자 2월 21일

보도일자 2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일행 접견

동행인 강석주

보도일자 3월 1일 로동신문

장소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

동행인 박봉주,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보도일자 3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박봉주, 김일철, 김국태, 김기남

발생일자 3월 8일

보도일자 3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주북 러시아대사관 방문 및 러시아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 기념메달 수상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연형묵, 김기남, 강석주

보도일자 4월 7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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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선인민군 근위 제487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4월 7일

보도일자 4월 8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된 러시아 대통령악단 공연 관람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김기남, 강석주

보도일자 4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37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4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경희극《우리》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김기남

발생일자 4월 11일

보도일자 4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회의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연형묵, 이용무, 양형섭, 

김영대, 유미영, 문일봉

발생일자 4월 14일

보도일자 4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중국 항주 가무단 공연 관람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강석주

발생일자 4월 16일

보도일자 4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예술단 합동공연 관람

동행인 김일철, 최태복, 김기남, 강석주

보도일자 4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040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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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이용철

보도일자 4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20군부대 직속 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이용철

보도일자 4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18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보도일자 4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015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보도일자 4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313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건군절 즈음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4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전선동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김영춘, 박재경

보도일자 5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제8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93군부대와  

제529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김기남,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5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제8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와  

제572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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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전병호, 최태복,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5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제8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26군부대와  

제583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최태복, 김기남, 이재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5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70군부대관하 여성대대 시찰

발생일자 5월 26일

보도일자 5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보도일자 5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394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5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05군부대관하 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5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407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6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71군부대관하 3대혁명붉은기중대 시찰

보도일자 6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78군부대관하 3대혁명붉은기여성중대 시찰

보도일자 6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92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6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4.25예술영화촬영소 제작 경희극《생명》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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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김기남

발생일자 6월 17일

보도일자 6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정동영 통일부장관 접견 및 면담

동행인 임동옥

발생일자 6월 17일

보도일자 6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6.15 공동선언 5주년 대표단 중 남북정상회담 참석자들과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장로) 접견

동행인 임동옥

발생일자 7월 4일

보도일자 7월 6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강석주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8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 사망 11돌 즈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연형묵, 김영춘, 김일철

발생일자 7월 13일

보도일자 7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호금도 주석 특별대표 접견

동행인 김양건

보도일자 7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김윤규 부회장 접견

동행인 임동옥

보도일자 7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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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이재일

보도일자 7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937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황병서

보도일자 7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8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이용철, 황병서

보도일자 7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65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황병서

보도일자 7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원산만제염소 현지지도

동행인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7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87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보도일자 7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03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8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전선중부 대연합부대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615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8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28군부대 직속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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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8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연방 극동지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접견

동행인 박봉주, 김일철, 연형묵, 최태복, 김양건, 김용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8월 15일

보도일자 8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노병국회의원 대표단 접견

동행인 박봉주, 김일철, 연형묵, 최태복, 김양건, 김용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8월 15일

보도일자 8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베로즈카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박봉주, 김일철, 연형묵, 최태복, 김양건, 김용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8월 15일

보도일자 8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미국신문 워싱턴타임즈 사장 접견

동행인 박봉주, 김일철, 연형묵, 최태복, 김양건, 김용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8월 16일

보도일자 8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관람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최태복, 양형섭, 김철만, 

김국태, 정하철, 김중린, 최영림, 곽범기, 노두철, 전승훈, 이을설, 김익현, 

이종산, 김용연, 이하일, 박기서, 전재선, 장성우, 김영대, 유미영

보도일자 9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116호농장 시찰

동행인 박봉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경식

보도일자 9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92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2005

171

보도일자 9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652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9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 운영 4월16일염소목장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9월 6일 로동신문

장소 황해북도 미루벌 현지지도

동행인 이용철, 이재일

보도일자 9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개건된 광포오리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보도일자 9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단천내화물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보도일자 9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와 흥남제약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박봉주, 김국태, 김기남, 박남기, 주규창, 이재일

보도일자 9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박봉주, 김국태, 김기남, 박남기, 주규창, 이재일

보도일자 9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개건되고 있는 모란봉극장 현지지도

동행인 박봉주,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이재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9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30군부대와 제526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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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박봉주, 김일철,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이재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9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16군부대 직속중대와 제966군부대의 발전소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9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66군부대와 제337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김일철,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이용철, 이재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2일

보도일자 10월 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내무성협주단 공연 관람

동행인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강석주

보도일자 10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완공된 대안친선유리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박봉주, 박남기, 이재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8일

보도일자 10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정부대표단 접견

동행인 강석주, 김양건

발생일자 10월 9일

보도일자 10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연방 극동지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접견

동행인 강석주

발생일자 10월 9일

보도일자 10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국무원 오의 부총리 일행과 대안친선유리공장 준공식 참석

동행인 김영남, 박봉주, 김일철, 최태복, 양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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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10월 9일

보도일자 10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극동국립종합대학의 법학명예박사 칭호 수여식 참석

동행인 강석주

발생일자 10월 9일

보도일자 10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당창건 6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 및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연형묵, 이용무, 최태복, 

양형섭, 홍성남, 홍석형, 최영림, 김국태, 김기남, 정하철, 김중린,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당창건 60돌 경축 열병식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전병호, 이용무,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철만, 김국태, 김기남, 정하철, 김중린, 홍성남, 홍석형,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당창건 60돌 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홰불행진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전병호, 이용무,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철만, 김국태, 김기남, 정하철, 김중린, 홍성남, 홍석형,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10월 14일

보도일자 10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인도네시아공화국 전 대통령인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메가와티 총위원장 접견

동행인 강석주

보도일자 10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여성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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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0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발생일자 10월 23일

보도일자 10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연형묵(국방위 부위원장) 영구 조문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박봉주, 김일철, 전병호, 이용무

발생일자 10월 28일

보도일자 10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호금도 주석 영접

동행인  김영남, 박봉주, 김일철, 최태복, 김기남, 양형섭, 백남순, 강석주, 박남기, 

김양건, 노두철, 임경만, 최진수

발생일자 10월 28일

보도일자 10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호금도 주석과 확대 회담

동행인 박봉주, 최태복, 강석주, 박남기, 김양건, 임경만, 김태종, 최진수

발생일자 10월 28일

보도일자 10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호금도 주석과 경제기술협조 협정 조인식

동행인 박봉주, 최태복, 강석주, 박남기, 김양건, 임경만, 김태종, 최진수

발생일자 10월 29일

보도일자 10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호금도 주석과 대안친선유리공장 참관

동행인 박봉주, 최태복, 강석주, 동정호, 김태종

발생일자 10월 29일

보도일자 10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호금도 주석과《아리랑》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남, 박봉주, 김일철, 최태복, 강석주, 김양건, 임경만, 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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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10월 30일

보도일자 10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호금도 주석 환송

동행인 김영남, 박봉주, 김일철, 최태복, 김기남, 양형섭, 백남순, 최진수, 강석주

보도일자 11월 1일 로동신문

장소  평양시내 공업부문 사업 현지지도(평양326전선공장, 평양승강기공장,  

평양자전거합영공장)

동행인 박봉주, 박남기, 이재일

보도일자 11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115호오리공장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건설된 내평2호군민발전소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47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02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37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88군부대관하 3대혁명붉은기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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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1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302군부대관하 2중3대혁명붉은기여성중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87군부대 직속중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023군부대관하 3대혁명붉은기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38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56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15군부대 직속중대 시찰(밤나무골혁명사적지)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81군부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38군부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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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4일 로동신문

장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 현지지도

보도일자 12월 5일 로동신문

장소 백마-철산물길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재일

보도일자 12월 6일 로동신문

장소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북중전극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재일, 김평해

보도일자 12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44군부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833군부대관하 여성중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191군부대관하 3대혁명붉은기중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67군부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영남배수리공장에 새로 건설된 2호도크 현지지도

동행인 박봉주, 김영일A

보도일자 12월 16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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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용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직장들 현지지도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이재일,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예술공연《내 나라의 푸른 하늘》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보도일자 12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46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 직속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돼지원종장과 육류냉동고 현지지도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김국태, 김기남

보도일자 12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651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53연합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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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19

곽범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1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22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32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 국방위원회 참사 1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11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5

김영일A 육해운상 1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22

김용삼 철도상 4

김용연 조선인민군 차수 1

김익현 조선인민군 차수 1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27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6

김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3

김태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3

김평해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4

노두철 내각 부총리 2

동정호 건설건재공업상 1

문일봉 재정상 1

박기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9

박봉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총리 35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46

백남순 외무상 2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8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강도당 
책임비서

13

v표 12v 2005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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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5

이경식 농업상 1

이명수 조선인민군 대장 45

이용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차수 6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0

이을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

이재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26

이종산 조선인민군 차수 1

이하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

임경만 무역상 4

임동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3

장성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차수 1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1

전승훈 내각 부총리 1

전재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차수 1

정하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5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7

주규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5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5

최진수 중국주재 특명전권대사 5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26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45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3

홍성남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3

황병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31

TOTAL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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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그림 12v 2005년 인명별 빈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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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보도일자 1월 5일 로동신문

장소 김책공업종합대학내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과 체육관 현지지도

동행인 박봉주, 최태복, 박남기, 이광호, 이재일

보도일자 1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의 뛰어난 재간둥이들 접견

동행인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영춘, 김일철

보도일자 1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신년 경축공연《내 나라의 푸른 하늘》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발생일자 1월 10일~18일

보도일자 1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중부와 남부지역을 비공식 방문

동행인 박봉주, 강석주, 박남기, 이광호, 노두철

보도일자 1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32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황병서

발생일자 1월 28일 

보도일자 1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음력설 즈음 경축공연《내 나라의 푸른 하늘》관람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양형섭, 

강석주, 노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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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월 5일 로동신문

장소  강계시의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강계목재가공공장, 강계고려약가공공장, 

중앙은행 자강도지점, 흥주닭공장)

동행인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보도일자 2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687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이재일, 황병서

발생일자 2월 15일

보도일자 조선중앙년감 2007

장소 러시아연방 국방성 중앙군악단 공연 관람

동행인 박봉주, 김영춘, 김일철, 최태복,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보도일자 2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보도일자 2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20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26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2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문천금강제련소 현지지도

동행인 이재일, 김동운

보도일자 3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522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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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3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991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3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삼지연읍 문화체육 및 급양시설 현지지도

동행인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3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삼수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동행인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3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전방지휘소 시찰

동행인 김영춘 

보도일자 3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4군부대관하 여성구분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3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04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3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435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3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236신입병사양성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3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406군부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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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4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관하 포병중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4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92군부대관하 3대혁명붉은기여성중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4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04군부대관하 탱크장갑차운전원양성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4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05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4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814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오금철

보도일자 4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406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4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60군부대 직속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4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96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재일, 황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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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0군부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5월 8일 로동신문

장소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국태, 김기남

발생일자 5월 8일

보도일자 5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캄보디아 시하누크 국왕 접견

보도일자 5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110호돼지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5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건설된 평양음악대학 현지지도

동행인 박봉주, 이용철, 이재일

보도일자 5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38군부대관하 여성중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5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5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891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5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464군부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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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발생일자 5월 18일

보도일자 5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제9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762군부대와  

제32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이제강, 이재일, 차승수, 김기룡

보도일자 5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제9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488군부대와  

제53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이제강, 이재일, 차승수, 김기룡

보도일자 5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49대연합부대관하 지휘관양성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5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94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5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제9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287군부대와  

제567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이제강, 이재일, 김양건

발생일자 5월 25일

보도일자 5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양건

보도일자 5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797군부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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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5월 29일

보도일자 5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5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15군부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보도일자 6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318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보도일자 6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94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6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269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6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관하 청년일군양성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황병서

보도일자 6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이용철, 황병서

보도일자 6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725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6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970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6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정일만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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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6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6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47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6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57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6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87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6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401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6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15군부대 직속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6월 25일

보도일자 6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춘, 김기남

보도일자 6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92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보도일자 6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3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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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7월 4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최태복, 김기남

보도일자 7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건설된 평양대성타이어공장 현지지도

보도일자 8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의 축산기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제강,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8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제강, 이재일

보도일자 8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1643군부대의 축산기지 시찰

보도일자 8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직속중대 시찰

보도일자 9월 4일 로동신문

장소 구성공작기계공장과 구성닭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이재일

보도일자 9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824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이재일

보도일자 9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금야강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이재일

보도일자 9월 13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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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선인민군 제8211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이재일

보도일자 9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금강산 현지지도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0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 접견

동행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보도일자 10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0돌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협주단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김기남, 이용철, 장성택, 이제강, 이재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발생일자 10월 19일 

보도일자 10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호금도주석 특별대표인 중국 국무원 당가선 국무위원 접견

동행인 강석주, 김계관, 김영일B

보도일자 11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12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95군부대관하 3중3대혁명붉은기 여성해안포중대 시찰

동행인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건설된 원산목장 현지지도

보도일자 11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장성택, 이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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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1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함흥화학공업대학 현지지도

동행인 홍성남, 김풍기, 김기남, 박남기, 장성택, 이재일

보도일자 11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금진강흥봉청년발전소 현지지도

동행인 홍성남, 김풍기, 김기남, 박남기, 장성택, 이재일

보도일자 11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정평군의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금진강구창발전소건설장, 광포오리공장)

동행인 홍성남, 김풍기, 김기남, 박남기, 장성택, 이재일

보도일자 11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

동행인 이용철, 이제강, 이재일,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1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24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11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74부대관하 3대혁명붉은기여성중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보도일자 12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예성강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보도일자 12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2군부대 훈련장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마을 현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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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2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13군부대관하 2중3대혁명붉은기 조영호영웅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993군부대관하 여성대대 시찰

보도일자 12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근위서울 류경수105탱크사단 직속구분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46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황병서

보도일자 1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34군부대 지휘부 시찰

보도일자 12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지휘부 시찰

보도일자 12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993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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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4

김계관 외무성 부상 1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4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5

김기룡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2

김동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 국방위원회 참사 2

김영일B 외무성 부상 1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9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6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

김풍기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3

노두철 내각 부총리 2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6

박봉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총리 5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42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2

오금철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상장 1

이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2

이명수 조선인민군 대장 42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7

이재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28

이제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7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7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1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1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2

v표 13v 2006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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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6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42

홍성남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3

황병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42

TOTAL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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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그림 13v 2006년 인명별 빈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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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월 1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보도일자 1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의 신년경축공연 관람

보도일자 1월 7일 로동신문

장소 동평양대극장 방문 및 만수대예술단 신년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남, 김일철,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보도일자 1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93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강동윤, 황병서

보도일자 1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98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강동윤, 황병서, 최부일

보도일자 1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희천시내 공장들 현지지도(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도자기공장, 희천공작 

기계공장)

동행인 박도춘, 박남기, 이재일

보도일자 1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태천4호청년발전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평해, 박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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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청진광산금속대학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홍석형

보도일자 2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청진시내의 혁명사적사업 현지지도(함경북도 김일성혁명사적관내 구호문헌

교양실, 말음혁명사적지)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홍석형

보도일자 2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청진기초식품공장과 새로 건설된 군민발전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홍석형

보도일자 2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어랑천1호발전소와 장연호양어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홍석형

발생일자 3월 4일 

보도일자 3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대사관 방문

동행인 김기남, 강석주, 이용철, 김양건, 김정각, 현철해, 최부일, 김영일B, 박경선

보도일자 3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예술공연《내 나라의 푸른 하늘》관람(여명편)

동행인 최태복, 김중린, 김기남, 김일철

보도일자 3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평해, 박남기, 이재일

보도일자 3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근위서울 류경수105탱크사단 지휘부 시찰

동행인 이용철, 이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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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3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이재일, 황병서

보도일자 3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인민예술가 장용식 창작음악회 공연 관람

발생일자 4월 11일 

보도일자 4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회의 참석

동행인 김영남, 김일철

보도일자 4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격식, 김윤심, 이명수, 현철해, 이용철, 이재일

보도일자 4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1637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격식, 김윤심, 이명수, 현철해, 이용철, 이재일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창건 75돌 즈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김영남, 김영일A, 김격식, 김영춘, 이용무, 김일철, 양형섭, 최영림, 전병호,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곽범기, 노두철, 최태복

발생일자 4월 25일

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창건 75돌 경축 열병식 참석

동행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일A, 김격식, 김영춘, 이용무, 김일철, 양형섭, 최영림, 

전병호,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곽범기, 노두철, 최태복, 김영대, 유미영

발생일자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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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4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남, 김영일A, 김격식, 김영춘, 이용무, 김일철, 양형섭, 최영림, 전병호,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곽범기, 노두철, 최태복

보도일자 5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67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김명국, 강동윤

보도일자 5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77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김명국, 강동윤

보도일자 6월 2일 로동신문

장소  강계시의 공장, 기업소들 현지지도(흥주청년2호발전소, 강계포도술공장,  

강계오리공장, 강계시 야경)

동행인 김기남, 박도춘

보도일자 6월 3일 로동신문

장소  강계시내 혁명사적부문 사업 현지지도(유동혁명사적지, 김일성혁명사적관, 

자강도예술선전대 공연)

동행인 김기남, 박도춘

보도일자 6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0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제313군부대, 제757군부대, 제593군부대)

동행인 김영춘, 김일철, 김격식,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강석주

보도일자 6월 8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북중기계연합기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용천군 신암협동농장)

동행인 김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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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6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0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부대들의 

예술공연 관람(제572군부대, 제564군부대, 제966군부대, 제264군부대,  

제526군부대, 제233군부대)

동행인 이명수, 현철해, 이용철

발생일자 6월 25일

보도일자 6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기남, 이용철, 박경선, 이명수, 현철해, 정태근

발생일자 7월 3일

보도일자 7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외교부장 일행 접견

동행인 강석주

발생일자 7월 26일

보도일자 7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베로즈카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기남, 홍성남, 김풍기

발생일자 7월 29일

보도일자 7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남도 함주군 추상협동농장에서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투표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보도일자 8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318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황병서, 김승연

보도일자 8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64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황병서, 김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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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8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6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73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5일 로동신문

장소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박남기, 홍석형

보도일자 8월 6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북도 인민병원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홍석형

보도일자 8월 7일 로동신문

장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박남기, 홍석형

보도일자 8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홍석형

보도일자 8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56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보도일자 8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박남기, 홍성남

보도일자 8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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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홍성남

보도일자 8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함흥목제품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홍성남

보도일자 8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정광사 방문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보도일자 8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286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8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현지지도(함경남도예술단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김기남, 홍성남

보도일자 8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단천광산기계공장과 단천제련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홍성남, 박남기

보도일자 8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공장기동예술선동대 사업 현지지도(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대안중기계연합

기업소, 담배연합기업소)

동행인 김기남, 강능수, 이재일

보도일자 8월 24일 로동신문

장소 미술창작사업 현지지도(만수대창작사, 평양미술대학)

동행인 김기남, 강능수, 이재일

보도일자 9월 2일 로동신문

장소 만포시내 공장, 기업소들 현지지도(압록강타이어공장, 만포제련소)

동행인 박도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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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9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성간군과 전천군의 여러 단위들 현지지도(2월제강종합기업소, 전천착암기공장, 

전천상업관리소)

동행인 박도춘

보도일자 9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김기남, 김양건, 현철해, 김명국, 이명수, 윤정린

보도일자 9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최태복, 김기남, 강석주, 장성택, 박경선,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9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의 축산기지 시찰

동행인 장성택, 황병서, 현철해, 이명수

발생일자 10월 2일

보도일자 10월 3일 로동신문

장소 노무현 대통령 영접

동행인 김영일A, 김일철, 최태복, 김기남, 양형섭, 김영대, 강석주

발생일자 10월 3일

보도일자 10월 4일 로동신문

장소 백화원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발생일자 10월 4일

보도일자 10월 5일 로동신문

장소 노무현대통령과‘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

동행인 김영일A, 김일철, 김양건

발생일자 10월 10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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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아리랑》공연 관람

동행인  김영남, 김영일A, 이용무, 김격식, 김일철, 최태복,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양형섭, 김영대, 김정각, 최영림

발생일자 10월 16일

보도일자 10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베트남 공산당 농 득 마잉 총비서 영접

동행인 김영남, 김영일A, 김일철, 김정각,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발생일자 10월 17일

보도일자 10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와 단독 정상회담

발생일자 10월 18일

보도일자 10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환송

동행인 김영일A, 김일철, 김정각,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발생일자 10월 18일

보도일자 10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60돌 행사 참가자 접견

동행인 김격식, 김일철, 김정각, 최영림, 홍석형, 태종수

발생일자 10월 30일

보도일자 10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공산당 중앙위 서기처 서기 겸 선전부장 접견

동행인 강석주, 김양건, 지재룡, 박경선

발생일자 11월 2일

보도일자 11월 3일 로동신문

장소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일행 접견 및 담화

동행인 김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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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1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1차 군무자예술축전 참가 군인들의 공연 관람(제775군부대

관하 중대, 제176군부대관하 중대)

동행인 김격식, 김일철, 김정각, 현철해, 정태근

보도일자 11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1차 군무자예술축전 참가 군인들의 공연 관람(제682군부대

관하 중대, 제3993군부대관하 중대)

동행인 현철해, 정태근

보도일자 11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79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이용철

보도일자 11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27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이용철

보도일자 11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291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최부일, 이용철

보도일자 11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1차 군무자예술축전 참가 군인들의 공연 관람(제1912군부대

관하 중대, 제985군부대관하 중대)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윤정린

보도일자 11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원산청년발전소 언제건설장 시찰

동행인 이제강, 이재일,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1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97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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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1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874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12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59군부대 시찰(제169군부대의 발전소)

보도일자 12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378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7일 로동신문

장소  군대에서 운영하는 여러 생산단위들 시찰(제1596군부대산하 목화농장,  

목화가공공장, 종합건재공장의 제품전시장)

동행인 김기남, 장성택, 이용철, 이재일,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55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917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925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701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76군부대 직속중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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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15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2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189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새로 건설 및 개건된 돼지공장들 시찰

동행인 박남기, 이용철, 이재일, 현철해,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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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능수 문화상, 조선공보위원회 위원장 2

강동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선인민군 상장 4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8

곽범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3

김격식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대장 9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6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31

김명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3

김승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2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선전부 부장, 국방위원회 참사 5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7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3

김영일A 내각 총리 8

김영일B 외무성 부상 1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4

김윤심 조선인민군 대장 2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14

김정각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6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6

김평해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3

김풍기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1

노두철 내각 부총리 3

박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4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17

박도춘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5

v표 14v 2007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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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대장 2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8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1

윤정린 조선인민군 상장 2

이명수 조선인민군 대장 27

이용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차수 4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1

이재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11

이제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3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3

정태근 조선인민군 중장 3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1

지재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1

최부일 조선인민군 상장 3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6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9

태종수 내각 부총리 1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32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

홍성남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6

황병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6

TOTAL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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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보도일자 1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예성강발전소 건설장 시찰

동행인 최용해, 이용철,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76군부대 시찰

동행인 이용철,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월 22일 로동신문

장소 제18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출품 프로그램 관람

동행인 최태복, 김기남, 이광호, 장성택, 주규창

보도일자 1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강계닭공장과 강계돼지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도춘

보도일자 1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장강군의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장강버섯공장, 장강식료공장, 장강토끼

종축장, 장강읍 부감 자강도 개최 사진전시회 관람)

동행인 김기남, 박도춘

보도일자 1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3월5일청년광산 현지지도

동행인 박도춘

발생일자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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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표단 접견

동행인 강석주

보도일자 2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75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2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76군부대관하 대대들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발생일자 3월 1일

보도일자 3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주북 중국대사관 방문

동행인 김격식, 김정각, 강석주, 김양건, 박경선, 지재룡, 김영일B

보도일자 3월 9일 로동신문

장소 3.8국제부녀절 즈음 경축공연 관람

동행인  김격식, 김일철, 최태복,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양형섭, 김정각, 최영림, 

박순희

보도일자 4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보도일자 4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76군부대관하 신입병사훈련구분대 시찰

보도일자 4월 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93군부대 직속중대 시찰

보도일자 4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해군 제152군부대 지휘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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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4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관하 포중대 시찰

보도일자 4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37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김격식, 김정각, 현철해, 김명국

보도일자 4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김격식, 김일철, 김정각

보도일자 5월 2일 로동신문

장소 5.1절 즈음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장성택, 김양건, 현철해, 김명국, 이명수

보도일자 5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20군부대 직속중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5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409군부대관하 중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5월 5일 로동신문 

장소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

보도일자 5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105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5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51군부대 지휘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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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5월 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27군부대 지휘부 시찰 

보도일자 5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45군부대 지휘부 시찰

보도일자 5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청진염소목장과 청진수지관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홍석형, 김기남

보도일자 5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경성도자기공장과 온포휴양소 현지지도

동행인 홍석형, 김기남

보도일자 5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길주군과 김책시의 여러 단위들 현지지도(길주농장, 김책대흥수산기업소, 

북관대첩비 참관)

동행인 홍석형, 김기남

보도일자 5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기 제1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

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제963군부대, 제966군부대, 제233군부대)

동행인 김격식, 김정각, 김기남, 장성택

보도일자 5월 2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 직속구분대 시찰

보도일자 5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727사관양성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5월 2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36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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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5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보도일자 5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와 제604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보도일자 5월 30일 로동신문

장소 함흥의과대학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보도일자 5월 31일 로동신문

장소 백운산유원지 현지지도(함경남도 영광 용흥사)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보도일자 6월 1일 로동신문

장소 흥남제련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박남기

보도일자 6월 6일 로동신문

장소  평양시의 개건된 문화 및 급양봉사기지들 현지지도(대동문영화관, 옥류관, 

청류관)

동행인 김기남, 장성택, 박남기,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6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76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6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제2기 제1차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동행인 김격식, 김정각, 김중린, 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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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6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58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6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56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6월 1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식료공장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6월 14일 로동신문

장소 대계도간석지 건설장과 용천군 신암협동농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평해

보도일자 6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북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평해

보도일자 6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9월제철종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김평해

발생일자 6월 18일

보도일자 6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중국 습근평 부주석 접견

동행인 김양건, 강석주

보도일자 6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김기남, 현철해, 이명수, 강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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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7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자강도 화평군의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오가산자연보호구, 화평군민발전소)

동행인 박도춘, 김기남, 박남기

보도일자 7월 4일 로동신문

장소  자강도 강계시 여러 단위들 현지지도(강계우편국혁명사적지, 자강도산림과

학연구소, 자강도공업림사업소 시험양묘장, 강계식료공장, 강계은하피복공

장, 강계닭내포국집)

동행인 박도춘, 김기남, 박남기

발생일자 7월 8일

보도일자 7월 9일 로동신문

장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동행인 김격식, 김정각, 김일철

보도일자 7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사업 현지지도(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평안북도돼지공장, 

태천청년토끼종축장)

동행인 김평해

보도일자 7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95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김명국

보도일자 7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80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김명국

보도일자 7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러시아 베로즈카무용단 공연 관람

동행인 최태복, 강석주,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7월 18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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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선인민군 제3898신입병사훈련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7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05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622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55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3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이용철, 장성택, 이제강

보도일자 8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66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53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704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91군부대 정찰중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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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8일 로동신문

장소 함주돼지공장과 함주평풍덕염소목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보도일자 8월 9일 로동신문

장소 함경남도 이원군 산림경영소 양묘직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기남

보도일자 8월 1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407군부대관하 3대혁명붉은기여성중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6군부대관하 구분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669군부대 직속중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74군부대관하 여성중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8월 1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1319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0월 5일 로동신문

장소  김일성종합대학 창립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철도대학의  

축구경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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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인 이재일

보도일자 10월 1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관하 여성포중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1월 2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장병들과 군 만경봉팀과 제비팀간의 축구경기 관람

동행인 김명국, 현철해, 이명수, 장성택, 이제강, 이재일

보도일자 11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2200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명국,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1월 5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직속구분대의 훈련장 시찰

동행인 김명국,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1월 6일 로동신문

장소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 관람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장성택, 이광호, 김양건, 최태복, 김기남

보도일자 11월 16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  

(해군 제155군부대관하 함선, 제833군부대관하 중대, 제1313군부대관하 중대)

동행인 김격식, 김정각, 김명국, 현철해, 이명수, 김양건, 이제강, 이재일, 정태근

보도일자 11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  

(제235군부대관하 중대, 제851군부대관하 중대, 제507군부대관하 중대)

동행인  김격식, 김정각, 김명국, 현철해, 이명수, 김양건, 이제강, 이재일, 강석주, 

차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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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1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낙원기계연합소와 신의주화장품공장 비누직장 현지지도

동행인 김평해

보도일자 12월 1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제1016군부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2일 로동신문

장소 개건확장된 중앙동물원 현지지도

동행인 장성택, 김양건, 강석주, 이제강, 현철해, 이명수, 이재일, 차승수

보도일자 12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개건된 사리원닭공장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현지지도

동행인 최용해, 박남기, 이재일,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12일 로동신문

장소 사리원시에 건설된 민속거리 시찰

동행인 최용해, 박남기, 이재일,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17일 로동신문

장소  강계시의 여러 단위들 현지지도(자강도전자업무연구소, 자강도도서관,  

강계고려약공장)

동행인 박도춘, 장성택, 주규창,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18일 로동신문

장소 2월제강종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박도춘, 장성택, 주규창,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19일 로동신문

장소 이종욱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박도춘, 장성택, 주규창, 이제강, 현철해,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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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1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955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20일 로동신문

장소 자강도의 노동계급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동행인 박도춘, 장성택, 주규창, 이제강,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21일 로동신문

장소 희천도자기공장 현지지도

동행인 박도춘, 장성택, 주규창, 이제강, 현철해, 이명수

보도일자 12월 25일 로동신문

장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동행인 박남기, 주규창, 이재일, 이태남

보도일자 12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지휘부 시찰

동행인 김정각, 현철해, 김명국

보도일자 12월 28일 로동신문

장소 조선인민군 공군 1017군부대 시찰

동행인 김정각, 현철해, 김명국

보도일자 12월 29일 로동신문

장소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

동행인  장성택, 김양건, 강석주, 이용철, 이제강, 김경옥, 이재일, 현철해, 이명수, 

차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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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8

김격식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대장 9

김경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1

김국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1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21

김명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11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선전부 부장, 국방위원회 참사 8

김영일B 외무성 부상 1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3

김정각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11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2

김평해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5

박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1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11

박도춘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10

박순희 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1

이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2

이명수 조선인민군 대장 47

이용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4

이재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9

이제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9

이태남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1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행정부 및 수도건설부 부장 14

정태근 조선인민군 중장 1

v표 15v 2008년 인명별 가나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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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직함 동행횟수

주규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7

지재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1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3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1

최용해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 3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4

현철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조선인민군 대장

52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3

TOTAL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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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위원회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도(직할시)
인민회의

특별검찰소

특별재판소

도(직할시)
당위원회

시(구역),군
인 민 회 의

도(직할시)
검  찰  소

도(직할시)
재  판  소

시(구역),군
인민위원회

인민재판소
시(구역),군
검  찰  소

시(구역),군
당 위 원 회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37개부서
국가안전
보 위 부

인   민
무력부

조선노동당

최 고 주 권 의

행정적 집행기관

내각

당의 영도
기본 지도체계선
선줄

v 2009 북한 권력 기구도 v 

(출처: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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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09 북한 주요 행사표 v 

 

월 일 주요행사 비고

1월

1

ㆍ양력 설

ㆍ「전반적 무상치료제」시행일(56주년)

ㆍ「협동농민사회보장제」시행일(23주년)

’46.2.24 제정

’53.1.1 시행

’85.10.4 채택

8 ㆍ건재공업절 ’83.12.9 제정

12 ㆍ김형권(김일성 삼촌) 사망일(73주기) ’05.11.4 ~ ’36.1.12

14 ㆍ「노농적위대」창설일(50주년) ’59.1.14 창설

15 ㆍ훈민정음 창제일(565주년) 1444.1.14 창제

17 ㆍ「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결성일(63주년) ’46.1.17 결성(’96.1.19 개칭)

25 ㆍ「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결성일(18주년) ’91.1.25 결성

26 ㆍ설 명절(음력 설, 민속명절) ’89년부터(3일 휴무)

28 ㆍ무역절 ’97.1.23 제정

30 ㆍ「핵안전협정」서명일 ’92.1.30 서명

31 ㆍ「조선농업근로자동맹」결성일(63주년) ’46.1.31 농민동맹 결성(’65.3.25 개칭)

* 1~2월: 동계체육 월간(’80.1 설정)

2월

1 ㆍ「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결성일(63주년) ’46.2.1 결성

6 ㆍ「일당백」구호 제시일(46주년) ’63.2.6 김일성제시

8 ㆍ「조선천도교청우당」창당일(63주년) ’46.2.8 창당

9 ㆍ정월대보름(민속명절) ’03년부터

10 ㆍ「3대혁명소조운동」발기일(36주년) ’73.2.10 발기

16 ㆍ김정일 출생일(67회) ’42.2.16 출생(2일 휴무)

19

ㆍ「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발효일(17주년)

ㆍ「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 과업」발표

’92.2.19 발효(’91.12.13 채택)

’74.2.19 발표

20 ㆍ기계절 ’72.1.13 제정

25 ㆍ「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일(45주년) ’64.2.25 발표

28 ㆍ「세계공산당선언」발표일(161주년) 1848.2.28 선언

3월

1 ㆍ「反日 3ㆍ1 인민봉기」기념일(90주년) ’19.3.1 발생

2 ㆍ식수절 
’71.3.25 제정

(’99년부터 4.6에서 3.2로 변경)

5
ㆍ「토지개혁법령」공포일(63주년)

ㆍ농업근로자절

’46.3.5 공포

’71.3.5 제정

8 ㆍ「국제부녀절」 ’61.3.8 채택(1909.3.8 시카고 여성시위 기념)

11 ㆍ「反日왕재산회의」기념일(76주년) ’33.3.11 개최

19 ㆍ이인모 송환일 ’93.3.19 송환

22 ㆍ어부절 ’62.5.23 제정

23 ㆍ「조선국민회」결성일(92주년) ’17.3.23 김형직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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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 ㆍ「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결성일(60주년) ’49.3.24 결성

25 ㆍ「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결성일(63주년) ’46.3.25 결성

* 3~4월: 위생방역 월간

4월

1 ㆍ세금제도 폐지의 날(35주년) ’74.3.25 제정

3 ㆍ「4ㆍ3 제주도 인민봉기」기념일(61주년) ’48.4.3 발생

5
ㆍ보건절

ㆍ천도교 창도일(149주년)

’80.4.5 제정

1860.4.5 창도

7 ㆍ「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제의일 ’93.4.7 제의

8 ㆍ체신절 ’72.1.13 제정

9
ㆍ「환경보호법」채택일(23주년)

ㆍ김정일「국방위원장」최초 추대일 

’86.4.9 채택

’93.4.9 최초추대

(’98.9.1 및 ’03.9.3 재추대)

13 ㆍ김일성「대원수」추대일 ’92.4.13 추대

15 ㆍ김일성 출생일(태양절, 97회)
’12.4.15 ~ ’94.7.8

’97.7.8 제정(2일 휴무)

18
ㆍ노동법 발표 30돌

ㆍ김정일「민족대단결 5대 방침」발표

’78.4.18 제정

’98.4.18 발표

19 ㆍ「남조선 인민봉기」기념일(4ㆍ19의거)(49주년) ’60.4.19 발생

20 ㆍ김정일「원수」추대일 ’92.4.20 추대

21 ㆍ강반석(김일성 모) 출생일 1892.4.21 ~ 1932.7.31

24 ㆍ탄부절(19주년) ’90.10.31 제정

25
ㆍ「조선인민군」창건일(77주년)

ㆍ’78년에 ’48.2.8 → ’32.4.25로 소급, 변경

’32.4.25「반일인민유격대」조직

’96.4.23 제정

29

ㆍ「어린이 보육교양법」채택일(33주년)

ㆍ「농업현물세제 폐지법령」공포일(43주년)

ㆍ토지법 채택일(32주년)

’76.4.29 채택

’66.4.29 공포

’77.4.29 채택

* 4월중: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82.4 최초 개최)

* 4월중: 전국과학기술축전(’85.4 최초 개최)

* 4월: 문화유적애호 월간

5월

1
ㆍ국제노동자절(5.1절)

ㆍ「사회주의 노동법」시행일

1886.5.1 미국「시카고」노동자 파업기념

’78.4.18 채택

3 ㆍ「조국통일 3대원칙」제의 김일성 ’72.5.3 제의

5 ㆍ「조국광복회」결성일(73주년) ’36.5.5 김일성 조직

11 ㆍ철도절 ’63.3.18 제정

13 ㆍ「조국평화통일위원회」결성일(48주년) ’61.5.13 결성

15 ㆍ지질탐사절 ’70.2.3 제정

18 ㆍ「광주인민봉기」기념일(29주년) ’80.5.18 ~ 5.27 발생

20 ㆍ「조선학생위원회」결성일(49주년) ’60.5.20 결성

21 ㆍ건설자절 ’71.4.30 제정

23 ㆍ「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일(70주년) ’39.5.23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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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 ㆍ「조국통일 5대방침」발표일 ’90.5.24 발표

25 ㆍ「재일조선인총연합회」결성일(54주년) ’55.5.25 결성

30 ㆍ「조선종교인협의회」결성일 ’89.5.30 결성

6월

1 ㆍ국제아동절(6ㆍ1절)
’49.11 국제민주여성동맹 결정,

’50.4 제정

3 ㆍ「 남조선청년학생 봉기」기념일(6.3사태)(45주년) ’64.6.3 발생

4
ㆍ「보천보전투 승리」기념일(72주년)

ㆍ「민주조선」창간일(63주년)

’37.6.4 전투

’46.6.4 창간

5

ㆍ김형직(김일성 부) 사망일(83주기)

ㆍ「세계환경의 날」기념일

ㆍ해군절

1894.7.10 ~ 1926.6.5

’72.12.15 제정(UN제27차총회)

’72.6.3 제정

6 ㆍ「조선소년단」창립절(63주년) ’46.6.6 창단

7 ㆍ지방공업절 ’70.4.6 제정

10
ㆍ「반일 6ㆍ10만세시위투쟁」기념일(83주년)

ㆍ「6월민중항쟁」기념일(22주년)

’26.6.10 발생

’87.6.10 발생

15 ㆍ「남북공동선언」발표일 ’00.6.13 ~ 15 남북정상회담

19 ㆍ김정일 당사업 개시일 ’64.4.19 개시

20 ㆍ포병절 ’82.10.28 제정

23
ㆍ「조국통일 5대강령」발표일

ㆍ선박공업절

’73.6.23 발표

’88.4.21 제정(’48.6.23 소급 설정)

25 ㆍ「 조국해방전쟁」발발일(미제반대투쟁의 날)(59주년) ’50.6.25 발발

28 ㆍ「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채택일 ’94.6.28 채택

30 ㆍ조선카톨릭교협회 결성일 ’88.6.30 결성

* 6월 25일 ~ 7월 27일:「반미공동투쟁」월간(’70.7 국제민주법률가협회 결정)

7월

1

ㆍ「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지침」시행(’02)

ㆍ광부절

재화, 용역가격체계변화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

’57.7.5 제정

2 ㆍ「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결성일(53주년) ’56.7.2 결성

4 ㆍ「7ㆍ4 남북공동성명」발표일(37주년) ’72.7.4 발표

7
ㆍ「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남ㆍ북  

청년학생 공동선언문」채택일(20주년)

’89.7.7 채택

8 ㆍ김일성 사망일(15주기) ’12.4.5 ~ ’94.7.8

9 ㆍ「80년대 속도창조운동」발기일(27주년) ’82.7.9 발기

10 ㆍ「김형직(김일성 부)」출생일 1894.7.10 ~ 1926.6.5

11 ㆍ「 조ㆍ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일 ’61.7.11 체결

12 ㆍ해양의 날 「수로국」설치(’61.7.12)를 기념

14 ㆍ「교육법」채택 ’99.7.14 채택

22 ㆍ「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결성일(63주년) ’46.7.22 결성

24 ㆍ 육·해운절
’72.2.26 제정

(’97년부터 11.16에서 7.24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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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 ㆍ「농촌기술혁명」기념일(36주년) ’73.7.26 제정

27 ㆍ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56주년)
’53.7.27 휴전협정 체결

’96.7.25 제정

30 ㆍ「남녀평등권법령」공포일(63주년) ’46.7.30 공포

31 ㆍ강반석(김일성 모) 사망일(77주기) 1892.4.21 ~ 1932.7.31

* 7~8월: 새기준ㆍ새기록창조 월간(’81 설정)

* 7~8월: 해양체육 월간(’64년 설정)

8월

1 ㆍ200해리 경제수역 발효일 ’77.8.1 발효(’77.6.21 채택)

4 ㆍ「조국통일 3대헌장」제시(’97) 김정일「8.4」노작에서 제시

10
ㆍ「주요산업 국유화법령」공포일(63주년)

ㆍ임업노동자절

’46.8.9 제정

’62.10.18 제정

14 ㆍ「남북 연방제」제의일 ’60.8.14 제의

15

ㆍ조국 해방의 날(64주년)

ㆍ「범민족대회」개최일

ㆍ「청년학생통일대축전」개최일

ㆍ「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 연합」결성일(17주년)

’45.8.15 해방

’90.8.15 최초개최

’91.8.15 최초개최

’92.8.15 결성

20 ㆍ공군절 ’72.5.20 제정

25
ㆍ「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결성일(40주년)

ㆍ김정일「선군혁명영도」개시일(49주년)

’69.8.25「통혁당」창당(’05.3.23 재개칭)

’60.8.25 개시(류경수사단 방문)

28
ㆍ청년절

ㆍ「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일(82주년)

’92.2.1 제정

’27.8.28 결성

* 8~9월: 인민체력검정 기간(’48년 설정)「국가 사회재산 애호월간」

* 8월 15일 ~ 9월 15일: 남북해외동포청년학생공동평화월간(’91년 설정)

* 8월중「백두산 위인 칭송 모임」개최

9월

1

ㆍ「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시행일(34주년)

ㆍ「블럭불가담의 날」(비동맹의 날)

ㆍ「국제평화의 날」

’75.9.1 시행

’82.2 인도 비동맹 외상회의 결정

’82.6 쿠바 제10차 세계직맹대회결정

5

ㆍ「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발표일(32주년)

ㆍ교육절

ㆍ도시경영절

’77.9.5 발표

’77.9.19 제정

’82.8.2 제정

8 ㆍ「합영법」채택일 ’84.9.8 채택

9
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61주년)

ㆍ「주체」연호 시행일(12주년)

’48.9.9 수립

’97.7.8 제정

12
ㆍ「붉은 청년근위대」창건일(39주년)

ㆍ「신의주특별행정구」지정일

’07.9.12 창건

’02.9.12 지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15 ㆍ상업절 ’71.11.6 제정

17 ㆍUN 가입일(18주년) ’91.9.17 가입(UN제46차총회)

20 ㆍ피복공업절(11주년) ’98.2.4 제정

22 ㆍ김정숙(김정일 생모) 사망일(60주기) ’17. 12.24 ~ ’49.9.22

24
ㆍ전기절

ㆍ「단군민족통일협의회」발족일

’71.9.15 제정

’97.9.24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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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 ㆍ「조ㆍ일 국교정상화추진 공동선언」발표일 ’90.9.28 발표(노동당, 일본 자민당ㆍ사회당)

* 9월 8일 ~ 14일:  주한미군철거투쟁 주간(’45.9.8 미군의 남한군정실시 선포)(’78년 설정)

* 9월~10월: 위생방역 월간

10월

1 ㆍ「김일성종합대학」설립일(63주년) ’46.10.1 설립

3
ㆍ추석(한가위, 민속명절)

ㆍ민족의 날

’88년 부터

’98.10.3 선포

4 ㆍ「대자연개조사업」제시일(28주년) ’81.10.4 제시

8 ㆍ김정일「당 총비서」추대일(12주년) ’97.10.8 추대

9
ㆍ「국적법」공포일(46주년)

ㆍ금속노동자절

’63.10.9 공포

’70.4.17 제정

10
ㆍ「조선노동당」창당일(64주년)

ㆍ「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45.10.10 창당

’80.10.10(제6차 당대회)

11

ㆍ「단군릉」개건기념일(15주년)

ㆍ「조선기자동맹」결성일(63주년)

ㆍ 체육절(10월 두번째 일요일)

’94.10.11 준공

’46.10.11 결성

’49.8.2 제정

12 ㆍ「만경대혁명학원」설립일(62주년) ’47.10.12 설립

13 ㆍ방직공업절 ’73.10.13 제정

14 ㆍ방송절 ’70.10.14 제정

16 ㆍ화학공업절 ’79.10.16 제정

17
ㆍ「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 결성일(83주년)

ㆍUNESCO가입(35주년)

’26.10.17 김일성 결성

’74.10.17 가입

18 ㆍ「조선적십자회」창립일(63주년) ’46.10.18 창립

19 ㆍ「10월민주항쟁」기념일(부ㆍ마사태)(30주년) ’79.10.16 ~ 10.23 발생

20 ㆍ민족면역의 날 ’97.8.6 제정

23
ㆍ국토환경보호절

ㆍ「금강산관광지구」지정일

’96.11.27 제정

’02.10.23 지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25
ㆍ「중국인민지원군참전」기념일(59주년)

ㆍ「근로자」지 창간일(63주년)

’50.10.25 참전

’46.10.25 창간

28
ㆍ과학기술연구사업 결산 및 대책수립의 날

ㆍ「김일성 군사종합대학」창립일

’92.1 결정

’52.10.28 창립

29 ㆍ「조선중앙은행」설립일(63주년) ’46.10.29 설립

30 ㆍ「지방예산제」실시일(36주년) ’73.10.30 실시

31 ㆍ「조선올림픽위원회」결성일(39주년) ’70.10.31 결성

* 10월중:「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지지 월간(’89.11.25 설정, 파리)

* 10~11월중:「공화국선수권체육대회」개최

11월

1

ㆍ「노동신문」창간일(64주년)

ㆍ「출판절」

黨기관지「정로」(’45.11.1 창간)와 신민당

기관지「전진」을 합쳐 ’46.9.1 발간

’70.12.20 제정

3
ㆍ「광주학생사건」기념일(80주년)

ㆍ「조선사회민주당」창당일(64주년)

’29.11.3 발생

’45.11.3 창당

6 ㆍ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 결성일 ’03.11.6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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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 ㆍ「사회주의 10월 혁명 승리기념일」 ’17.11.7 기념

10 ㆍ세계청년절(세계민주청년연맹 창립일)(11주년) ’98.11.10 창립

13 ㆍ「개성공업지구」지정일 ’02.11.13 지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18 ㆍ「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결성일(64주년) ’45.11.18 결성

19
ㆍ「사법ㆍ검찰기관」창립일(64주년)

ㆍ「사회안전기관」창립일(64주년)

’45.11.19 창립

’45.11.19 창립

20 ㆍ「조국통일범민족연합」결성일(19주년) ’90.11.20 결성

28 ㆍ「조선그리스도교연맹」결성일(63주년) ’46.11.28 결성(’99.2 개칭)

30
ㆍ「조선민주법률가협회」결성일(55주년)

ㆍ「조선직업총동맹」결성일(64주년)

’54.11.30 결성

’45.11.30 결성

* 11월 18일 ~ 23일:「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86.11 최초 개최)

* 11월중: 문화유적애호 월간

12월

1 ㆍ「국가과학원」창립일(57주년) ’52.12.1 창립

3 ㆍ「의료법」채택 ’97.12.3 채택

5 ㆍ「조선중앙통신사」창립일(63주년) ’46.12.5 창립

6 ㆍ조선비핵평화위원회 결성일(23주년) ’86.12.6 결성

10 ㆍ「4대군사노선」채택일(47주년) ’62.12.10 채택

13
ㆍ「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일

’91.12.13 채택(’92.2.19 발효)

15

ㆍ「새날소년동맹」결성일(83주년)

ㆍ「대안의 사업체계」수립일(48주년)

ㆍ「KEDOㆍ북한간 경수로협정」체결일

’26.12.15 결성

’61.12.15 수립

’95.12.15 체결

24
ㆍ김정숙(김정일 생모) 출생일

ㆍ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일(18주년)

’17.12.24 ~ ’49.9.22

’91.12.24 추대

26
ㆍ「조선불교도연맹」결성일(64주년)

ㆍ「反日부녀회」결성일(83주년)

’45.12.26 결성

’26.12.26 결성

27
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절(37주년)

’73.12.24 제정

’72.12.27 채택

28 ㆍ「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설정일 ’91.12.28 설정(정무원결정 74호)

* 12월중: 전국청년과학기술 및 창의 고안 선구자대회(’89년부터 매년 개최)

年中 * 매월 두번째 일요일 체육의 날(’92.3.8 김정일 지시)

(출처: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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