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뜻
깊게 기념하였다.
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과 전국각지에 모셔있는 동상,
립상화를 찾아 위대한 수령님들께 경모의
인사를 드리였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
들이 전국각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
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현명한 령도, 우리 군대와 인
민의 영웅적인 조국수호정신에 관한 사회
과학자들의 토론회가 열리였다.
녀성회관에서는 전쟁참가자들과의 상봉모
임이, 청년중앙회관에서는 성악 및 기악
독창경연입선자들의 공연이 진행되였으며
광장을 비롯한 평양의 여러곳에서
는 청춘남녀들의 무도회가 진행되였다.
국가해사감독국의

일군들도

7월

26일

만수대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드리
고 위대한 수령님들께 충정다한 전세대들
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결의를 다지
였다.

The Korean people significantly celebrated the

victory, his wise leadership and the heroic spirit

65th anniversary of the victorious Fatherland

of defending the motherland of service

Liberation War.

members and people.

Service members, working people, youth and

Women’s meeting with a war veteran was held

school children visited the plaza of the

at the Hall of Women in Pyongyang, a

Kumsusan Palace of the Sun where President

performance of winners of the national vocal

Kim Il Sung and Chairman Kim Jong Il lie in

and instrumental solo contest at the Central

state and their statues and large portraits across

Youth Hall and dancing sessions of young

the country to pay their respects to the great

people and students at Kim Il Sung Square and

leaders.

other places in Pyongyang.

Several events took place throughout the

On July 26, Maritime Officials presented a

country for celebrating this day.

floral basket and bundles of flowers to the
statues on Mansu Hill and made their firm

At the Korean Revolution Museum was held a
seminar of social scientists which explained the
undying revolutionary exploits of the President
who led the Fatherland liberation War to

determination to uphold the idea and the
leadership of the Supreme leader as former
generations faithful to the great lead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