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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철
직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최고인민회
경 2012.1 조선그리스도
의 상임위원회 위원 ◯
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강영섭(父))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
351호 금곡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위원

강수린(康 寿 麟)
생 1952년 03월 11일 ◯
직 조선불교도연맹 중
◯
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경 (연
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도미상)당 통일전선부 실장 2012.11 조선불
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심상진)
2013.5~2015.10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장재언, 후임 리충복)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
기 대의원(현. 제485호 금강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위원

구)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남포시 당 위원회 위원
장(책임비서→위원장)

강영수(姜英壽)
직 도시경영성 상,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
경 2002.6 도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영성 책임부원 2006.9 도시경영성 처장
2011.5 평양시 만수대지구건설 현장지휘부
부책임자 2011.6 도시경영성 부상 2013.4 도
시경영상(전임 황학원) 2013.4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92호 원풍선거구) 2014.4.9 도시경영상(유임) 2016.5.9 당 중
앙위원회 후보위원

강영철
생 1957년 ◯
직 수산성 상, 당 중앙위원회
◯
경 1998.9 수산성 책임지도원
후보위원 ◯
2006.2~2015.5 수산성 부상 2015.5 수산성
상(전임 리혁)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

강양모(姜陽貌)
생 1944년 09월 01일 ◯
출 함남 ◯
직 남포시 당
◯
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
경 1999.9 자강도 장
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강군 당 위원회 책임비서 2009.12 남포시
당 위원회 책임비서(전임 홍춘삼)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2.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657호 항구선거

강윤석(康潤石)
직 중앙재판소 소장, 최고인민회의 법제위
◯
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
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조선민주법률가
위원회 위원장, 아동권리협약 이행 민족조
경 2006.12~2016.6 최고
정위원회 위원장 ◯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 부장(전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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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 (연도미상)부교수 (연도미상)학사 2008.9 조선법률가
위원회 위원장(전임 허명규) 2009.1 아동권리협약 이행 민
족조정위원회 위원장 2014.3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6.6 중앙재판소(구 최
고재판소) 소장 겸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전임 박
명철)

강종관(姜鍾寬)
생 1959년 ◯
직 육해운성 상, 최고인민회의 제
◯
경 2007.3 육해운성 항만수상
13기 대의원 ◯
운수관리국 기사장 2007.12 서해평화협력특
별지대 해주항 개발 분과위원회 위원장 (연
도미상)육해운성 단천항 건설지휘부 참모장
2012.5 육해운상(전임 라동희) 2014.3.9 최고
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527호 오몽선거구) 2014.4.9 육
해운상(유임)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6.12.8 ‘운수
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장관급) 회의’ 부의장

강지영(康智英)
생 1956년 ◯
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조선카
◯
톨릭교협회 회장,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제작학부 ◯
경
의원 ◯
1988.5 남북학생회담 북측준비위원회 부위
원장 1989년 조선학생위원회 위원 1990.7 범
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1996.3 조선종교인협의회 책임
지도원 2002.12~2015.10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부위
원장 2004.12.20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ㆍ남ㆍ해외공동
행사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2005.8.14~17 서울 8.15민족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 종교인분과 위원 2006년 6.15민족통일대축전
북측 민간대표 2009.9~2011.10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전임 김
유호, 후임 김진국) 2010.11.18~2012.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
측본부 의장(전임 김유호, 후임 최진수) 2011.10~2015.10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전임 안경호, 후임 원동연) (연도
미상)~2015.10 조선종교인협의회 상무위원 (연도미상)당 통일
전선부 부부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07
호 서애선거구) 2015.10 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 겸 조선카톨
릭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장재언) 2016년 조선종교인협
의회 회장 겸 조선카톨릭협회 회장 2016년 조선적십자회 위원
장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부
위원장

강표영(姜杓永)
생 1950년 ◯
직 인민무력성 부상, 군 상장, 최
◯
경 1995.10.8
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군 소장 1997.4 군 중장 1998.7.26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627호 선거
구) 2010.9.28~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
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5 인민무력부(성)
부부장 (연도미상)군 상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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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현. 제352호 연안선거구) 2015년 군 중장 2015년 군 상장
2016.6 인민무력성 부상(직제 변경)

강필훈 (康弼勳)
직 군 내무군 정치국장(상장), 당 중앙위원
◯
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최고
경
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
2006.4.14 군 중장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513호 선거구) 2010.11.6 조
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
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61호 혁신선거구) 2014.4.9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2014.4 군 상장 2014.4
인민 내무군 정치국장(전임 리병삼)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강하국(姜河國)
생 1952년 ◯
직 보건성 상, 북-중국 친선협
◯
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후
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조
경
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
2005.3~2007.9 평양시 제3인민병원 원장
2007.9~2011.6 평양시 제1인민병원 원장(전
임 문영근, 후임 고영준) 2010.5 보건성 부상 2013.4 보건상(전
임 최창식) 2013.7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최창식) 2013.12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최창식)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68호 선
경선거구) 2014.4.9 보건상(유임)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

계영삼(桂永三)
생 1960년 ◯
출 평북 정주시 ◯
직 농업과학원 원
◯
장,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
의 예산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
경 1997.6 과학원 농업과학원 원
기 대의원 ◯
장 1998.7.26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제333호 선거구) 2002.11 북-태국 친선의
원단 부위원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95호
선거구) 2003.9.3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 (연도미상)
박사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300호 선거구)
2009.4.9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 2010.9.28 당 중앙검
사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50호 은봉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유임)

고인호(高人虎)
직 내각 부총리, 농업성 상 ◯
경 2003.8 최고인
◯
민회의 제11기 대의원 2009.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2016.6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전임 리철만)

곽범기(郭範基)

김경남

생 1939년 11월 20일 ◯
출 함남 리원군 ◯
직당 중
◯
앙위원회 정무국 부위원장(계획재정담당),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체
육지도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경 1983.2 희천기계공장 분공장 지배인
의원 ◯
1991.1 정무원 기계공업부 제1부부장 1993.2 정
무원 기계공업부 부장 1993.12.8~2010.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
원 1994.7.9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제148위) 1995.2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제143위)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
의원(제178호 선거구) 1998.9 내각 부총리 1999.7.21 김병식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1999.9 리종옥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3.2 김
일성화ㆍ김정일화축전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3.8.3 최고인민회
의 제11기 대의원(제619호 선거구), 내각 부총리(유임) 2004.3 국
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 2008.10.29 박성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
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397호 선거구) 2009.4.1 홍성남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4.9 내각 부총리(유임) 2010.4.28 김중
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6.7 내각 부총리, 국가학위학직 수
여위원장 해임(후임 전하철) 2010.6~2012.4 함경남도 당 위원
회 책임비서(전임 태종수, 후임 태종수) 2010.9 함경남도 흥남
비료연합기업소 당 대표회 대표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3 당 대
표자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당 조직대표 2012.4 당 비서국 비서
2012.4.11~2016.5.9 당 계획재정부 부장 2012.4~2015.8 당 정치국
후보위원(보선) 2012.9.25~2014.4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
원장(전임 최희정, 후임 오수용)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
원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75호 당산선거구) 2014.7.9 전병호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5.8 당 정치국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정치국 위원(유임), 당 중앙위원회(정무국) 부위원장, 중앙위원
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9위)

직 상업성 상,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옷협회 부
◯
경 2014.3.9 최고인민회의
회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제13기 대의원(현. 제227호 남중선거구) (연도미상)상업상(전임
리성호) 2014.4.9 상업상(유임) (연도미상)조선옷협회 부회장,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권성호(權成浩)
직 국가건설감독성 상, 당 중앙위원회 후
◯
경
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2008.1 국가건설감독성 건설설계정보센터
기사장 2013.5 국가건설감독상(전임 김석준)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
245호 갈산선거구) 2014.4.9 국가건설감독상
(유임)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기광호(奇光鎬)
직 재정성 상, 조선빙상휘거(피겨스케이팅)
◯
경 (연
협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
도미상)재정성 대외금융국 국장 2011.5 재정
성 부상 2015.2 재정상 겸 조선빙상휘거협회
위원장(전임 최광진)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김경옥(金京玉)
직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당 중앙군사위
◯
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
경 1990년대 당
의 제13기 대의원, 군 대장 ◯
조직지도부 부부장 2008.12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군사담당) 2009.3.8 최고인민회
의 제12기 대의원(제61호 선거구) 2010.9.27
군 대장 2010.9.28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
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674호 화석선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유임), 중앙
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44위)

김경준(金京準)
생 1964년 08월 09일 ◯
직 국토환경보호성 상,
◯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경 2004.1 국토환경보호성 부
13기 대의원 ◯
상 2013.4.1 국토환경보호상(전임 김창룡)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
575호 채종선거구) 2014.4.9 국토환경보호상
(유임)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김경호(金慶虎)
생 1958년 12월 11일 ◯
출 강원도 ◯
직 조선태권도위
◯
원회 위원장, 국제태권도연맹 부총재, 김일성학
김정일주의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
경 1998.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
국제관계대학 ◯
맹 중앙위원회 서기 1999.12 북-쿠바 단결위원
회 부위원장 2001.10.3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제8기 23차 전원회의, 전임 리일환) 2003.6.8 제11
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538호 선거구) 2003.9.3~2009.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005.4 6.15공동선언 실천 위한
북ㆍ남ㆍ해외 준비위원회 청년학생 분과위원장 2005.10.22 연
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6.3.30 6.15공동선언 실천 위한
북ㆍ남ㆍ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2007.6.16 리인
모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7.6.23 도(직할시)ㆍ시(구역)ㆍ군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위원 2007.12.7 김일성사
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해임(후임 리용철) 2011.6 조선
태권도위원회 위원장(전임 황봉영) 2011.9 국제태권도연맹 부총재
2014.1.17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2016.8.28 김일
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단체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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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金桂官)
생 1943년 01월 06일 ◯
출 평북 운산 ◯
직 외무성
◯
제1부상,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학 국제관계대학 불어과 ◯
경
제13기 대의원 ◯
1969.11 알제리주재 대사관 어학연수 1973.3
알제리주재 대사관 서기관 1975.10 외교부 과
장(1등 서기관) 1985.9 외교부 국제기구국 전
문위원(1급 연구원) 1989.9 외교부 순회대사 1991.3 외교부 참사
1995.1 외교부 부부장 1998.9~2010.9 외무성 부상(후임 리용호)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536호 선거구)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238호 선거구) 2010.9.23 외무성
제1부상(전임 강석주) 2010.9.28~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
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91호 숙천선거구) 2016.5.9 당 중앙위원
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51위)

김광철(金光哲)
직 체신성 상,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
◯
경 2002.11 체신성
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평양전화국 국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대의원(제41호 선거구) 2005.10~2013년
중앙정보통신국 국장(후임 리성준)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21호 선거
구) 2013.1~2015년 체신성 부상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9호 경상선거구) 2015년 체신성 상(전임 심철호)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부 부부장 1986.11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1987.9 당 선전선
동부 제1부부장 1989.12~2000.7 당 선전선동부 부장 1990.4 최
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자강 강서) 1992.12 당 비서국 비서(선
전 담당) 1994.7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제24위) 1995.2 오
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제23위)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288호 선거구) 2000.7 당 비서국 비서 2003.8.3 최고인
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97호 선거구) 2003~2009.12 당역사연
구소 소장(후임 김정임) 2005.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6.3.30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명예공동위원장 2007.6.16 리인모 장의위원회
위원 2008.10.29 박성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
회의 제12기 대의원(제57호 선거구) 2009.4.1 홍성남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 2010.4.28 김중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5~2015.4
당 선전선동부 부장 2010.9.28 당 비서국 비서 겸 당 선전선
동부 부장,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
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4~2015.7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전임 지승철, 태형철)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4.11 제4차 당 대표
자회 집행부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2013.12.14 김국
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현. 제423호 채송선거구)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치국 위원(유임), 당 중앙위원회(정무국) 부위원장, 당 중앙
위원회(선전선동부) 부장(유임),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4위) 2016.6 국무위원회 위원
2016.10.6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

김광혁
직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사령관, 항공군
◯
경 2016.12 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상장 ◯
(전임 최영호)

김기남(金己男)
생 1926년 08월 28일 ◯
출 함남 금야군 ◯
직당 중
◯
앙위원회 정무국 부위원장(선전담당), 당 정
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선전선동
부 부장, 국무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조국
학 김일성
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
경 1950년 6.25
종합대학, 만경대혁명학원, 러시아 모스크바대학 ◯
전쟁 끝난 후 귀국,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재직 (연도미상)김일
성종합대학 학부장 1960년대 중반 노동신문사 논설원 1961.8 당
과학교육부 부부장 1966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1972.4 근로자
사 부주필 1974.12 근로자사 책임주필 1976.4~1986.2 노동신문사
책임주필 1977.12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977.11 최고
인민회의 제6기 대의원 겸 상설회의 위원 1980.10 당 중앙위원
회 위원 1981.10 국제기자동맹 부위원장 1982.2 최고인민회의 제
7기 대의원 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1985.10 당 선전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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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오
직 평안북도 당 위원회 위원장, 당 정치국
◯
경 (연도미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
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2015.12
평안북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전임 리만
건)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
원, 평안북도 당위원회 위원장(책임비서→위원장) 2016.5.21 강
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19위)

김덕훈(金德訓)
생 1961년 ◯
직 내각 부총리, 당 중앙위원회 위
◯
경 2001.1
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대안전기공장 지배인 2002.11~2008.1 대
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후임 장원규)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623
호 선거구) 2011.12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
장(전임 최기룡) 2012.3 당 대표자회 자강도 인민위원회 당조직
대표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461호 우시선
거구) 2014.4.30 내각 부총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
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29위)

김락겸(金洛兼)

김송철(金松哲)

직 전략군 사령관,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군 대
◯
경 2007.4.14 군 소장 (연도미상)전략로켓군
장◯
(미사일지도국→전략로켓사령부) 사령관(전임
최상려) (연도미상)군 중장 2012.4.11~2016.5.9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보선) 2013년 전략군
(미사일지도국 사령관→전략로켓사령부→전
략군) 사령관 2014.2.15 군 상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 군 대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직 육군 근위류경수 제105탱크사단 사단장,
◯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경 1990.4 최고인민회의 제
대의원, 군 상장 ◯
9기 대의원 1992.4 군 소장 (연도미상)군 중
장 (연도미상)군 상장, 근위서울류경수 제105
탱크사단 사단장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대의원(제539호 선거구)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2.2.15 군 상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91호 마동선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김만수(金滿守)
생 1946년 09월 14일 ◯
출 함북 ◯
직 전력공업성
◯
상,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
경 2002.8 전기석탄공업성 수력발
기 대의원 ◯
전관리국 기사장 2004.10 전기석탄공업성
전력공업총국 수력발전관리국 국장 2006.10
전력공업성 수력발전관리국 국장 2009.1 전
력공업성 부상 2011.10 전력공업성 1부상 2012.4 전력공업상(전
임 허택) (연도미상)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91호 학봉선거구) 2014.4.9
전력공업상(유임)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김명식(金明植)
직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해군 중장, 당 중
◯
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경 (연도미상)군 소장 (연도미상)동해함
의원 ◯
대사령부 사령관 2010.9 당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2.15 군 중장 (연도미상)~2015.4 해군사령
관(전임 정명도, 후임 리용주)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원(현, 제115호 장자강선거구) 2014.4 군 상장 2016년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해군 중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유임)

김성덕(金成德)
직 군 상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
◯
경 2003.8.3 최고인민회의
의 제13기 대의원 ◯
제11기 대의원(제496호 선거구) 2009.3.8 최
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380호 선거구)
2010.4.23 군 상장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57호 해발선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김수길(金秀吉)
직 평양시 당 위원회 위원장, 당 정치국 후
◯
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
경 1992.4 군 소장 2010.4
의 제13기 대의원 ◯
군 중장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3.4 군 총정치국 조직국 부국장(전
임 김원홍) 2013.10 군 소장 2013.10 군 중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45호 외금강선거
구) 2014.4 평양시 당 위원회 책임비서(전임 문경덕)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16.5.9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평
양시 당 위원회 위원장(책임비서→위원장) 2016.5.21 강석주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18위)

김승두(金承斗)
생 1958년 03월 01일 ◯
출 함남 ◯
직 교육위원회
◯
위원장, 보통교육성 상, 당 중앙위원회 위
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국가체육
지도위원회 위원, 북-쿠바 단결위원회 위
학 리과
원장, 북-이집트 친선협회 위원장 ◯
경 1984년 리과대학 교
대학 동물생리학과 ◯
원 1998.3 생물학 박사 2000.12~2012.1 리과대학 학장(후임 조
세영) 2006.2 후보원사 2012.1 교육위원회 위원장(전임 김용
진) 2012.5 북-쿠바 단결위원회 위원장(전임 김용진) 2012.9 최
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28호 장련선
거구) 2014.4.9 교육위원회 위원장(유임) 겸 보통교육상 2014.6
북-이집트 친선협회 위원장(전임 김용진) 2016.5.9 당 중앙위
원회 위원

김여정(金 与 正)
김성일
직 함경남도
◯

당 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
경 2016.5 당 중앙위원회 위원, 함경
회 위원 ◯
남도 당 위원회 위원장(전임 태종수)

생 1987년 ◯
직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당 중
◯
경
앙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서기실장 ◯
1998.8~2000년 가을까지 스위스 헤스구트
공립학교 2012.2 당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1
과장 (연도미상)국방위원회 과장 2014.3 국
방위원회 서기실장 2014.11.27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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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金永南)
생 1928년 02월 04일 ◯
출 평양 중구역 ◯
직 최고
◯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
학 김일성종합대
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 (연도미상)
학, 모스크바종합대학 외교학과 ◯
대학 졸업 후 중앙당학교 교원 1956년 당 국
제부 과장 1960.6 당 국제부 부부장 1960.8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1962.11 외무성 부상 1963.4 당 국제부 부부장 1968.11 조
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부위원장 1970.11 당 중앙위원회 위
원 1972.3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1972.4 당 국제부 제1부부
장 1972.12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 겸 상설회의 의원, 당 국
제부 부장 1974.6 당 정치국 후보위원 1974.9 중앙인민위 대외정
책위원회 위원 1975.2 당 비서국 비서(국제담당) 1977.11 최고인민
회의 제6기 대의원 1977.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1978.8
당 정치국 위원 1980.10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1982.2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1983.12 정무원 부총리 겸 외
교부 부장 1986.11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1989.9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90.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강원
안협) 1990.5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 부장(유임) 1994.7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제8위) 1995.2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제6위)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344호 선거구)
1998.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6호 선거구)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7.6.16 리인모 장의위원회 위원장 2008.10.29 박성철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장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5
호 선거구) 2009.4.1 홍성남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 2009.4.9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2010.9.28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
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4.11 제4차 당 대표자회 집행부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55호 은하선거구) 2014.4.9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유임)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동당 제7
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치국 상무위원(유임), 정치국 위원
(유임),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김영대(金永大)
이 김영호 ◯
생 1937년 12월 12일 ◯
출 함남 ◯
직조
◯
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6.15공
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명예공동위원장, 조
학 김일성종합대학 3년 수
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
경 1989.9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990.4 최
료◯
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90.5 최고인민회의 자격심사위원
회 위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1991.1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1991.5 북-이란 친선의회 그룹위원회 부위원장, 북-인도네시
아 친선의회 그룹위원회 위원장 1991.7 북-일 우호친선협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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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1998.6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
기 대의원(제496호 선거구) 1998.8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제6기 19차 전원회의) 1998.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999.7.22 김병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2.5.28 민
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86호 선거구)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06.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2006.3.30 6.15
공동실천 위한 북ㆍ남ㆍ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명예
공동위원장 2007.6.16 리인모 장의위원회 위원 2008.10.29 박
성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
의원(제97호 선거구) 2009.4.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
원장 2010.4.28 김중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1.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
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77호 봉
화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유임)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32위)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
장 2016.11.23 고 류미영 장의위원회 위원

김영재(金英才)
생 1952년 09월 07일 ◯
출 강원도 ◯
직 대외경제
◯
학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영어과
성 상 ◯
경 2001.5 무역성 부상 2003.8.3 최고인민회
◯
의 제11기 대의원(제225호 선거구) 2005.12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2006.9~2014.8
러시아(2014.8.28 전임 박의춘, 후임 김형
준), 카자흐스탄 대사 2006.11 우크라이나 대사 2006.11.30 투
르크메니스탄 대사 2007.5~2015.5 몰도바 대사(후임 김형준)
2007.12~2016.1 벨로루시 대사(후임 김형준) 2008.6 투르크메
니스탄 대사 2008.7 아르메니아 대사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502호 선거구) 2010.9.28 당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592호 남향선
거구) 2016.8.22 대외경제상(전임 리룡남)

김영철(金英哲)
생 1946년 ◯
출 량강도 ◯
직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
부위원장(대남담당),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무
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당 통일전선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만경대혁명학
의원 ◯
경 1962년 군 15사단 DMZ 민경중대 근무 1968년 군사정전
원◯
위 연락장교, 군 소좌 1989.2 인민무력부 정찰국 부국장, 군 소
장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670호 선거구) 2000.5
인민무력부 호위사령부 부장, 군 중장 2008.11 국방위원회 정
책실장, 군 상장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613호
선거구) 2009.5~2016.1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총국장 2010.9.28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
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2.2.15 군 대장 2012.11 군 중장 강등 2013.2 군 대장 2013.3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현. 제212호 북창선거구) 2015.4 군 상장 강등 2015년 군 대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6.1 당 비서국 비서(대남담당), 통일전선부 부
장(전임 김양건) 2016.5.9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정무
국) 부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유임), 당 중앙위원회(통
일전선부) 부장(유임),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10위) 2016.6 국무위원회 위원,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 북
측준비위원회’ 위원장 2016.11.23 고 류미영 장의위원회 위원

김영춘(金永春)
생 1936년 03월 04일 ◯
출 량강도 보천군 ◯
직군
◯
원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당 중앙위
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만경대혁
원회 위원 ◯
경 1956.7 군 입
명학원, 소련 푸룬제아카데미 ◯
대 1960년 평안남도 당 위원회 비서 1980.10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82.2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1983.8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1986년 군 중장, 작
전국 국장 1986.11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1986.12 당 중앙위
원회 위원(제6기 12차 전원회의) 1990.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
의원(강원 설봉) 1992.4 군 대장(창군 60돌) 1993.10 군수동원총국
총국장 1994.3 군 제6군단 군단장 1994.7 김일성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1995.2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5.10~2016.4 군
차수 1998.10~2007.4 군 총참모부 총참모장(후임 김격식)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602호 선거구) 1998.9~2007.4
국방위원회 위원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38
호 선거구)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7.4.11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8.10.29 박성철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09.2~2012.4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전임 김일철, 후
임 김정각)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348호 선
거구) 2009.4.1 홍성남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4.9~2014.4.8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10.4.28 김중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9.28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정치국 위원(~2016.5),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4.11 제4차 당 대표자회 집행부 2012.4.11 당 군사부 부
장(전임 오일정) 2012.4.13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13.12.14 김국
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현. 제73호 도덕선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4 군 원수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김완수(金完洙)
생 1941년 05월 10일 ◯
출 함북 김책시 ◯
직 조국
◯
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서
기국 서기국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
회 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부회장,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 북-이

란 친선의원단 위원장, 북-인도네시아 친선의원단 위원장, 최
학 김일성종합대학 ◯
경 1975.10 유엔
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주재 북한대표부 1등서기관 1983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부대
표 1986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 1987년 나이지리아 대사,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1990.11 정무원 외무성 순회
대사 2000.9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2002.4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2002.5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2004.9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2006.3.30 6.15공
동실천 위한 북ㆍ남ㆍ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2006.7 북-이란 친선의원단 위원장 2006.9 북-인도네시아 친
선의원단 위원장 2006.12~2011.10 북-몽골 친선의원단 위원장
(후임 성자립) 2007.6.16 리인모 장의위원회 위원 2009.1.6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124
호 선거구) 2009.4.9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2013.6.15 6.15공동선
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전임 김령성) 2014.1.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2014.3.9 최
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414호 금천선거구)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
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광(金龍光)
직 금속공업성 상,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
학 김책공업종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 1999.3 금속기계공업성 생산종합
합대학 ◯
국 국장 2005.5 금속공업성 생산종합국 국
장 2008.6 금속공업성 부상 2010.9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배인(전임 최길주, 후
임 명송철) 2010.9.28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1 금속공업상(전임 한효연)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626호 상창선거구) 2014.4.9
금속공업상(유임)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유임)

김용수(金勇帥)
직 당 중앙위원회 부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
경 (연도미상)당 부부장 2015.11.8 리을설 국가
◯
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전문
부서) 부장, 중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석
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42위)

김원홍(金元弘)
생 1945년 07월 17일 ◯
출 황북 승호군 ◯
직前 국
◯
가보위상, 군 소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학 김일성정치군사대학, 김일성고급당
의원 ◯
경
학교 ◯1962.11 군 입대 (연도미상)군 총정치
국 지도원 (연도미상)군 총정치국 과장 (연
도미상)군 총정치국 부부장, 군단 정치위원
1997.2.21 최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
기 대의원(제480호 선거구) 2003.7 군 상장 2003.8.3 최고인민
회의 제11기 대의원(제646호 선거구) 2003.9~2010.2 보위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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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후임 조경철)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372호
선거구) 2009.4.9~2014.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자격심
사위원회 위원 2009.4.14 군 대장 2010.2~2012.4 군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후임 김수길) 2010.9.28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
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4~2016.12 국가안
전보위부 부장, 국가보위성 상(직제 변경) 2012.4.11 제4차 당 대
표자회 집행부 2012.4.11 당 정치국 위원(보선) 2012.4.13~2016.6
국방위원회 위원(보선)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59호 해방선거
구) 2014.4.9 국방위원회 위원(유임)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정치국 위원(유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유임),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16위) 2016.6 국무위원회 위원
2016.12 국가보위상 해임,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김인룡
직 주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
경 2011년 영국
◯
주재 북한대사관 해사담당 참사관 2016.11
주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전임 안명훈)

김일국
직 체육성 상,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경
◯
(연도미상)민족화해협의회 부원 (연도미
상)~2015.3 체육성 1부상(후임 김정수) (연도
미상)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 2016.12 체
육상(전임 리종무) 2017.1.23 조선올림픽위원
회 위원장(전임 리종무)

김재룡(金在龍)
직 자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
◯
경 2010.8 평안북도 당 위원회 비서
회 위원 ◯
2010.8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당조직 대표
2015.2.28 자강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전임
김춘섭)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자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책임비
서→위원장)

김재성
직 전자공업성 상,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
◯
경 (연도미
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상)전자공업성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 소장
2012.10 전자공업상(전임 한광복) 2014.3.9 최
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71호 초장
선거구) 2014.4.9 전자공업상(유임)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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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金正角)
생 1941년 07월 20일 ◯
출 평남 증산군 ◯
직김
◯
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군 차수, 당 중앙
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경 1959.8 군 입
원 ◯
대 (연도미상)대대장 (연도미상)군단 부
사령관 (연도미상)훈련소 참모장 (연도미
상)군 소장 1991.12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92.4 군 상장
1992.12 당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1994.7 김
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5.2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638호 선거구)
1998.9 인민무력부 부상 2000.9~2007.10 인민무력부 부부장
2002.4.13 군 대장(군 최고사령관 명령) 2003.8.3 최고인민회
의 제11기 대의원(제116호 선거구) 2007.3 군 총정치국 제1부국
장 2008.10.29 박성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2~2012.4
군 총정치국 1부총국장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
원(제340호 선거구) 2009.4.1 홍성남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4.9 국방위원회 위원 2010.4.28 김중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9.28~2012.4 당 정치국 후보위원 2010.9.28 당 군
사위원회 위원(~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
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2.9 김
정일 훈장 2012.2.15 군 차수 2012.4~11 인민무력부 부장(전
임 김영춘, 후임 김격식) 2012.4.11 제4차 당 대표자회 집행부
2012.4.11~2016.5.9 당 정치국 위원(보선) 2012.4.13~2013.4 국
방위원회 위원 2013.4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전임 려춘석)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83호 개풍선거
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
원회 위원(유임)

김정관(金正寬)
직 인민무력성 부상, 당 중앙위원회 위원,
◯
경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군 중장 ◯
2007.4.14 군 소장 2009.3.8 최고인민회
의 제12기 대의원(제334호 선거구) (연도미
상)군 중장 2013년 군 소장 2013.12 군 중장
2013.12.14 김정일 훈장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13호 소백산선거구) 2014.6 인민무력부
부부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
위원회 위원 2016.6 인민무력성 부상(직제 변경)

김정수(金正秀)
생 1960년 ◯
직 체육성 제1부상, 조선축구협
◯
경
회 위원장,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2006.7 조선축구협회 서기장 2006.9 체육
지도위원회 축구국 국장 2006.9.20 공훈
체육인 2009.11.2 김정일 표창 2009.3.8 최
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80호 선거구)
2012.3~2015.3 체육성 부상 2012.5 조선축구협회 위원장(전임
리룡남) 2015.3 체육성 제1부상(전임 김일국) (연도미상)조선올
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金貞淑)

김정은(金正恩)

생 1931년 ◯
출 평남 대동 ◯
직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
◯
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북-핀란드 친선
협회 위원장,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
경1954.5
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민청 중앙위원회 부장 1959.10 민청학련 중앙위원
회 부위원장 1964.5 사로청(사회주의노동청년동
맹) 부위원장 1965.2 조선학생위원회 부위원장 1965.12 북-라틴아메리
카 친선협회 부위원장 1969.12 북-쿠바 연대성위원회 부위원장 1971.12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982.2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1986.6~2009.12 민주조선사 책임주필 1986.11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
의원 1988.3~2010.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88.12 북-핀란드 친선
협회 위원장 1990.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93.12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75호 선거구)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624호 선거구) 2009.3.8 최고인
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117호 선거구) 2009.12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
회 위원장(전임 문재철) 2010.9 제7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조
직위원회 위원장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1.4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조선준비위원회 부위원
장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9 제8차 평양국제과학
기술도서전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13.7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
선위원회 위원장(전임 문재철)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68호 형산선거구) 2014.6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전임
문재철, 후임 오룡일)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53위) 2016.8.1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조선준
비위원회 위원장 2016.9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 조직위
원장 2016.10.6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생 1984년 01월 08일 ◯
직 당 위원장, 국무위원
◯
회 위원장, 군 최고사령부 사령관,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
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군 원수, 최고
학 스위스 베른 리베
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펠트-슈타인횔츨리공립학교, 김일성군사종
경 1998.9~2000년 가을까지 스위스 베른 리베
합대학 특설반 ◯
펠트-슈타인횔츨리 공립학교 재학중 평양 귀환 2002~2007.4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 졸(2006.12.24 졸업설) (연도미상)
평양방어사령부 포병부대 근무 2010.9.27 군 대장 2010.9.28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후계자 공식화)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1.12.30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2012.4.11 제4
차 당 대표자회 집행부 2012.4.11 당 비서국 제1비서, 당 정치국
위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최고인
민회의 제12기 대의원 2012.4.13~2016.6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7.17 군 원수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11
호 백두산선거구) 2014.4.9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유임)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장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무국 위원장(신
설),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유
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유임), 당 중앙군사
위원회 위원장(유임) 2016.6 국무위원회 위원장(신설)

김정순(金正順)
직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회
◯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당 중
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위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부위
경 2014.2.4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
원장 ◯
앙위원회 위원장(전임 로성실) 2014.3.9 최
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50호 피현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015.6.14 전국 도(직할시)·
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
회’ 부위원장 2016.11.18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위
원장 2016.11.18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단체
명 변경, 재선) 2016.11.23 고 류미영 장의위원회 위원

김정임(金正任)
생 1935년 ◯
직 당역사연구소 소장, 당 중앙위
◯
경
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1985.4 당역사연구소 부소장 2005.10.22 연형
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
의 제12기 대의원(제157호 선거구) 2009.12 당
역사연구소 소장(전임 김기남) 2010.4.28 김중
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9.28 당 중앙위원회 부장, 당 중앙
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
정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2.4 제4차 당 대표자회 서기부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88호 백
송선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
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중앙위원회(당역사연구소) 부장(유임), 중앙위원회 위
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39위)

김창광(金昌光)
김정식
직당
◯

군수공업부 부부장, 당 중앙위원회 후
경 (연도미상)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
보위원 ◯
부 부부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6.12.2 대량파괴무기(WMD)ㆍ군수물자 개
발 및 거래 관련해 한국 독자 대북제재 대상

생 1958년 ◯
직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당 중앙
◯
위원회 부부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경 2003.10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2012.3 조
◯
선중앙통신사 제1부사장 2013.7 조선중앙통
신사 사장(전임 김병호)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92호 청계선거구)
2016년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북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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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金蒼龍)
생 1947년 05월 10일 ◯
출 평양 ◯
직 김일성김정
◯
일기금이사회 이사장, 조선사회과학자협
학 김일성종합대학 ◯
경 1977.1 사
회 부위원장 ◯
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
장 1980.10 조선학생위원회 부위원장 1990.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90.5 알제
리 주재 대사 1990.9 모리타니 대사 겸임 1994.5 알제리대사
경질, 북-시에라리온 친선협회 부위원장 1995.10 외교부 부
부장 1999.1 독일주재 이익대표부 대표 2003.7 외무성 대사
2004.1~2008.11 이란 대사(후임 서세평) (연도미상)외무성 참사
2011.3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2012.4 주체사상세계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연도미상)김일성김정일기금이사회
이사장

김천균(金天均)
직 중앙은행 총재,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
◯
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국가조정
경 2006.5~2014.4.8 중
위원회 부위원장 ◯
앙은행 이사 겸 부총재 2014.3.9 최고인민
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489호 성산선거
구) 2014.4.9 중앙은행 총재(전임 백룡천)
2015.2 국가조정위원회 부위원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
보위원

김평일(金平日)
생 1954년 08월 10일 ◯
출 평양 ◯
직 체코 대사
◯
학 1977년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졸, 1981
◯
경 1976
년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작전과졸 ◯
년 호위사령부 장갑차 대대장 1977년 인민
군 군관 1977.8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졸
업 1978~1981.8 김일성군사종합대학교 졸
업 1982년 유고 대사관 무관 1987년 인민무력부 작전국 부국장
1988.8 헝가리 대사(1988.9 소환) 1988.12 불가리아 대사 1994.3
핀란드 대사 1998.1 폴란드 대사(후임 리근) 2015.1 체코 대사(전
임 리광일)

원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7.6.16 리인모
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246
호 선거구) 2009.4.1 홍성남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4.9 최
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유임) 2010.4.28 김중린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0.9.28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해임(후임 리만
건) 2010.9.28 당 비서국 비서 겸 당 간부부 부장(전임 김국태),
당 정치국 후보위원(~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11.4 국가
체육지도위원회 위원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1.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
원회 부위원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72
호 삼석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6.14 전국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
거지도위원회 부위원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정치국 위
원, 당 중앙위원회(정무국)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간부부) 부
장(유임),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7위)

김형룡(金炯龍)
직 인민무력성 부상, 군 상장, 당 중앙위원회
◯
학 통신군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 1992.4 인민
관학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무력부 총참모부 통신국장, 군 소장 1995.2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5.10 군 중
장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
663호 선거구) 2003.7.26 군 상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대의원(제659호 선거구) 2003.10~2009.2 군 제4군단 단
장(후임 김격식) 2009.2 군 제2군단 단장 2010.9.28 당 중앙위
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
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의원(현. 제356호 해월선거구) (연도미상)인민무력부 부부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6 인
민무력성 부상(직제 변경)

김평해(金平海)
생 1941년 10월 08일 ◯
출 자강도 전천군 ◯
직당
◯
중앙위원회 정무국 부위원장(간부담당), 당
간부부 부장,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
회 위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최고인
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대의
학 사범대학, 만경
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
경 1960.2 군 입대 1964년 당 조직지도부 보조지도
대혁명학원 ◯
원(당시 지도원인 김정일 보좌로 인연) 이후 조직지도부 지도
원 과장, 평안북도 담당 지도원 거쳐 부부장 1989.2 평양시 당
위원회 조직비서 1989.9 평안북도 당 위원회 비서 1997.9 평
안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
기 대의원(제216호 선거구)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
의원(제211호 선거구) 2003.9.3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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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金衡俊)
생 1949년 11월 26일 ◯
출 함북 ◯
직 러시아 대
◯
사,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아르메니아 대
사,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벨라루스 대
학 청진사범대학 ◯
경 1981년
사, 몰도바 대사 ◯
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 2000.8.22 레바논,
시리아 대사 2001.4 쿠웨이트, 요르단 대사
2002.1.28 카타르 대사 2003.7 바레인 대사 2004.1 시리아 대
사 경질 2004.2 쿠웨이트 대사 경질 2005.1 외무성(중국담당)
부상 2014.8.28 러시아 대사(전임 김영재) 2015.5.17 몰도바 대
사(전임 김영재) 2016.1 벨라루스 대사(전임 김영재)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6.11.22 아르메니아 대사(전임 김영재)
2017.1.17 투르크메니스탄 대사(전임 김영재)

노광철(努光鐵)

로두철(盧斗哲)

직 인민무력성 제1부상, 당 정치국 후보위
◯
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군 상장, 최고인
경 2003.8.3 최고
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75호 선거구)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77
호 선거구) 2010.9.28~2016.5.9 당 중앙위
원회 후보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연도
미상)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연도미상)군 중장 2014.3.9 최
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20호 한나산선거구) 2014.12
군 상장 2015.7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2015.11.8 리을설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
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25위) 2016.6 인민무력성 제1부상
(직제 변경)

생 1950년 10월 02일 ◯
출 함남 함흥시 ◯
직내
◯
각 부총리,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당 정치
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체육지도
위원회 부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원회 명예공동위원장, 조선국제합영총회사
경 (연도미상)국가계획위원회 지도원
이사장 ◯
(연도미상)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1992.6 국가계획위원회 전
자자동화계획국 국장 1994.11~2003.9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
장 1998.4 자재공급위원회 위원장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
기 대의원(제502호 선거구)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
의원(제384호 선거구) 2003.9.3 내각 부총리 2005.4~2011.2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위원장(후임 김락희) 2005.10.22 연
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5.11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이사
장 2006.3.30 6.15공동실천 위한 북ㆍ남ㆍ해외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명예공동위원장 2008.10.29 박성철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184호 선거
구) 2009.4.1 홍성남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4.9 내각 부총
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전임 김광린) 2010.1.20 조선대풍
국제투자그룹 이사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
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4.11 제4차 당 대표자회 집행부 2012.4.11~2016.5.9 당
정치국 후보위원(보선)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85호 삼화선거구) 2014.4.9 내각 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장(유임)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원회 위원 2016.5.9 당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3위)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동정호(董正浩)
생 1956년 ◯
출 남포 ◯
직 건설건재공업성 상, 당
◯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마라톤협회 위원장,
경 2003.9 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설건재공업성 과학기술국 국장 2005년 건
설건재공업성 부상 2005.3 건설건재공업상
2005.4 조선마라톤협회 위원장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242호 선거구) 2009.4.9 건
설건재공업상 2010.9.28~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99호 성천선거구) 2014.4.9 건설건재
공업상(유임) 2015.4.9 김일성 훈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렴윤학(廉允學)
생 1952년 ◯
직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총장, 금
◯
경 1996.4 김일성사회주의
성학원 총장 ◯
청년동맹 청소년과외교육지도국 부국장
1999.5~2009.5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총장
(후임 최민철) 2002.7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단장 2004.12.20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북ㆍ남ㆍ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2011.7 만경대학
생소년궁전 총장(전임 최민철) 2011.12 금성학원 총장(전임 오
정훈)

렴철성(廉哲成)
직 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당 중앙위원
◯
경 1995.10 김일성 훈장
회 위원, 군 중장 ◯
1997.2.21 최광 장의위원회 위원 1997.4 군 중
장 2013.10 군 소장 2013.10 군 중장 2013.12
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2014.1.7 최고인민
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
위원회 위원 2014.2 군 소장 2014.7 군 중장 2015.11.8 리을설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리룡남(李龍男)
생 1960년 08월 08일 ◯
출 평양 ◯
직 내각 부총리,
◯
당 중앙위원회 위원, 북-시리아 친선협회 위
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조선축구
협회 협회장, 조선레슬링협회 위원장, 최고
학 북경외국어대학
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
◯1994년 싱가폴 대사관 경제담당 서기관
1998년 무역부 보좌관 2001.4 무역성 부상 2004.10 조선국제무
역촉진위원회 제1부위원장 2008.3 무역상(전임 림경만) 2008.3
북-시리아 친선협회 위원장 2008.10.29 박성철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93호 선거구)
2009.4.9 무역상 2010.7~2011.4 조선축구협회 위원장(전임 문
재철, 후임 리종무)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
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6 북-러시아 무역ㆍ경제 및 과
학기술협조위원회 북측 위원장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2013.9 조선레슬링
협회 위원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83호
증산선거구) 2014.4.9 무역상(유임) 2014.6.18~2016.8.22 대외경
제상(후임 김영재)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5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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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건(李萬建)
생 1945년 ◯
출 평남 ◯
직 당 중앙위원회 정무
◯
국 부위원장(군수공업담당), 당 정치국 위
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
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위원, 당 군수공업
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최
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경 2010.9~2015.12 평안북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전임 김평
◯
해, 후임 김능오) 2010.9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
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9 최고인민
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47호 풍년
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5.12~2016.5 당 군수공업부 부장(전임 김
춘섭)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
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정무국) 부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
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군수공업부) 부장(유임),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11위) 2016.6
국무위원회 위원

리명길(李明吉)
생 1963년 ◯
직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중
◯
앙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북-캄보디
아 친선협회 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
경 2010.5
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전
임 강창욱) 2010.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010.8 평
안북도 당 대표자회 대표 2010.9.28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1.6.18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중앙선거지도위원
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10 북캄보디아 친선협회 위원장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
원 2014.1.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
거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
341호 장국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유
임) 2015.6.14 전국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2016.11.23 고 류미영 장의위원회 위원
2016.12.7 조선농업근로자동맹 8차 대회에서 농근맹 중앙위원
장으로 재선

리명수(李明秀)
생 1934년 02월 20일 ◯
출 함북 명천군 ◯
직군
◯
총참모부 총참모장, 당 정치국 위원, 당 중
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경 1950.7
군 차수 ◯
군 입대 (연도미상)군 제3군단 작전부장
1980.11 혁명승리기념관 관장 1992.4 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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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993.12 3군단 참모장, 사령관 1995.10 군 상장 1996.11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1997.4~2007.5 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
모장 겸 작전국장(후임 김명국)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646호 선거구) 2000.10 군 대장 2003.8.3 최고인민
회의 제11기 대의원(제663호 선거구) 2005.10.22 연형묵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07.5 국방위원회 행정국 국장 2010.4 군
상장 2010.6 군 대장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4.7~2013.2 인민보안부 부
장(전임 주상성, 후임 최부일) 2011.4.7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
의원(제383호 선거구. 보선) 2011.6.18 도·시·군 인민회의 대
의원선거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2.3 당 대표자회 인민보안부 기관당조직 대
표 2012.4.11 제4차 당 대표자회 집행부 2012.4.11 당 정치국 위
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보선) 2012.4.13~2013.4.1 국방위
원회 위원(보선)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2
군 총참모부 부장(전임 리영길) 2016.4 군 차수 2016.5.6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치국 위원(유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유임),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14위)

리무영(李務榮)
이 리무용 ◯
생 1948년 04월 08일 ◯
출 남포 ◯
직
◯
내각 부총리, 화학공업성 상, 당 중앙위원
경
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연도미상)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기사장
1998.7.26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
119호 선거구) 2002.10 평안남도 남흥청년
화학연합기업소 지배인 2003.8 박사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118호 선거구) 2003.9.3 화학공업상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568호 선거구) 2009.4.9 화
학공업상(유임)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
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5.31 내각 부총리 2011.12.19 김
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3.4.1 내각 부총리 겸 화학공업
상(전임 리성욱)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
94호 남흥선거구) 2014.4.9 내각 부총리 겸 화학공업상(유임)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31위)

리병철(李炳哲)
생 1948년 ◯
직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당
◯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
학 김일성군사종
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 1990년 2비행사
합대학, 만경대혁명학원 ◯
단장 1992.4 군 중장 1998.7.26 최고인민회
의 제10기 대의원(제473호 선거구)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633호 선거구) 2008.4 공군사
령부 사령관(전임 오금철, 후임 최영호), 군 상장 2009.3.8 최
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329호 선거구) 2010.4.14 군 대
장 2010.9.28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2016.5.9), 당 중앙위원

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
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5∼2014.12 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전 공군사령부) 사령관, 군 항공군 대장(후임 최영호 중
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06호 오대산선
거구) 2014.9.25~2016.6 국방위원회 위원 2014.12 당 중앙위원
회 제1부부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24위)

리상관(李相官)
직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
◯
경 2005.4~2010.9 황해북
의 제13기 대의원 ◯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전임 김병송, 후임 리
원일) 2009.3.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제431호 선거구) 2010.8 황해북도 인민위원
회 당조직 대표 2011.8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전임 한흥표) 2012.3 당 대표자회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당조직 대표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583호
부윤선거구)

리상원(李相元)
직 량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
◯
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경 2004.11 평양시 중화군 당 책임비서
원 ◯
2007.8~2012.1 개성시 당 위원회 책임비서
(전임 장창봉, 후임 김영일) 2013.11 량강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전임 김히택) 2013.12.14 김
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원(현. 제640호 송봉선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
위원회 위원, 량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책임비서→위원장)

리선권
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전민족대
◯
경
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군 대좌 ◯
2006.10 군 상좌 2010.3 군 대좌(대령), 국방
위원회 정책국 부원 2012년 국방위원회 정
책국 부국장(후임 곽철희) 2014.10 국방위원
회 정책국장(전임 박림수) (연도미상)조국평
화통일위원회 위원장 2016.11.23 고 류미영 장의위원회 위원
2016.12.8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리설주(李雪主)
생 1989년 ◯
직 김정은 당 위원장의 부인 ◯
학평
◯
경
양 금성2중학교 ◯(연도미상)평양시 중구 금
성2중학교 졸업 (연도미상)중국에서 성악 전
공 (연도미상)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가수
(연도미상)은하수관현악단 가수 (연도미상)김
일성종합대학 특설반 퍼스트레이디 교육 받
음 2009년 김정은과 결혼

리성국
직 군 제4군단 단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군
◯
경 2013.4 군 제4군단 단장(전임 변인
중장 ◯
선)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리수용(李洙墉)
이 리철 ◯
생 1935년 04월 13일 ◯
출 함남 ◯
직당 중
◯
앙위원회 정무국 부위원장(국제담당), 당 정
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 당 중
앙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위원, 북-일본우
학 김일성종합대학, 국제
호 친선협회 고문 ◯
경 1973~1980년 외교부 의
관계대학 불어과 ◯
례국장, 국제기구 국장 1980년 당 조직지도부 서기실 부부장
1980~1986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1987.9 제네바 유엔
사무국 대표부 상임대표 1991.10 제네바 유엔사무국 대표부 상
임대표 1998.1~2010.4 스위스 대사, 스와질란드 대사(후임 서
세평) 2000.7 합영회사 KOHAS 대표 2001.8.14 리히텐슈타인 대
사 2001.12 네덜란드 대사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제220호 선거구)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439
호 선거구) 2010.7~2012.1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후임 리광근)
2010.9.28~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8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2014.4.9~2016.5 외무상(후임 리용호)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
위원회(정무국)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국제부) 부장(전임 강석
주), 중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6위)
2016.6 국무위원회 위원 (연도미상)북-일본우호 친선협회 고문

리영길(李永吉)
직 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군 총참모부
◯
작전총국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
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군 상장
경 (연도미상)군 소장 1998.7 최고인민회의 제
◯
10기 대의원(제667호 선거구) 2002.4.13 군 중
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
642호 선거구)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347호
선거구)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12
군 제5군단 단장, 군 상장 2013.3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전임 최
부일, 후임 변인선) 2013.8 군 대장 2013.9~2016.2 군 총참모부
총참모장(전임 김격식, 후임 리명수)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49호
금천강선거구)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4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정치
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군
상장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26위) 2016.11 군 총
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전임 림광일)

북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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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철(李英哲)
직 군단정치위원, 군 소장, 당 중앙위원
◯
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경 2007.4.14 군 소장 2014.3.9 최고인민회
◯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64호 신곡선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연도
미상)군단정치위원

리용선(李勇鮮)
생 1964년 ◯
출 함북 청진 ◯
직 국제태권도연맹
◯
(ITF) 총재,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 조선
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올림픽위원회
학 김일성종합대학 ◯
경 (연도미상)평
부위원장 ◯
양조선체육대학 태권도학부 교수 (연도미상)
국제태권도연맹 집행총국장 (연도미상)국제
무도경기위원회 부사무총장 2013년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
장 2015.8 국제태권도연맹(ITF) 3대 총재(전임 장웅) 2016.3 국
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전임 장웅) (연도미상)조선올림픽위
원회 부위원장

리용주(李用柱)
직 해군사령부 사령관, 당 중앙위원회 위원,
◯
경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군 대장 ◯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548
호 선거구) 2010.9.28~2016.5.9 당 중앙위원
회 후보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연도미상)군 중장 (연도미상)군 총
참모부 부총참모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449호 송원선거구) 2015.4 해군사령관(전임 김명식), 군 상장
2015.8 군 대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리용호(李容浩)
생 1956년 07월 10일 ◯
출 평양 ◯
직 외무성 상,
◯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학 평양남산고등중학교,
국무위원회 위원 ◯
경 1977년 외무
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 ◯
성 근무 1979년 짐바브웨 주재 북한대사
관 서기관 1985년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
관 서기관 1988년 외무성 국제기구국 2과 담당지도원 (연도
미상)외무성 국제기구국 과장 (연도미상)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 1995년 외무성 참사 2001.5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북
측 단장 2003.8.30~2006.11 영국 대사 2004.2~2007년 벨기
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대사 (연도미상)아이슬란드주재 대
사관 3등 서기관 (연도미상)외무성 핵 군축담당 부국장 (연
도미상)외무성 참사 2010.9.23~2016.5 외무성 부상(전임 김
계관) 2010.9.28~2016.5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1.7 6
자회담 북측 수석대표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6.5.9 당 정치국 후보위원, 외무성 상(전임 리수용)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21위) 2016.6 국무위원
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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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일환(李日煥)
생 1960년 ◯
직 당 근로단체부 부장, 국가체육지
◯
경
도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
(연도미상)김일성종합대학 청년동맹 위원장
1992년 사로청 산하 속도전 돌격대장 및 사
단 정치지도원 1998.1~2001.10 김일성사회주
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1998.7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475호 선거구) 1998.9~2003.9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011.5~2014.4 평양시 당 위원회 비
서 2012.3 당 대표자회 평양시 당 위원회 당조직 대표 2014.4 당
근로단체부 부장(전임 리영수)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전임 리영수)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
행부 2016.5.9 당 중앙위원회(근로단체부) 부장(유임), 중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34위)

리재일(李載佾)
생 1935년 ◯
출 평양 ◯
직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
◯
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경 (연도미상)평양신문사 부주
13기 대의원 ◯
필 1992.6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2001.2 출
판지도국 국장 2004.5 당 선전선동부 제1
부부장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86호 선거구)
2010.9.28~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660호 건국선거구) 2016.5.9 당 중앙위원
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45위)

리종국(李鍾國)
생 1954년 ◯
출 강원도 ◯
직 기계공업성 상, 당 중
◯
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경 1999.12 금속공업기계성 전기기계공업
의원 ◯
관리국 국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
의원(제306호 선거구) 2005.5 기계공업성 전
기기계공업관리국 국장 2009.3.8 최고인민회
의 제12기 대의원(제283호 선거구) 2012.3 기계공업상(전임 조병
주)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39호 남창선거
구) 2014.4.9 기계공업상(유임)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리종혁(李種革)
생 1936년 10월 30일 ◯
출 강원도 ◯
직 조선아시
◯
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 조
국통일연구원 원장, 북-영국 친선의원단 위
원장, 북-유럽 친선의원단 위원장, 북-독일
친선의원단 위원장, 북-이탈리아 친선의원
단 위원장, 북-프랑스 친선의원단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 최고인
학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평양국제
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 1964년 문화성 물질문화유물 보존사업소
관계대학 불어과 ◯

소장 1970.1 과학원 연구원 1974.10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과장
1976.10 주불 유네스코 대표부 전권공사 1985.4 이탈리아 FAO
대표부 대표 1994.4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책임참사 1994.7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1995.3 당 중앙위원회 부부
장 1997.7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연도미상)교
수, 박사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218호 선거구)
2000.10 북-서유럽 친선의원단 위원장 2000.10 북-이탈리아
친선의원단 위원장 2002.4 북-독일 친선의원단 위원장 2002.9
북-프랑스 친선의원단 위원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418호 선거구) 2003.9.2 북-영국 친선의원단 위원장
2005.4 6.15공동선언 실천 준비위원회 북측 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 2007.6.16 리인모 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
회의 제12기 대의원(제440호 선거구) 2010.1 북-이탈리아 친선
의원단 위원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78
호 선죽선거구)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리주오(李周午)
생 1956년 ◯
직 내각 부총리 ◯
경 1998.4 기계공업
◯
부 부부장 1999.6 경공업성 부상 1998.7.26 최
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보선) 2001.5 경공
업상(전임 리연수)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대의원(제173호 선거구) 2003.9 경공업상
(유임) 2008.10.29 박성철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08.11~2010.6 조선옷협회 위원장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198호 선거구) 2009.4.9~2010.6.7 경공업상(후
임 안정수) 2010.8 내각사무국 부부장 2016.6 내각 부총리

리충복(李忠福)
생 1954년 ◯
직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
장,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금강산국제
관광특구지도국 부국장, 민족화해협의회(민
화협) 부회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6.15공동실천 위한 북남 해
학 김일성종합대학 조선
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경 2003.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2004.1
어문학부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2004.12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부의장 2004.12.20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북ㆍ남ㆍ해외 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
회 부위원장 2005.8.14~17 서울 8.15민족대축전 북측준비위원
회 부위원장 2006.3.30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북측위원회
부위원장 2007.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부의장 2011.8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국장 2013.5~2015.10 조선적십
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2015.10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강수린)

리혜정(李惠楨)
직 사회과학원 원장,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
◯
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제13
경 2012.4.13 사회과학원 원장(전임
기 대의원 ◯
태형철)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원(현. 제547호 초원선거구) 2014.4.9 최고인
민회의 부의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 (연도미상)교수, 박사

리철만(李哲万)
생 1968년 ◯
직 당 중앙위원회(전문부서) 부
◯
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씨름협회 위
경
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2005.1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부위원장
2008.6~2012.4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전임 최후용, 후임 계명철)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244호 선거구) 2012.4.13 내각
부총리 2013.4.1~2016.6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전임 황민, 후
임 고인호) 2013.9 조선씨름협회 위원장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34호 엄곳선거구) 2014.4.9 내각 부
총리 겸 농업상(유임)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중앙위원회(전문부서) 부장, 중
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36위)

리충길
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
◯
회 후보위원,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
경
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2015.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조선과학기
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최상건)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림경만(林景萬)
생 1946년 08월 28일 ◯
출 평남 ◯
직 라선시 당
◯
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
학 김일성종합대
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 197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
학 외문학부 ◯
주재 참사관(상무담당) 1989.3 무역부 아
주국 국장 1992년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
사관 무역참사 1999.4 무역성 국제기구총국장 2001.8 중국
대련무역대표부 대표 2004.4~2008.3 무역상(후임 리룡남)
2005.12~2006.9 조선축구협회 위원장(후임 최남균) 2006.7
북-시리아 친선협회 위원장 2006.11~2007.10 조선권투협
회 위원장(후임 리용선) 2010.1 라선특별시 당 위원회 책임
비서(전임 김현주) 2010.4.28 김중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9.4 라진항 당 대표자회 대표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3 당 대표자회 라진항 당조직 대표 2012.3.29 김일성 훈
장 2012.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3.12.14 김국
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원(현. 제683호 라진선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
앙위원회 위원(유임), 라선시 당 위원회 위원장(책임비서→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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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원춘(馬園春)
생 1956년 06월 30일 ◯
직 국무위원회 설계국
◯
국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군 소장
학 평양건설건재대학 ◯
경 (연도미상)백두산건
◯
축연구원 건축설계사 2000년 당 재정경리
부 설계실 부실장 (연도미상)당 재정경리부
부부장 겸 설계실 실장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88호 어파선거구) (연도미상)군 중장
(연도미상)~2014.11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2015.10~2016.6 국
방위원회 설계국 국장, 군 소장 2016년 군 대좌 2016.4 군 소장
2016.6 국무위원회 설계국 국장

박명국
생 1956년 06월 01일 ◯
출 평북 ◯
직 외무성 부상,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학 신의주외국어학원, 평
법제위원회 위원 ◯
경 (연도미상)인민무력부 대
양국제관계대학 ◯
외사업국 근무 (연도미상)외무성 미국국 지
도원 1989.2 나이지리아 대사관 2등 서기관
1997.3 외무성 미국국 과장 2006~2008.1 호주 캔버라 주재 정
무담당공사 2008.1 외무성 국장 2012.11 외무성 부상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484호 온정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

박명순(朴明順)
직 당 경공업부 부부장, 당 중앙검사위원회
◯
경 (연도미상)평안북도 숙천군 약전
부위원장 ◯
농장 관리위원장 2010.9 당 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3.10 당 경공업부 부부장
2016.5.9 당 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유임)

박명철(朴明哲)
생 1941년 09월 15일 ◯
출 평북 의주 ◯
직 조국통
◯
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학평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군 상장 ◯
경 1974.3 평양체육대학 학부장
양체육대학 ◯
1975.4 국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1976.3 체
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1986.4 국가체육위
원회 제1부위원장 1990.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91.5 조
선축구협회 부위원장 1992.12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92.12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선바둑협회 회장 1993.4 조선올림
픽위원회 위원장 1993.10 동아시아경기협회 위원장 1994.7 김
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제159위) 1995.2 오진우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제154위)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383
호 선거구) 1998.9 체육상 1999.11~2004.3 내각 체육지도위원
장(후임 문재덕)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456
호 선거구) 2009.2 국방위원회 참사, 군 상장 2010.6.7 체육상
(전임 박학선, 후임 리종무) 2010.6.7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
원(보선) 2010.9.28~2016.5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
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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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96호 문덕선거
구) 2014.4.9~2016.6 최고재판소 소장 겸 최고인민회의 법제위
원회 위원(후임 강윤석) (연도미상)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
위원회 의장 2016.11.23 고 류미영 장의위원회 위원

박봉주(朴奉珠)
생 1939년 04월 10일 ◯
출 함북 김책시 ◯
직 내각
◯
총리,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
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
경 1962.9 평안북도 룡천식료공장 지
회 위원 ◯
배인 1980.10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83.7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 1993.5 당 경공업부 부
부장 1994.3 당 경제정책검열부 부부장 1994.7 김일성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제188위) 1995.2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제183위)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173호 선거구)
1998.9~2003.9 화학공업상(후임 리무영) 2003.8.3 최고인민회
의 제11기 대의원(제470호 선거구) 2003.9.3~2007.4 내각 총리
(후임 김영일)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7.4
평안남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 2010.8~2012.4 당 경
공업부 제1부부장 2010.9.28~2016.5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2.4.11~2013.3.31 당 경공업부 부장(전임 김
경희, 후임 백계룡) 2012.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2013.3.31 당 정치국 위원
(보선) 2013.4.1 내각 총리(전임 최영림) 2013.12.14 김국태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
170호 제약선거구) 2014.4.9 내각 총리(유임) 2014.4 노동당 중
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유임), 당 중앙군
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3위) 2016.6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朴永植)
직 인민무력성 상,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
◯
군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무
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
경 1999.4 군 소장
사위원회 위원, 군 대장 ◯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669
호 선거구) 2009.4.14 군 중장 2010.11.6 조명
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현. 제528호 룡대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
심사위원회 위원 2014.4~2015.4 군 총정치국장 부국장(조직담
당), 군 상장 2015.5~2016.6 인민무력부장, 군 대장 2015.11.8 리
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치
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15위) 2016.6 국무위원회 위원, 인
민무력성 상(직제 변경)

박영호(朴永虎)

박태덕(朴太德)

직 황해남도 당 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
◯
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최
경 2012.7 황
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 ◯
해남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전임 로배권)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
337호 새길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황해남도 당 위
원회 위원장(책임비서→위원장)

생 1955년 ◯
출 평남 ◯
직 황해북도 당 위원회 위
◯
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법
제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경 2007.1 평안남도 안주시 당 위원회 책
원◯
임비서 2010.9 황해북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
(전임 최룡해)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3 당 대
표자회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당조직 대표 2012.4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2.4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보
선)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90호 봉산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
의 법제위원회 위원(유임)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황해북도 당 위원회 위원장(책임비서→위원장)

박정남(朴正南)
직 강원도 당 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
◯
경
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연도미상)평안북도 태천군 송원협동농장
리 당 비서 2001.7 강원도 당 위원회 비서
2009.3.16 노력영웅, 국기훈장 제1급(원산청
년발전소 건설 공로) 2013.5 강원도 당 위원
회 책임비서(전임 백계룡)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465호 봉춘선
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강원도 당
위원회 위원장(책임비서→위원장)

박정천(朴正川)
직 군 포병국장, 군 중장, 군 총참모부 화력지
◯
휘국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경 2006.4.14 군 소장 2012.4
제13기 대의원 ◯
군 중장 2013.4 군 상장 (연도미상)~2014.6
포병사령부 사령관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40호 삼천강선거구)
2014.4 군 중장 2014.4 군 상장 2014.7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 2015.2 군 소장 2015.8 군 대좌(대령) 2016.1 군
중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6.11 군 소장, 군 포병국
장(전임 윤영식) 2016.12 군 중장

박춘남(朴春男)
직 문화성 상,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
◯
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조선옷협회 부
경 2003.10 평양연극영화대학 부학
회장 ◯
장 2009.11 국가영화위원회 제1부위원장
2010.11 국가영화위원회 부위원장 2011.9 문
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 2013.9 문화
상(전임 홍광순)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
545호 선덕선거구) 2014.4.9 문화상(유임) 2015.4.11~17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조직위원회 위원장 (연도미상)조선옷
협회 부회장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서기부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6.9.16~23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 조직위원장

박태성(朴泰成)
직 평안남도 당 위원회 위원장, 당 정치국
◯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경 (연도미상)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대의원 ◯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
59호 배산선거구) 2014.5 평안남도 당 위원
회 책임비서(전임 홍인범)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정치
국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평안남도 당 위원회 위원장(책
임비서→위원장)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20위)
2016.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서세평(徐世平)
직 주제네바 유엔사무국 대표부 상임대표
◯
경 (연도미상)카라치 주재 북한총영사관 영사
◯
2008.11~2010.5 이란 대사(전임 김창룡, 후
임 조인철) 2010.4 스위스 대사(전임 리철)(가
명 리수용), 주 제네바 유엔사무국 대표부 상
임대표 2010.6 리히텐슈타인 대사 2010.6 네
덜란드 대사(전임 리희철)

서홍찬(徐鴻贊)
직 인민무력성 제1부상, 당 중앙위원회 위원,
◯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인민무력성 후방
총국 총국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경 2007.4.14 군 소장 2009.3 군 중장
군 상장 ◯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672
호 선거구) 2011.8 군 소장 2013.11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전임 전창복) 2013.11 군 상장 2014.1 인민무력부(성) 후
방총국 총국장(전임 전창복)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원(현. 제125호 록두산선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6 당 중앙군
사위원회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성 제1부상(직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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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춘(安東春)
생 1945년 ◯
직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중
◯
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공보위원회 위원
경 2005.3
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4.15문학창작단 부단장, 소설가 2007.6.16 리
인모 장의위원회 위원 2008.9 조선작가동
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김병훈)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대의원(제212호 선거구) 2010.1.13~2012.5 문화상(전임 강
능수, 후임 홍광순) 2010.8 당 대표회 문화성 기관당조직 대
표 2010.9.28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1.10 조선공보위원
회 위원장(전임 강능수)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1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 2012.3 제4차 당 대
표자회 문화성 당조직 대표 2012.7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전임 김병훈)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의원(현. 제615호 명간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유임)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안정수(安正秀)
생 1951년 ◯
직 당 경공업부 부장, 당 중앙위원
◯
회 위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최고인
경 2010.6.7 경공업상
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전임 리주오) 2010.6.7 최고인민회의 제12
기 대의원(보선)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
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11.4 국가체육지도
위원회 위원 2014.5 당 중앙위원회 부장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558호 함주선거구) 2014.12 당 경공업
부 부장(전임 백계룡)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중앙위원회(경공업부) 부장(유임), 중앙위원회 위원
(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35위)

양형섭(楊亨燮)
생 1925년 10월 01일 ◯
출 함남 함흥 ◯
직 최고인
◯
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당 정치국 위
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조국전선) 공동의장, 조국평화통일위
원회(조평통) 부위원장, 김일성방송대학 학
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명예공동
학 중국 칭다오
위원장, 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 1950년 소
중학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경제학부 ◯
련 모스크바대학 경제학부 1950.6 군 입대 1954.5 인민경제대
학 교육학부 부장 1961.10 당 중앙당학교 교장 1962.4 당 마르
크스-레닌주의연구소 소장 1962.10 최고인민회의 제3기 대의
원 1967.11 최고인민회의 제4기 대의원 1967.12 내각 고등교육
상 1969.11 북-탄자니아 친선협회 위원장 1970.11 당 중앙위원
회 위원, 당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당 비서국 비서 1971.12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1972.12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
원, 당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1974.5 당 정치위원회 위원 1977.4
중앙인민위 법제위원회 위원장 1977.12 최고인민회의 제6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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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979.10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1980.6 사회과학원
원장 1980.10 당 중앙위원회 위원 1982.2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1982.12 북-영국 친선협회 의장 1983.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1984.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86.11 최
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1986.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
장 1987.3 의회그룹위원회 위원장 1989.4 김일성방송대학 학
장 1990.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함남 룡덕) 1990.5 최
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1991.4 IPU 제148차 이사회에서 제
85차 총회 의장 선출 1993.12~2010.9 당 정치국 후보위원
1997.12~2005년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1998.7 최고인민
회의 제10기 대의원(제242호 선거구) 1998.9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부위원장 2003.6.8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
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367호 선거구)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 2006.3.30 6.15공동선언실천 위한 북ㆍ남ㆍ해외공
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명예공동위원장 2007.6.16 리인모 장
의위원회 위원 2007.6.23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
의원 선거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위원장 2008.10.29 박성철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1.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9.3.8 최고인
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105호 선거구) 2009.4.1 홍성남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09.4.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2010.4.28 김중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9.28 당 정치국 위
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4 김일성 생일 100
주년 기념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조선준비위원회 위
원장 2011.6.18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중앙선거지도
위원회 위원장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4.11
제4차 당 대표자회 집행부 2013.7 군 상장 2013.12.14 김국태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1.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
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
기 대의원(현. 제21호 개선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유임)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6.14 전국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
거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위원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치국 위원(유임), 중앙
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12위)
2016.11.23 고 류미영 장의위원회 위원장

오극렬(吳克烈)
생 1930년 01월 07일 ◯
출 함북 온성군 ◯
직군 대
◯
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
학 김일성종합대학, 소련 프룬제
기 대의원 ◯
경 1949.5 군 입
군사대학, 만경대혁명학원 ◯
대 1962년 소련 프룬제군사대학 유학 (연
도미상)공군사령부 부사령관 1964.11 군 소
장, 공군대학 학장 1967.10 군 중장, 공군사령관 1967.11 최고인
민회의 제4기 대의원 1970.11 당 중앙위원회 위원 1972.12 최
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 1977.10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1977.11 최고인민회의 제6기 대의원 1979.9 당 정치국 후보위원

1979.9~1988.2 군 총참모부 참모장 1980.9 군 상장 1980.10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정치국 위원, 군사위원회 위원 1982.2 최
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1982.4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1985.4
군 대장 1986.11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1988.4 당 정치
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해임 1988.9 당 민방위부 부
장 1989.7 당 작전부 부장 1990.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94.7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제45위) 1995.2 오진우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제43위)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
원(제356호 선거구)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
361호 선거구) 2008.10.29 박성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2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
42호 선거구) 2010.4.28 김중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4.11~2016.5.9
당 정치국 후보위원(보선) 2012.4.13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3호 전승선거구) 2014.4.9~2016.6 국
방위원회 부위원장(유임)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28위)

장 1988년 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4.9 전자자
동화공업위원회 생산담당 부위원장 1998.9 금속기계공업성
부상 1999.11.24 전자공업상 1999.12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
의원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251호 선거구)
2003.9~2009.4 전자공업상(후임 한광복) 2009.3.8 최고인민
회의 제12기 대의원(제584호 선거구) 2009.4.9~2010.6.7 내
각 부총리 2010.6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전임 홍석형) 2010.9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당 대표회 대표 2010.9.28 당 중앙위원
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
정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12.3 당 대표자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당조직 대
표 2013.2.6 김정일 훈장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594호 교동선
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 2014.4 당 중
앙위원회 비서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년
당 정치국 후보위원 2015년 당 정치국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정치국 위원(유임), 당 중앙위원회(정무국) 부위원
장, 당 중앙위원회(전문부서) 부장(유임), 중앙위원회 위원(유
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8위)

윤동현(尹東絃)
오금철(吳琴鐵)
생 1947년 02월 24일 ◯
출 평양 ◯
직 군 총참모부
◯
부총참모장, 군 대장,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
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
학 김책공군대학, 소련 공
의 제13기 대의원 ◯
경 (연도미상)
군아카데미, 만경대혁명학원 ◯
군 입대, 공군 비행사 1984년 공군 제7사단
참모장(상좌) 1987.4 공군 제3전단사령부 부사령관(대좌) 1990
년 공군 제3전단 사령관(소장) 1991~1992년 공군 및 반항공사
령부 제1전단장 1992.4 군 중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신
덕) 1995.2 최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제60위) 1995.10~2008.4
군 상장, 공군사령관(후임 리병철)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
기 대의원(제650호 선거구)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
의원(제631호 선거구) 2008.4 공군사령관 해임(후임 리병철)
2010.9.28~2016.5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연도미상)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
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457호 위원선
거구) 2014.7.17 군 대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
회 후보위원

오수용(吳秀容)
생 1944년 ◯
직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부위
◯
원장,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
원, 당 중앙위원회(전문부서) 부장, 최고인
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예산
학 김책공업종합대학 ◯
경 (연
위원회 위원장 ◯
도미상)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 기술국 국

직 인민무력성 부상, 군 상장, 당 중앙위원
◯
경
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1998.7.26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
223호 선거구)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
기 대의원(제227호 선거구) 2007.3.21 김일성
훈장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제262호 선거구) (연도미상)군 상장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연도미상)군 중
장 (연도미상)인민무력부 부부장 2013.10 군 소장 2014.2.15 군
중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38호 방현
선거구) 2014.4 군 상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
회 위원(유임), 인민무력성 부상(직제 변경)

윤정린(尹正麟)
생 1938년 ◯
직 호위사령부 사령관, 군 대장, 당
◯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경 1985.10 인민무력부 호위사령부 참
의원 ◯
모장, 군 중장 1995.10.8 군 상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677호 선거
구) 2008.10.29 박성철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379호 선거구)
2010.4.23 군 대장, 호위사령부 사령관 2010.9.28 당 중앙군
사위원회 위원(~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
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2.9 김정일 훈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의원(현. 제156호 금수선거구) 2014.6 군 상장 2015.4 군 대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북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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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웅(任哲雄)

장병규(張炳奎)

생 1962년 ◯
직 내각 부총리, 당 정치국 후보위
◯
경 (연도미상)철도
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
성 국장 2001.6~2014.5.22 철도성 참모장
2014.5.22 내각 부총리 2015.11.8 리을설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정치국 후보위
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22위)

생 1920년 ◯
직 중앙검찰소 소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
◯
경
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1962.7 평양시 인민위원회 건설총국 총국장 1963.4 평양지
구 건설위원회 위원장 2010.4.9 최고검찰소 소장(전임 리길
송) 2010.4.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제92호 선거
구)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 2011.4.7~2014.4.8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
장(전임 주상성, 후임 최부일)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99호 강철
선거구) 2014.4.9~2016.6 최고검찰소 소장(유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6 중
앙검찰소(구 최고검찰소) 소장(직제변경)

자성남(慈成男)
생 1954년 03월 ◯
직 주 유엔 북한대표부 대사
◯
학
(상임대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
국제관계대학 ◯2000~2004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2005.10 외무성 군축평화
연구소 소장대리 2006.11~2012.9 룩셈부르
크 대사(후임 현학봉) 2007.7.4~2011.12 영
국 대사(전임 박경보, 후임 현학봉) 2007.7.4~2012.3 아일랜
드 대사 2008.3.12~2012.5 벨기에 대사 2012.5 외무성 국장
2014.2.28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전임 신선호)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636호 오봉선거구)

장 웅(張 雄)
생 1938년 07월 05일 ◯
출 평양 중구역 ◯
직
◯
체육성 제1부상, 국제태권도연맹(ITF) 종
신명예총재,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
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중국 국
립 런민대학 객좌교수, 최고인민회의 제13
학 1946년 평양제1중학교졸, 평
기 대의원 ◯
경 1943~1946년 평양제1중
양외국어대학 영어강습소 수료 ◯
학교 졸업 1976.7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 북한선수단 통역
원 1981.7 체육지도위원회 부서기장 겸 조선올림픽위원회 부
서기장 1985.6 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장 1986.1 남북체육회
담 대표(스위스) 1989.3 베이징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남북
체육회담 대표 1990.11 국제대회 단일팀 문제관련 남북체육
회담(1~4차) 대표 1991.2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
팀 실무위원회 북측위원장 1996.7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
원 1997.1 국가체육위원회 대외사업국 국장 1998.4 체육성
(체육지도위원회)부상,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2001.5
국제무도경기위원회 부위원장 2002.6 체육지도위원회 제1
부위원장 2002.9 국제태권도연맹(ITF) 2대 총재(전임 최홍
희)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174호 선거구)
2004.9~2006.8.25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 2005.6.27
중국 국립 런민대학 객좌교수 2006.8.25 국제무도경기위원
회 명예위원장 2008.7.31 사회정치학 박사 2009.3.8 최고인
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160호 선거구) 2009.10~2015.8 국제
태권도연맹 3대 총재(재선. 후임 리용선)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548호 독산선거구) 2015.6.16 미국 ‘태
권도 명예의 전당’ 수상자 선정 2015.8 국제태권도연맹(ITF)
종신명예총재 2016.8.2 브라질에서 열린 제129차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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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남(張正男)
직 군 제5군단장, 군 상장, 당 중앙위원회 위
◯
경 2002.4.13
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군 소장 2011.4.12 군 중장 2012.12 군 제1군
단 단장 2013.5~2014.6 인민무력부 부장(전
임 김격식, 후임 현영철) (연도미상)군 상장
2013.8 군 대장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 2014.2 군 상장 2014.3 군 대장 2014.3.9 최고인민회
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50호 대동강선거구) 2014.4.9~9.24 국
방위원회 위원(후임 현영철) 2014.7 군 상장 2015.11.8 리을설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장창하
직 제2자연과학원 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
경 (연도미상)군 중장 2012.12 공화국
군 중장 ◯
영웅(광명성 3호 2호기 성공적 발사 공헌) 및
국기훈장 1급 2014년 제2자연과학원 원장(전
임 최춘식) 2014.7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장 철(張 徹)
생 1955년 ◯
출 평양 ◯
직 국가과학원 원장, 당 중
◯
앙위원회 위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경 1999.2 국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과학원 최첨단전자공학기지 제작소 지배인
2002.11.21 교수 2003년 과학원 전희석 동무가
일하는 기업소 소장 2003.6.8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85호 선거구) 2005년 국가과학
원 소장 2006.10.5 후보원사 (연도미상)박사, 원사 2007.11.26 리
인모 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
87호 선거구) 2009.9 국가과학원 원장(전임 변영립)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3 당 대표자회 국가
과학원 당조직대표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58호 과학선거구) 2014.4.9
국가과학원 원장(유임)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장 혁
직 철도성 상, 당 중앙위원회 위원 ◯
경 (연도미상)철도성 제1부상
◯
2015.7 철도상(전임 전길수)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전승훈(全勝勳)
생 1951년 10월 27일 ◯
출 황남 ◯
직 함경북도 당
◯
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학 김책공업종합대
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
경 1993.3 당 금속공업부 국장 1995.11 흑
학◯
색금속수출입회사 총사장 1998.4 당 금속
공업부 부부장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
기 대의원(제511호 선거구) 1998.9~2003.9 금속기계공업상(후
임 김승현) 1999.9 리종옥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3.8.3 최고
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550호 선거구) 2003.9~2009.4 내
각 부총리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8.10.29
박성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
기 대의원(제645호 선거구) 2012.1 금속공업상(전임 김태봉)
2012.8.18~2014.4.8 내각 부총리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673호 보봉선거구) 2014.6 함경북도 당 위원회 책
임비서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
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함경북
도 당 위원회 위원장(책임비서→위원장)

전용남(全勇男)
직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중
◯
앙위원회 1비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경 2012.3.22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전
임 리용철) 2012.4 제4차 당 대표자회 평안북도
당조직 대표 2012.7~2016.5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2012.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2.9.25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보선)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
원 2014.1.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
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541호 가진
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유임) 2015.6.14 전
국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중앙선거지도
위원회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
앙위원회 위원 2016.6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2016.8.28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직제 변
경) 2016.11.23 고 류미영 장의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1995.2 대성경제그룹 제1부회장 1998.2 당 39호실 부
실장 2006.7.4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136호 선거구) 2010.1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 2010.2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당 39호실 실장 2010.3
국가개발은행 이사회 이사장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
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29호 수문선거구) 2015.11.8 리을
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48위)

전종수(田鍾秀)
생 1963년 09월 20일 ◯
출 평양 ◯
직 조국평화통
◯
경 2000년 조국
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2002.9 내각사
무국 과장 2003.1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
기국 부장 2007.9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
국 부국장 (연도미상)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

평통) 부위원장

정영수(鄭永洙)
생 1950년 ◯
출 강원도 ◯
직 노동성 상, 북-이란 친
◯
선협회 위원장,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중앙위
경
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1998.4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2001.1 국가
계획위원회 국장 2005.2 노동상(전임 리원일),
북-이란 친선협회 위원장 2009.3.8 최고인민
회의 제12기 대의원(제610호 선거구) 2009.4.9 노동상 2012.10 조
선연로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현. 제620호 경성선거구) 2014.4.9 노동상(유임)

조경철(趙慶喆)
직 인민군 보위국(전 보위사령부) 국장, 당 중
◯
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경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
원, 군 대장 ◯
기 대의원(제278호 선거구) 2007.4 군 중장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346
호 선거구) 2010.2 보위사령부 사령관(전임
김원홍) 2010.9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3 군
상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23호 승리산
선거구) 2014.5 군 대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3 보위국(前 보위
사령부) 국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전일춘(全日春)
생 1941년 08월 24일 ◯
출 함북 ◯
직 당 중앙위원
◯
회 제1부부장,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당
39호실 실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국가개발은행 이사장, 조선대풍국제투자그
학 평양남산고급중학교 ◯
경 1973.8
룹 이사 ◯
무역부 과장 1981.1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1988.7 북-르완다 친선협회 부위원장 1993.1 대외경제위원회

조남진(趙南進)
직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당 중앙위원회
◯
경 (연도미상)당 중앙위원회 부
위원, 군 중장 ◯
부장 2013.3 군 소장 2015년 군 중장 2015.7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2015.11.8 리을설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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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준(趙然俊)
생 1937년 09월 28일 ◯
출 함남 고원군 ◯
직당 조
◯
직지도부 제1부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학 김일성종합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
대학 정치경제학과 ◯1954.8 군 입대 (연도
미상)김일성종합대학 상급교원 (연도미상)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 (연도미상)당 조직지도부 부과장 (연도
미상)당 조직지도부 과장 2003.9 함경남도 당 위원회 비서 (연
도미상)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2012.1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2012.4.11 당 정치국 후보위원(보선)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
원회 위원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
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2호 비파선거구) 2015.11.8 리
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16.5.9 당 정치국 후보위원(유임), 중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23위)

조영철(趙永哲)
생 1962년 ◯
출 함남 ◯
직 식료일용공업성 상, 당
◯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조선옷협회 부회장,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경 2010.1 평양 룡성식료공장 지
13기 대의원 ◯
배인 2010.4 식료일용공업성 국장 2010.6.7
식료일용공업상(전임 정연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0.9.28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1.10
조선옷협회 부회장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현. 제418호 장풍선거구) 2014.4.9~2015.4 식료일
용공업상(유임) 2015.4~11 식료일용공업성 부상 2015.11 식료일
용공업상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유임)

조용원(趙勇元)
직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당 중
◯
경 (연도미상)당 조직지도부
앙위원회 위원 ◯
과장 2014.12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주영길(朱英吉)
직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위원
◯
장,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의원, 북-팔레스타인 친선 및 연대성위원회
학 김일성종합대학 ◯
경 (연도미상)군
위원장 ◯
총정치국 부원 (연도미상)김일성사회주의청
년동맹 부위원장 2014.3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2015.8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현상주), 북-팔레스
타인 친선협회 위원장(전임 현상주)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6.6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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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2016.10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원회 위원장(재선)

지재룡(池在龍)
생 1942년 05월 10일 ◯
출 함남 ◯
직 중국 대사,
◯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학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
13기 대의원 ◯
경 1974.2 사회주의노동청년
부 러시아어과 ◯
동맹(사로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974.5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1976.6~1981.1 사로
청 중앙위원회 위원장 1977.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1978.9 북-적도기니 친선협회 위원장 1979.7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81.5 외교부 순회대사 1982.10 체코 대사 1985.9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1986.2 북-수리남 친선협회 위
원장 1986.9 유고 대사 1993.1 당 국제부 부부장 1998.7.26 최
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309호 선거구) 2003.8.3 최고인
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139호 선거구) 2010.9.28 당 중앙위원
회 후보위원 2010.10.26 중국 대사(전임 최병관) 2011.12.19 김
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의원(현. 제633호 룡북선거구)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
원(유임)

차승수(車承洙)
생 1940년 ◯
출 자강 화평군 ◯
직 조선기자동맹
◯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학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
경
의원 ◯
1960년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작가 1977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라디오총국 문예국 부
국장 1982.7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
1983.5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텔레비전총국 부총국장 1986년 조
선중앙방송위원회 라디오총국 문예국 부국장 1991년 조선중앙
방송위원회 텔레비전총국 총국장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523호 선거구) 2000.1 북-쿠바 친선위원회 부위원장
2000.8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대의원(제495호 선거구)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
의원(제109호 선거구) 2010.9.28~2016.5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4.2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황영보)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70호 원
하선거구)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
회’ 부위원장

차희림(車熙林)
생 1953년 ◯
직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당
◯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북-라오스 친선협회 위원장, 최고인민
회의 제13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
경 (연도미상)수도건설부 당 조직
원회 위원 ◯
비서 2011.10 평양시 당 위원회 비서 2012.9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전임 량만길) 2012.11.4 국가체육지
도위원회 위원 2012.12 북-라오스 친선협회 위원장(전임 량만

길) 2013.9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 조
직위원회 위원장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
53호 림원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
2015.9.27~30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룡해(崔龍海)
생 1950년 01월 15일 ◯
출 황남 신천군 ◯
직당 중
◯
앙위원회 정무국 부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학 김일
대의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
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만경대혁명학원
경 1967.9 군 입대 (연도미상)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 부
◯
부장 (연도미상)사로청 부장 1980년 사로청 해외교양지도국
국장 1981.10 사로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986.8 사로청 중앙
위원회 위원장 1986.11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1986.12 최
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보선) 1987.4
김일성 훈장 1989.1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위원회 위
원장 1990.2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1990.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9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1990.10 조선축구
협회 위원장 1991.9 조선청소년태권도협회 위원장 1992.12 국
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1993.4 공화국 영웅 1996.1~1998.1 김
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신병 이유) 1998년
평양시 상하수도관리소 당 비서 (연도미상)당 중앙위원회 정
위원 해임 2003.8 당 총무부 부부장 2006.3~2010.9.25 황해
북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전임 로배권, 후임 박태덕) 2007.4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보선) 2007.6.16 리인모 장의위
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425호 선
거구) 2009.4.1 홍성남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4.28 김중
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9.27 군 대장 2010.9.28~2012.4
당 비서국 비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
원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6.18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부위
원장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2.9 김정
일 훈장 2012.4.7 군 차수 2012.4.11~2014.4 군 총정치국 총국
장(후임 황병서) 2012.4.11 제4차 당 대표자회 집행부 2012.4.11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2014.4.11~2015.3 당 정치국 상
무위원(보선, 후임 황병서) 2012.4.13 국방위원회 위원(보선)
2012.12.16 군 대장 2013.2 군 차수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43
호 옥천강선거구) 2014.4.9~9.24 국방위원회 부위원장(후임
황병서) 2014.5~2015.11 노동당 비서(근로단체 담당)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9.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
원장(전임 장성택) 2015.3.8 당 정치국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 당 비서 복직 2016.5.6 조선노동
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
국 위원(유임), 당 중앙위원회(정무국) 부위원장, 중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 2016.6 국무위
원회 부위원장

최부일(崔富一)
생 1944년 03월 06일 ◯
출 함북 회령시 ◯
직인
◯
민보안성 상,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
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회 위원, 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학
의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 ◯
경 1962.9 군 입대 (연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도미상)훈련소 작전부장 (연도미상)군 여단장 (연도미상)군단
참모장 1992.4 군 소장 1995.10 군 중장 1998.7.26 최고인민회
의 제10기 대의원(제668호 선거구) 2005.10.22 연형묵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06.4.14 군 상장 (연도미상)군 총참모부 부
총참모장 (연도미상)군단 사령관 2010.9.27 군 대장 2010.9.28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0 군 총
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당 창건 65돌 경축 열병
식 열병부대 지휘관 2012.4~2013.3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전
임 김명국, 후임 리영길)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11.4 국가체육
지도위원회 부위원장 (연도미상)군 상장 2013.2 인민보안부
장(전임 리명수) 2013.3.31~2016.5.9 당 정치국 후보위원(보
선) 2013.4.1 국방위원회 위원(~2016.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3.6.10 군 대장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 2014.1.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현. 제160호 별동선거구) 2014.4.9 국방위원회 위원(유임), 최
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전임 장병규)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 7 군 상장 2014.12 군 소장(2단계
강등) 2015.6.14 전국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
원선거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위원 2015.10 군 대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 2016.5.9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유임),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17위) 2016.6 국무위원회 위원, 인민보안성 상(직제
변경)

최상건(崔相建)
생 1953년 04월 28일 ◯
출 함남 ◯
직 당 과학교
◯
육부 부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
경 2005.3 조선과학
회의 제13기 대의원 ◯
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2008.8
박사 2010.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
원장 2012.8~2015.11 국가과학기술위원
회 위원장(전임 리자방, 후임 리충길) 2012.8~2015.11 조선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전임 리자방, 후임 리충
길)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263호 청강
선거구) 2014.4.9~2015.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유임)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1 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부장(전임 한광복)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 2016.2 당 중앙위원회 부장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 부장
(유임),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37위)

북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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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최태복(崔泰福)

생 1964년 ◯
직 외무성 미국국 국장 ◯
학 오스트
◯
경 1980년대 중반부터
리아, 몰타, 중국 유학 ◯
외무성 근무(6자회담 대표단 통역) 2010.10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2011.7 6자회담 북
측 차석대표 (연도미상)외무성 미국국 국장
2016.11.17~18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트랙2(민간채널 접촉) 대화 참석 2016.12.14 방북 중인 캐
나다 외무성 대표단과 북한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 문제 협의

생 1930년 12월 01일 ◯
출 평남 남포 ◯
직 당 중앙
◯
위원회 정무국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체
육지도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학 김일성종합대학, 라이프치히공대, 만
의원 ◯
경 (연도미상)대학 졸업후 김
경대혁명학원 ◯
책공업대학 교원, 학부장 1959년 당 교육부 지도원 1961년 함흥
공업대학 교무부 부장 1972년 당 교육부 과장 1976년 당 교육부
부부장 1978년 정무원 고등교육부 부장 겸 교육위원회 부위원
장 1978.9 김책공업대학 학장 1980.12 정무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1981.8 북-불가리아 친선협회 위원장 1982.2 최고인민회의 제7
기 대의원 1986.11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1986.12 당 중앙위
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교육) 1990.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
의원(황북 신평) 1990.5~2010.9 당 정치국 후보위원 1992.1 당 과
학교육부 부장 1992.12 당 비서국 비서(국제담당) 및 당 국제부
부장 1993.4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1993.5 세계인민
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 1993.12 당 비서국 비서(교육
담당) 1994.7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제15위) 1998.7 최고인
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505호 선거구) 1998.9 최고인민회의 의
장 2001.9 당 비서국 비서(국제담당)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
기 대의원(제89호 선거구)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07.6.16 리인모 장의위원회 부위원장 2008.10.29 박성철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395
호 선거구) 2009.4.9 최고인민회의 의장 2010.4.28 김중린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 2010.9.28 당 비서국 비서,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4.11 제4차 당 대표자회 집행부 2012.11.4 국가체육지도
위원회 위원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
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62호 휴암선거구) 2014.4.9 최
고인민회의 의장(유임)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
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치국 위원(유임), 당 중앙위원회(정무국) 부위원장, 중앙위
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5위)

최영진
직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중
◯
경 2015.10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앙TV 사장 ◯
제1부위원장 겸 중앙TV방송사 사장(전임 김
기룡)

최영호
직 군 대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
경
◯
2014.12~2016.12 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전임 리병철, 후임 김광혁) 2014.12 군 상장
2015.7 군 대장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
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일룡(崔日龍)
생 1958년 ◯
직 경공업성 상, 당 중앙위원회 후
◯
경 (연도미상)경
보위원, 조선옷협회 부회장 ◯
공업성 국장 2007.1 경공업성 부상 2015.2 경
공업성 상(전임 안정수) (연도미상)조선옷협
회 부회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진수(崔鎭洙)
생 1941년 06월 04일 ◯
출 황남 ◯
직 조국통일민
◯
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
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학 국제관계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경 1969년 부룬디 주재 3등서기관
학 불어과 ◯
1974년 부르키나 파소 주재 2등서기관 1978
년 프랑스 주재 통상대표부 부대표 1984년 아이보리코스트 주
재 대사 1986.2~1987.12 스위스 주재 대사 1987.12 외교부 제9
국(유럽) 국장 1989년 당 국제부 지도원 1995년 당 국제부 부부
장(중국 담당) 2000.12~2010.4 중국 대사(후임 최병관) 2003.9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311호 선거구) 2009.3.8 최고인
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521호 선거구) 2011.5.20 조국통일민주
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2012.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
부 의장(전임 김유호)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397호 린산선거구) 2016.7.9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 북
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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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물

최 휘(崔 輝)
생 1954년 ◯
직 당 중앙위원회(선전선동부) 제1
◯
부부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학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김
제13기 대의원 ◯
경 1995년
일성고급당학교, 만경대혁명학원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부의
장 1998.3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원회 과외교양지도국장 겸 사상담당 비서 (연도미상)당 조직지
도부 과장 2004년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생활지도담당) 2013.5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
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71호 수복선거
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6.5.21 강
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46위)

태형철(太亨徹)

한룡국

생 1953년 ◯
출 평양 ◯
직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성 상,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최고인
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 북-몽골 친선의
원단 위원장, 북-베트남 친선의원단 위원
장, 북-라오스 친선의원단 위원장, 조선사
학 김일성
회과학자협회 위원장, 북-이란 친선의원단 위원장 ◯
경 1977년 사회과학원 연구원 1990.10 사회과학원 세
종합대학 ◯
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 실장 1995.3 사회과학원 부원장
1997.8~2012.4.13 사회과학원 원장(후임 리혜정) 1998.7 최고인
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125호 선거구) 1998.9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위원 1998.12 전문섭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9.9 리
종옥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
의원(제318호 선거구) 2003.9.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
원 (연도미상)후보원사, 교수, 박사 2007.6.16 리인모 장의위원
회 위원 2008.10.29 박성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
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249호 선거구) 2009.4.9~2014.4.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010.9.28~2016.5.9 당 중
앙위원회 후보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4.13~2013.4.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보선)(전
임 변영립, 후임 홍선옥) 2013.4.1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
위원회 고등교육상(전임 성자립)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
기 대의원(현. 제29호 대성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법제
위원회 위원,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유임) 2014.9 북-몽골 친선의원단 위원장(전임 성자립) 2015.7
북-베트남 친선의원단 위원장 (연도미상)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전임 김기남)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서기부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연도미상)북-이란 친선의원단
위원장

직 임업성 상,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
경 (연도미상)임업성 부상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
대의원 ◯
기 대의원(현. 제538호 요덕선거구) 2014.4.9 임업상(전임 김광
영)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한광상(韓光相)
생 1957년 ◯
출 함남 ◯
직 군 중장, 당 중앙위원회
◯
학 김일성고급당학교 ◯
경 (연도미상)
후보위원 ◯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 2010.1 당 재정경리부
제1부부장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연도미상)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
원(보선) 2012.11.4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2013.5~2015.3 당 재정경리부 부장 2013.12.13 김국태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91호
동면선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1 군
소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6.7 군 중장

한대성(韓大成)
생 1958년 11월 01일 ◯
직 스위스 대사, 주 제네바 유엔사무
◯
학 평양외국어대학 ◯
경 (연도미상)외무
국 대표부 상임대표 ◯
성 국제기구국 부국장 2007.4 이탈리아 대사, 스페인 대사
2007.9~2013.6 산마리노 대사(후임 김춘국) 2007.11~2012.4 몰
타 대사 2007.11 포르투갈 대사 2008.1~2013.9 키프로스 대사
(후임 김춘국) 2009.3 그리스 대사 2017.2.2 스위스 대사ㆍ주 제
네바 유엔사무국 대표부 상임대표(전임 서세평)

현철해(玄哲海)
생 1934년 08월 13일 ◯
출 함북 경성군 ◯
직
◯
학 김일성종
군 원수, 당 중앙위원회 위원 ◯
합대학, 만경대혁명학원, 루마니아공대 기
경 1947.1~1950.6 만경대혁명학원
계공학 ◯
졸 1950.7~1951년 군 입대, 김일성 호위중
대 호위병 1952~1957년 루마니아 유학 (연
도미상)군 총정치국 담당지도원 (연도미상)군 총정치국 조직
부장 (연도미상)군단 정치부장 1968년 군 총정치국 조직부총
국장, 군 소장, 군 대좌로 강등 1970.6 군 소장, 4군단 정치부
장 재기용 1975년 군 후방군관(장교)학교 교장 1986년 군 중
장,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 1991.12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92.4 군 상장 1993.12 당 중앙위원회 위원(제6기 21차회의)
1994.7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제98위) 1995.2 오진우 국
가장의위원회 위원(제95위) 1995.10 군 대장, 인민무력부 총정
치국 조직부국장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제628호
선거구) 1998.9~2003.9 최고인민회의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643호 선거구) 2003.9
군 총정치국 행정부국장 (연도미상)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
2005.10.22 연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
의 제12기 대의원(제376호 선거구) 2010.5~2012.4 국방위원회
정치부장 겸 총무국장 2010.9.28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12.4~2013.5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후임 전창복) 2012.4.7~2016.4 군 차수 2012.4.11~2016.5.9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보선) 2013.12.14 김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4 군 원수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홍서헌(洪瑞憲)
생 1945년 12월 31일 ◯
출 평남 ◯
직 김책공업종합
◯
대학 총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국통일범
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 최고
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 북-체코 친선의
원단 위원장, 북-폴란드 친선의원단 위원장,
북-러시아 친선의원단 위원장, 최고인민회
경
의 제13기 대의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부위원장 ◯
1997.4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1998.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
의원(제49호 선거구) 1998.9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 조
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중앙위원 1999.3 북-러시아 친선
의원단 위원장 2003.8.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제11호 선
거구) 2003.9.3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유임) 2004.12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 2005.3 북-체코 친선의원
단 위원장 (연도미상)후보원사, 교수, 박사 2007.6.16 리인모 장
의위원회 위원 2009.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제9호 선

북한 인물

l 1405

거구) 2009.4.9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 2009.7.21 원사
2010.9.28~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10호 교구선거구) 2014.4.9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유
임) (연도미상)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부위원장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홍승무(洪承武)
직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당 중앙위원
◯
경
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
2010.9~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
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3.1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2013.1.30 김정
일훈장(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성공 공헌)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현. 제435호 구오선거구)
2015.12 ‘기계공업부’가 ‘군수공업부’로 명칭 변경 2016.1.12 국가
표창(수소탄 시험 성공 공헌) 2016.5.9 당 중앙위원회 위원

홍영칠
직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
경 (연도미상)평안
◯
북도 운산공구공장 당 위원회 비서 2011.2 노
력영웅, 국기훈장 제1급 2013.2 당 중앙위원
회 기계공업부 부부장 2015.12 ‘기계공업부’
가 ‘군수공업부’로 명칭 변경

홍인범(洪仁範)
생 1937년 ◯
직 당 검열위원회 위원장, 당 중
◯
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경 1969.11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의원 ◯
1980.10~2010.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82.11 평안남도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
소 당 책임비서 1993.3 당 조직지도부 부
부장 1994.7.9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5.2.25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4.28 김중린 국가장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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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0.6~2014.5 평안남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전임 리태
남, 후임 박태성) 2010.9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0.11.6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2 박정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3 당 대표자회 순
천시 당 조직대표 2012.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보선)
2012.9.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보선) 2013.12.14 김
국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의원(현. 제177호 청송선거구)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
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
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
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유임) 2016.5.21 강석주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43위)

황병서(黃炳瑞)
생 1940년 ◯
직 군 총정치국 총정치국장, 당 정
◯
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
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군 차
경 2005.5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군사담
수◯
당) 2010.9.27 군 중장 2010.9.28~2016.5.9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1.4.12 군 상
장 2011.12.19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3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2014.4 군 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2014.4.26 군 차수 2014.5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전임 최룡
해) 2014.7.9 전병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9.25~2016.6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전임 최룡해) 2015.4 당 정치국 상무
위원(전임 최룡해) 2015.11.8 리을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5.12.30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5.6 조선노동
당 제7차 대회 집행부 2016.5.9 당 정치국 상무위원(유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유임),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회 위
원 2016.5.21 강석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2위) 2016.6.29 국
무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