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근대화를 이끌어 온 동반자同伴者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받아 1949년 5월23일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에 배속받은 김종필은 당시 문

관으로 작전정보실장으로 근무하던 박정희 예비역 소령과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1951년 박정희의 조카딸과 결혼에 이어 

1961년 5.16혁명을 함께 거사하고, 군사정부와 제3공화국 통치 일선에서 중앙정보부장, 당의장, 국회의원, 국무총리 직과 

두 차례에 걸친 타의반 자의반 외유外遊, 정계 은퇴와 복귀라는 곡절을 겪으면서도 오직 ‘뒷받침’이라는 몫에 충실하며 

2인자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는 종지부가 찍힐 때까지 30년을 운명처럼 함께 해 온 박정희

와 김종필의 역사적 기록 사진들을 모았다.

1971년 4월 12일 제7대 대통령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김종필 부총재

1961.12월 장충동 의장 공관에서 열린 송년 모임에서 칵테일 잔을 들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박정희 의장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1961.7.23. 인천 송도에서 혁명 지휘자와 주한 
미국 수뇌부와의 대화 장면. 왼쪽부터 박정희 
의장, 멜로이 미8군 사령관, 김종필 중앙정보부
장, 뒷 모습의 버거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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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11.13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한일 회담 1차 협상 결
과를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하는 장면.

1963.1.5. 박정희 대통령권한대행이 
퇴임하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1등근무공로훈장수여하는 장면

1962.10.28 한일 예비회담차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
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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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0월 자의반타의반 1차 외유 후 박정희 대통령에게 
귀국 보고를 하는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

1963.12.2. 민주공화당 당의장으로서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하는 김종필 의원.

1963.12.2. 민주공화당 의장에 임명 받고자 예방하는 
김종필 의원과 굳은 악수를 나누는 박정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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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어느 집회에서 환히 웃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당의장

1967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의 제6대 대통령 
당선 통지서를 전달하는 장면.

1971. 6.4 7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박정희 대통령
으로부터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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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7.1.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제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종필 국무총리. 
박 대통령 뒤에 박영옥 여사가 보인다.

1972.1 정부 신년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김종필 국무총리가 영접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1974. 1월 외무부 신년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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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4.13. 7대 대선 춘천 유세장에서 육영수 여사에게 햇볕을 가리도록 고깔모자를 만들어 씌어주고 있는 김종필 부총재.

1966 11.14 박정희 대통령의 
49회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인사를 드리는 박영옥 여사와 
김종필 당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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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어느 행사 중앙석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

1965.8.22. 진해 대통령 휴양지에서 
김종필 당의장과 구태회 의원이 두고 
있는 바둑판을 팔짱끼고 지켜보고 있
는 박정희 대통령

1961. 여름. 인천 송도에서 잠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박 의장이 수영복을 입은 상태
로 시계를 보며 김종필 중앙정
보부장, 혁명 동지들과 담소를 
나누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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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2.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20주기 추모 특별 사진전
을 둘째 딸 근영과 함께 관람하고 있다. 

1979.5.16 청와대에서 제14회 5.16민
족상 시상식을 마친 뒤, 뒤뜰에서 기
념촬영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과 함
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2015.2.23 박근혜 대통령이 사촌언니 박
영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현대아산병
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한 후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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