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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합동분과회의

○회의일시 : 2007년 6월 23일(토) 14:00～17:00

○회의장소 : 일본 도쿄 호텔 뉴오타니(서미트이스트)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金泰植), 노태돈(盧泰敦), 조법종(趙法鍾)

일본－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사카우에 야스토시(坂上康

俊), 모리 기미유키(森公章)

     <통역> 우시오 게이코(牛尾恵子)

○협의내용 : 합동분과회의 운 과 연구과제

제2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7년 7월 22일(일)～25일(수)

○회의일시 : 2007년 7월 23일(월) 9:00～15:30

○회의장소 : 한국 경주 힐튼호텔 오크룸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蔡仁惠)

○협의내용 : 공동연구의 주제, 소주제 및 연구 담당, 연구 성격, 연구보고서 구성방

식, 연구기간 및 절차

○공동조사 : 경주 南山 佛谷, 彌勒谷, 塔谷, 佛國寺, 獐 里寺址, 利見臺, 大王巖, 感恩

寺址, 국립경주박물관, 石窟庵(안내－경주시청 이채경 학예사), 四天王

寺 발굴현장(해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장미 학예사), 大陵苑, 月

城垓子 발굴현장(해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정태은 학예사), 雞林(안

내－경주시청 이채경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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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7년 9월 7일(금)～9일(일)

○회의일시 : 2007년 9월 8일(토) 09:30～18:00

○회의장소 : 일본 가나자와 시 이시카와 현 문교회관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김선미(金善美)

○협의내용 : 각 위원의 연구과제의 설정

○공동조사 : 이시카와 현 매장문화재센터(해설－湯尻修平 동 센터 조사부장･ 嶋芳

孝 가나자와학원 학 교수), 이시카와 현청 전망실에서 犀川･河北潟 일

의 사적을 조망. 志賀町 福浦港, 遣渤海使船造船所跡地, 寺家遺跡, 気

多神社,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제4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7년 10월 26일(금)～28일(일)

○회의일시 : 2007년 10월 27일(토) 10:00～18:40

○회의장소 : 한국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김혜원(金惠媛), 이남희(李南姬)

○협의내용 : 상세한 연구 목차 보고 및 검토

제5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2007년 11월 23일(금)～2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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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2007년 11월 24일(토) 09:00～12:00

○회의장소: 서울 롯데호텔 36층 피코크룸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협의내용 : 연구 목차 확정안의 제출

○연구보고 : 이홍종,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

제6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8년 1월 26일(토)～28일(월)

○회의일시 : 2008년 1월 26일(토) 10:00～18:00

○회의장소 : 일본 미야자키 시 미야자키종합역사박물관(연구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이치노미야 하루요시(一宮啓祥)

○연구보고 

      1. 혼고 히로미치(北郷泰道), ｢미야자키 현내 출토 고고자료로 보는 일한교류｣

        2. 김태식, ｢고구려와 백제의 쟁패 및 신라･가야･왜의 동향｣

○공동조사 : 西都原고분군, 미야자키현립西都原고고박물관, 新田原고분군, 生目고분

군(안내－東憲章 미야자키현립西都原고고박물관 학예보급담당 주사), 

가고시마 현 美山의 沈壽官窯(제15  심수관 방문), 玉山神社

제7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8년 3월 14일(금)～17일(월)

○회의일시 : 2008년 3월 15일(토)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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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 : 한국 전주시 국립전주박물관 1층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이혜숙(李惠淑)

○연구보고 

       1. 김태식, ｢고구려와 백제의 쟁패 및 신라･가야･왜의 동향｣ 제2절

       2. 모리 기미유키, ｢5세기의 일한관계｣

○공동조사 : 전주시 豐南門, 慶基殿, 井邑 古阜邑城(안내－전북문화재연구원 강원종 

연구실장), 扶安 開巖寺, 禹金山城, 來 寺, 竹幕洞遺蹟, 益山 王宮里遺

蹟, 帝釋寺址(안내－부여문화재연구소 전용호 학예사), 彌勒寺址(안내－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김승  학예사)

제8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8년 6월 6일(금)～9일(월)

○회의일시 : 2008년 6월 7일(토) 09:00～18:00

○회의장소 : 일본 도쿄 호텔 빌라퐁테뉴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임현주(林賢珠)

○연구보고 

       1. 모리 기미유키, 제2장 5세기의 일한관계  제2절 백제의 남천과 왜국의 외

교정책

         2. 조법종, 제2장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  제1절  도작농경문화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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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8년 8월 20일(수)～22일(금)

○회의일시 : 2008년 8월 21일(목) 09:00～18:00

○회의장소 : 일본 센다이시 하넬 센다이(연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김은정(金銀貞), 정기선(鄭基善)

○연구보고 

       1. 조법종, 제2장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 제2절 야요이토기문화의 성립과 한일

문화교류

      2. 사카우에 야스토시, ｢고  동아시아세계의 재편과 일한관계－7～9세기｣①

○공동조사 : 東北역사박물관, 多賀城跡, 多賀城碑(안내－進藤秋輝 관장, 後藤秀一 多

賀城跡 조사연구소장, 吉野武 부주임연구원), 塩竃神社 및 博物館(안내

－鈴木重和権禰宜･茂木裕樹 학예원), 瑞巌寺(안내－ 野宗俊 보물관 학

예원)

제10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2008년 10월 10일(금)～12일(일)

○회의일시: 2008년 10월 11일(토) 09:00~18:00

○회의장소: 한국 포천군 산정호수 한화콘도 1층 난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회의), 윤혜령(尹惠玲, 답사)

○연구보고 

       1. 하마다 고사쿠, ｢고  일한관계의 성립｣ 제1장 ‘신화/설화’와 ‘역사’－‘고

조선’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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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태돈, ｢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일관계｣ 제1～2장(7～8세기

의 한일관계)

○공동조사 : 철원 弓裔都城址, 到彼岸寺, 연천 瓠盧古壘, 敬 王陵, 파주 烏頭山城

제11회 합동분과회의

○회의일시: 2008년 11월 29일(토) 09:00~12:20

○회의장소: 한국 서울시 롯데호텔 36층 소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연구보고 : 모리 기미유키, ｢6세기의 일한관계｣

제12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2009년 1월 30일(금)～2월 1일(일) 

○회의일시: 2009년 1월 31일(토) 09:30～18:30

○회의장소: 일본 오카야마시 오카야마시티호텔(연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김선미, 김 찬(金英燦)

○연구보고 

       1. 모리 기미유키, 제11회 회의의 질의응답

       2. 김태식, ｢6세기의 한일관계｣

       3. 사카우에 야스토시, ｢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일한관계－7～９

세기－｣

         제4장 일본･발해 관계의 추이



연구활동기록  625

○공동조사 : 大原미술관(咸和四年銘仏像, 備中国分寺･고모리塚古墳･備中国分尼寺･作

山古墳･鬼ノ城･造山古墳･吉備津神社)(안내･해설－乗岡実 문화재부전문감, 

오카야마시 교육위원회 문화재과)

제13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2009년 3월 19일(금)～3월 21일(일) 

○회의일시: 2009년 3월 20일(토) 09:00～18:30

○회의장소: 한국 국립부여박물관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연구보고 

      1. 하마다 고사쿠, ｢고  일한관계의 성립｣ 제2장 문헌･문자사료로 본 고  일

한관계

      2. 조법종, ｢고  한일관계의 성립｣ 제2장 한일 금속문화의 교류

○공동조사 : 국립부여박물관, 扶餘郡 扶餘邑 皐蘭寺, 落花巖, 定林寺址, 官北里遺蹟, 

王 寺址, 扶餘郡 外山面 無量寺, 扶餘郡 林川面 聖 山城, 舒川郡 韓山

面 乾芝山城(안내･해설－국립부여박물관 尹龍熙 학예사, 공주 학교 徐

程錫 교수)

제14회 합동분과회의

○회의일시 : 2009년 5월 16일(토) 09:00～18:00

○회의장소 : 한국 국립제주박물관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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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 채인혜 

○연구보고 

       1. 노태돈, 7～9세기 한일 간의 불교문화 교류

       2. 모리 기미유키, 7세기의 일한관계

       3. 김태식, 제2장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가야·신라·왜의 저항

○공동조사 : 국립제주박물관, 濟州  龍潭洞 支石墓, 濟州4·3平和公園, 涯月面 高內里 

環海長城, 郭支貝塚, 翰京面 高山里 遺蹟, 大靜邑 松岳山 陣地洞窟, 上摹

里貝塚 및 足跡化石(안내－국립제주박물관 張齊根 학예사)

제15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9년 6월 26일(금)～28일(일)

○회의일시 : 2009년 6월 27일(토) 09:00～18:30

○회의장소 : 일본 마쓰야마 시민회관(제6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金善美

○연구보고 

          1. 조법종, 제3장 고조선･삼한･삼국초기 왜와의 교류

          2. 하마다 고사쿠, 제２장 문헌･문자사료로 보는 고  일한교류

          3. 노태돈, 7～８세기 한일 간의 율령문화의 교류

          4. 사카우에 야스토시, 제３장 일본･신라관계의 추이

○공동조사 : 松山 古館(大淵遺跡, 船ヶ谷遺跡, 樽味高木遺跡, 猿ヶ谷2号墳, 場南組

窯跡, 傳播磨塚古墳群出土遺物), 文京遺跡, 久米官衙遺跡群 및 傳･斉明天

皇滞在地(熟田津)(해설－에히메 학 매장문화재조사실 三吉秀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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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9년 8월18일(화)～20일(목)

○회의일시 : 2009년 8월 19일(수) 09:00～18:30

○회의장소 : 한국 속초시 마레몬스호텔 2층 B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최정선

○좌담회

○공동조사 : 束草  雪岳洞 權金城, 新 寺, 襄陽郡 陳田寺址, 洛山寺, 襄陽鰲山里先史

遺蹟博物館(해설－양양군 全有吉 학예사)

제17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9년 11월 13일(금)～15일(일)

○회의일시 : 2009년 11월 14일(토) 09:00～18:30

○회의장소 : 日本 那覇  호텔 솔비치프리미어 旭橋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김선미

○편집회의

○공동조사 : 沖縄県立博物館･中城城跡･座喜味城跡･今帰仁城跡(안내･해설－當眞嗣一 

전 오키나와현립박물관장, 현 류큐 학 강사)

제18회 합동분과회의

 

○회의일시 : 2009년 11월 28일(토) 09:00～12:00



628  연구활동기록

○회의장소 : 한국 서울시 롯데호텔 피코크룸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협의내용 : 최종보고서 편집에 한 최종 검토 및 확인 

○공동조사 :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시  官印 특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