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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03

학생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학생의 신분으로  

사회 경험을 미리 쌓아 나갑니다.
● 학생의 아이디어를 실현

● “Let’s Begin” 프로젝트

●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비즈니스 경영을 체험합니다.

    “학내컴퍼니”

● 세계에서 활약할 실력을 이와테 대학에서

국제교류04

해외 유학 또는 국내에서의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 시야를 

넓혀 나아갑니다.
● 학생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

● 이와테 지역 범위내에서 참여 가능한 국제교류

커리어 형성 지원05

입학에서 졸업까지, 수업과 그 외의 모든 

경험이 커리어 형성의 기회.
● 사회와의 소통 경험을 조기에 형성

● 이와테 대학 “커리어 교육”을 지탱하는 2개의 기둥

연혁

국립대학법인 이와테 대학
（2004년 출범）

모리오카 사범학교
(1876년 설립）

국립 모리오카 고등농림학교
(1902년 설립）

이와테현립 실업보습학교 교원양성소
(1921년 설립）

국립 모리오카 고등공업학교
(1939년 설립）

이와테 대학（1949년 설립）

인문사회과학부

교육학부

이공학부

농학부

대학원

지역방재연구센터

히라이즈미 문화연구센터

산리쿠 수산연구센터

모노즈쿠리 기술연구센터

교육추진기구

연구추진기구

입시센터

교원양성 지원센터

정보기반센터

보건관리센터

RI 종합실험센터

도서관

국제교류실

충실한 교육, 연구환경01

풍요로운 학문의 장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 

합니다.
●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

● 연구기관으로서의 우수한 역량

● 세계에서 활약할 실력을 이와테 대학에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커리큘럼02

지역의 문제를 실제로 경험하고 생각해 봄으로써,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힘을 몸에 

익혀 나아갑니다.
● 지역에 대해 배우는 것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

● 4년간에 걸친, 실행능력을 몸에 익히는 교육과정

1. 학교 기본 정보

이와테 대학이 
자랑하는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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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기본 정보



약 14.7 ㎢

택지면적 학생 수
〈 2017년 5월 현재〉

이와테 대학은, 4개의 학부가 한 곳에 

모여 하나의 캠퍼스를 이룹니다.

또한, 연수림과 농장, 목장 등의 방대한 

토지를 활용한 현장학습에 의해 실천 

적인 연구가 이루어 집니다.

드넓은 교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넓은 연구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 218명
출신국・지역 24개국 1지역

외국 대학 등과의 교류협정

대학간 협정 
8개국 1지역 24개 대학

부서간 협정 
14개국 30개 대학 등

이와테 대학은 매년 9할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지원과와 연계한 

취업 지원은 물론, 학생 각각의 성장이나 

목적에 적합한 진로 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테 대학 전체  95%

이와테 대학 전체 5,520명

취업률

인문사회과학부 95%

교육학부 91%

이공학부 97%

농학부 99%

인문사회과학부 931명

교육학부 893명

이공학부 1,867명

농학부 1,035명

대학원(석사/박사과정) 795명

학생 각각의 진로 실현을 지원

이와테 대학에서의 학문, 인재, 연구의 성과가 

지역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7위

지역공헌도 순위
〈전국 751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대상:”일경 글로컬 

281호” 2015년 12월 7일 발행자에서 인용〉

대학에서의 연구성과를 지역에 환원

지역 기업과의 공동연구 순위
〈2015년도〉

전국 16위

지역 기업과의 공동연구수 38건

기타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147건

지역에 밀착한 대학으로서 지역기업체에 공헌

타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

숫자로 보는 
이와테 대학

기부형 유학 장학금과 충실한 영어학습 

지원을 통하여, 유학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학부생 146명
유학, 파견 대상국 154개 국

해외 진출 유학생 수
〈2015년도 ※개인유학 제외〉

인문사회과학부 72명

교육학부 26명

이공학부 16명

농학부 32명

입학금: 입학금 282,000엔

등록금: 1년간 등록금 535,800엔

경제적 이유로 인해 등록금의 지불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입학금과 등록금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각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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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대학원 소개
학부 학과・과정 코스 학문 분야 예상되는 진로 대학원

인문사회과학부

인간문화과정
정원 125명/4년제

인간의 행동과 문화 : 행동과학 / 스포츠 과학 / 현대문화 / 타문화 이해 / 역사 / 예술 / 아시
아・영미・유럽문화

공무원, 관광・금융・매스컴・출판 등의 민간기업, 교직원, 의료・복지
시설 직원, 국제 교류 관련 단체, 문화예술 관련 시설 직원, 대학원 진
학 그 외

종
합
과
학
연
구
과(

석
사
과
정)

지역정책과정
정원 75명/4년제

법학・정치학/경제학・경영학/환경학
공무원, 금융기관, 환경・복지 등 NPO, 경영컨설턴트, 관광・유통・환
경 등의 민간기업, 대학원 진학 그 외

교육학부 학교교육교원양성과정
정원 160명/4년제

초등학교교육코스 초등학교 교육(전 학과・과목) 초등학교 교원 그 외

교
육
학
연
구
과 

(

전
문
직
학
위
과
정)

중학교교육코스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상 국어・국어과 교육 / 사회・사회과 교육 / 기술・기술과 교육 / 가정・
가정과 교육 / 영어・영어과 교육 / 음악・음악과 교육 / 미술・미술과 교육 / 보건체육・보건체
육과 교육

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그 외

이과수학교육코스 이과・이과교육/수학・수학교육 초등학교・중학교 교원 그 외

특별지원교육코스 특별지원 교육학/특별지원 심리학/특별지원 보건학/특별지원 생리・병리학 특별지원학교 교원 그 외

이공학부

화학 ・ 생명공학과
정원 90명/4년제

화학코스
생리화학/무기화학/유기화학/생명과학/신경과학/의공학

대학원 진학 , 화학제품・화학플랜트・일렉트로닉스・식품・의약품 등의 
제조업, 환경・의료기기등의 관련 산업,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이과계 
고등학교 교원 그 외

종
합
과
학
연
구
과(

석
사
과
정)

공
학
연
구
과(

박
사
과
정)

생명코스

물리 ・ 재료이공학과
정원 80명/4년제

수리・물리코스
우주・소립자 원자핵 물리학/고체물리학/응용수학

대학원 진학 , 철동・비철금속・반도체・기기・전자부품・자동차 등의 
제조업, IT관련산업,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이과계 고등학교 교원 
그 외마테리얼코스

시스템창성공학과
정원 270명/4년제

전기전자통신코스

전기전자통신공학/지능・미디어정보공학/기계공학/환경・건설・방재공학
대학원 진학 , 전자부품・전기기기・정보통신・소프트웨어・자동차・전
력・로봇・항공관련 등의 기업 , 운수업 , 건설업 , 컨설팅 , 국가직・지
방직 공무원, 이과계 고등학교 교원 그 외

지능・미디어정보코스

기계과학코스

사회기반・환경코스

농학부

식물생명과학과
정원 40명/4년제

식물생명과학 ： 작물학 / 원예학 / 응용곤충학 / 식물육종학 / 식물병리학 / 식물생리학 / 농
업경영・경제학

대학원 진학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 종묘・식품・농약 등의 민간기
업, 농업공동조합 그 외

연
합
농
업
연
구
과(

박
사
과
정)

응용생물화학과
정원 40명/4년제

생물화학 / 식품・영양화학 / 응용미생물학 / 식물영양・토양학 / 분자세포생물학 / 환경스트
레스생화학

대학원 진학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 식품・의료품・비료・농약・환경
분석 등의 민간기업 그 외

삼림과학과
정원 30명/4년제

임업 ： 식물생태생리・조림학 / 삼림정책학 / 지역자원관리학 / 삼림동태제어 / 사방학 / 임
업생산공학 / 삼림관리학 / 목질자원공학 / 삼림자원화학 / 조원계획학・관광학 / 삼림・환경
교육/보건생태학/삼림보전생태학

대학원 진학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 농림업・자연환경관련 독립행
정법인・NPO, 환경・건설・조원・제지 등의 민간기업

식료생산환경학과
정원 60명/4년제

농촌지역디자인학코스

식재료와 지역산업： 농업농촌공학/농업정보환경/수산과학
대학원 진학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 건설・식품・유통・농업・수산업 
등의 민간기업, 농업・수산 관련 단체 그 외식산업시스템학코스

수산시스템학코스

동물과학과
정원 30명/4년제

동물과학 ： 동물생식학/동물행동학/동물과학실험/목장실습
대학원 진학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 식품・의약품・동물 관련 등의 
민간기업 그 외

공동수의학과
정원 30명/6년제

수의학 ： 기초수의학/병태수의학/응용수의학/반려동물・산업동물임상수의학
임상수의사 , 가축위생수의사 , 공종위생수의사 , 민간기업수의사 , 대학원 진학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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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대학원 소개
학부 학과・과정 코스 학문 분야 예상되는 진로 대학원

인문사회과학부

인간문화과정
정원 125명/4년제

인간의 행동과 문화 : 행동과학 / 스포츠 과학 / 현대문화 / 타문화 이해 / 역사 / 예술 / 아시
아・영미・유럽문화

공무원, 관광・금융・매스컴・출판 등의 민간기업, 교직원, 의료・복지
시설 직원, 국제 교류 관련 단체, 문화예술 관련 시설 직원, 대학원 진
학 그 외

종
합
과
학
연
구
과(

석
사
과
정)

지역정책과정
정원 75명/4년제

법학・정치학/경제학・경영학/환경학
공무원, 금융기관, 환경・복지 등 NPO, 경영컨설턴트, 관광・유통・환
경 등의 민간기업, 대학원 진학 그 외

교육학부 학교교육교원양성과정
정원 160명/4년제

초등학교교육코스 초등학교 교육(전 학과・과목) 초등학교 교원 그 외

교
육
학
연
구
과 

(

전
문
직
학
위
과
정)

중학교교육코스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상 국어・국어과 교육 / 사회・사회과 교육 / 기술・기술과 교육 / 가정・
가정과 교육 / 영어・영어과 교육 / 음악・음악과 교육 / 미술・미술과 교육 / 보건체육・보건체
육과 교육

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그 외

이과수학교육코스 이과・이과교육/수학・수학교육 초등학교・중학교 교원 그 외

특별지원교육코스 특별지원 교육학/특별지원 심리학/특별지원 보건학/특별지원 생리・병리학 특별지원학교 교원 그 외

이공학부

화학 ・ 생명공학과
정원 90명/4년제

화학코스
생리화학/무기화학/유기화학/생명과학/신경과학/의공학

대학원 진학 , 화학제품・화학플랜트・일렉트로닉스・식품・의약품 등의 
제조업, 환경・의료기기등의 관련 산업,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이과계 
고등학교 교원 그 외

종
합
과
학
연
구
과(

석
사
과
정)

공
학
연
구
과(

박
사
과
정)

생명코스

물리 ・ 재료이공학과
정원 80명/4년제

수리・물리코스
우주・소립자 원자핵 물리학/고체물리학/응용수학

대학원 진학 , 철동・비철금속・반도체・기기・전자부품・자동차 등의 
제조업, IT관련산업,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이과계 고등학교 교원 
그 외마테리얼코스

시스템창성공학과
정원 270명/4년제

전기전자통신코스

전기전자통신공학/지능・미디어정보공학/기계공학/환경・건설・방재공학
대학원 진학 , 전자부품・전기기기・정보통신・소프트웨어・자동차・전
력・로봇・항공관련 등의 기업 , 운수업 , 건설업 , 컨설팅 , 국가직・지
방직 공무원, 이과계 고등학교 교원 그 외

지능・미디어정보코스

기계과학코스

사회기반・환경코스

농학부

식물생명과학과
정원 40명/4년제

식물생명과학 ： 작물학 / 원예학 / 응용곤충학 / 식물육종학 / 식물병리학 / 식물생리학 / 농
업경영・경제학

대학원 진학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 종묘・식품・농약 등의 민간기
업, 농업공동조합 그 외

연
합
농
업
연
구
과(

박
사
과
정)

응용생물화학과
정원 40명/4년제

생물화학 / 식품・영양화학 / 응용미생물학 / 식물영양・토양학 / 분자세포생물학 / 환경스트
레스생화학

대학원 진학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 식품・의료품・비료・농약・환경
분석 등의 민간기업 그 외

삼림과학과
정원 30명/4년제

임업 ： 식물생태생리・조림학 / 삼림정책학 / 지역자원관리학 / 삼림동태제어 / 사방학 / 임
업생산공학 / 삼림관리학 / 목질자원공학 / 삼림자원화학 / 조원계획학・관광학 / 삼림・환경
교육/보건생태학/삼림보전생태학

대학원 진학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 농림업・자연환경관련 독립행
정법인・NPO, 환경・건설・조원・제지 등의 민간기업

식료생산환경학과
정원 60명/4년제

농촌지역디자인학코스

식재료와 지역산업： 농업농촌공학/농업정보환경/수산과학
대학원 진학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 건설・식품・유통・농업・수산업 
등의 민간기업, 농업・수산 관련 단체 그 외식산업시스템학코스

수산시스템학코스

동물과학과
정원 30명/4년제

동물과학 ： 동물생식학/동물행동학/동물과학실험/목장실습
대학원 진학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 식품・의약품・동물 관련 등의 
민간기업 그 외

공동수의학과
정원 30명/6년제

수의학 ： 기초수의학/병태수의학/응용수의학/반려동물・산업동물임상수의학
임상수의사 , 가축위생수의사 , 공종위생수의사 , 민간기업수의사 , 대학원 진학 
그 외

연
합
수
의
학
연
구
과(

박
사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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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부

종합적인 시야, 사고력, 실천력을 몸에 익히고, 지역활성화 또는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인간문화과정 지역정책과정

인간의 행동과 문화:

행동과학/스포츠과학/현대문화/타 문화 이해/역사/예술/아시아・영미・

유럽문화

학문분야 법학・정치학/경제학・경영학/환경학학문분야

정원 125명/4년제 정원 75명/4년제

인간과 문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흥미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심화 학습 합니다.

지역창생・지역매니지먼트의 과제를 법학계・경제계・환경계의 3개 분야 

에서 접근합니다.

●심리학 기초 실험(2학년 후기)

태도척도의 구성 또는 스트루프 효과 등 심리학 실험을 실제 소그룹 단위로 체험하고, 

연구방법이나 데이터 처리, 보고서의 기본적인 작성법 등을 구체적으로 학습합니다.

●영미문화론 강의(2학년 전기)

미국의 이민정책, 인종・민족문제, 가족 본연의 모습, 교육문제, 총기 규제라는 토픽을 

선택하여, 영화, 문학, 문헌 등의 교재를 사용하여 이해도를 높입니다.

●프로젝트 실천 연습(3학년 전기・후기)

예술에 관련된 지역의 문화적 과제를 테마로 하여, 아트・디자인・크래프트・서예・

기술이론을 심화 학습하고,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예술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합니다.

●민법(총칙) Ⅰ・Ⅱ(1학년 전기・후기)

민법은 법학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으로, 법학의 출발점으로서 먼저 

배워야만 하는 과목입니다. 그 안에서도 총칙은 사람 이나 사물 이라는 민법 전체, 

나아가 법률 전체와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론경제학 Ⅰ・Ⅱ(2학년 전기・후기

경제 전체의 상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이해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관련된 

전문과목이 많고, “재화・서비스”의 생산으로부터 금융, 고용, 재정 등 기본적인 

체계를 배웁니다.

●환경정책학 Ⅰ・Ⅱ(1학년 후기・2학년 전기)

환경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행동방침인 환경정책에 대해서, NPO법인 관계자에 의한 

활동 소개나 수강생과 함께하는 의견 교환을 통해, 수강생의 보다 넓고 깊은 이해를 

도모합니다.

PICK UPカリキュラムPICK UP 커리큘럼 PICK UPカリキュラムPICK UP 커리큘럼

【민간기업】 이와테 은행 / IBC 이와테 방송

【공무원】 이와테 현 경찰 본부 / 아오모리 현 공립학교 교원 / 이와테현 / 이와테현 

공립학교 교원

【대학원】 이와테대학 대학원

卒業生の進路졸업생의 진로

【민간기업】 JTB도호쿠 / 북일본은행　【공무원】 아오모리현 / 아키타현 / 이치노세키 시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 도호쿠 대학 대학원 / 와세다 대학 대학원

卒業生の進路졸업생의 진로

인간문화과정

지역정책과정

2. 　학부 ・ 대학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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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부

교원양성에 특화된,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여 복수면허 취득을 의무화.  교육의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질 높은 교원을 양성

초등학교교육코스

중학교교육코스 특별지원교육코스

초등학교 교육(전학과・과목)학문분야

증학교(고등학교)에 있어 국어・국어과 교육/사회・사회과 교육/기술・기술과 

교육/가정・가정과 교육/영어・영어과 교육/음악・음악과 교육/미술・미술과 

교육/보건체육・보건체육과 교육

학문분야 특별지원교육학/특별지원심리학/특별지원보건학/특별지원생리・병리학학문분야

학교교육교원양성과정
정원 160명/4년제

정원 85명

정원 33명 정원 10명

인간과 문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배우고, 흥미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심화 학습 합니다. 

이과수학교육코스

이과・이과교육/수학・수학교육학문분야

정원 32명

이과・수학의 전문적 지식을 몸에 익힘과 더불어,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기술적 능력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보다 넓고 깊은 지식을 몸에 익힘으로써 매력있는 교단을 만들어 갈 

교원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지원학교 교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에 더하여, 초・중학교 등에서도 

필요한 특별지원교육의 전문성을 몸에 익힙니다.

●교직입문(1학년 전기)

강의나 그룹활동을 통해서, 교직의 의의 또는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아울러 지진재해 및 재난부흥 

교육 등의 지역 교육 과제에 대한 식견도 몸에 익힙니다.

●교육심리학(1학년 후기)

공부하고 싶고, 스포츠 실력을 높이고 싶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동기부여나 

효과적인 학습상법, 또한 교수법이나 학급운영 등 교사에게 있어 다양한 과제에 대해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학습합니다.

●수리학 교차커리큘럼(2학년 후기)

초・중학교에 있어 이과와 산수・수학과 교육 내용의 관계를 검토하고, 각 교과와의 관련을 고려한 지도 방법에 

대해 숙고합니다.

●특별지원교육실천론(1학년 전기)

1년차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근의 특별지원학교 등에서 수업을 참관 또는 직접 참여합니다. 

특별지원교육의 입문으로서 중요한, 실천을 통해 얻는 경험을 쌓아 나갑니다.

卒業生の進路졸업생의 진로

초등학교 교원 / 중학교 교원 / 고등학교 교원 / 유치원 교원 / 특별지원학교 교원 / 공무원(일반직・전문직) / 

국제교류관련단체 / 대학원 진학 그 외

PICK UPカリキュラムPICK UP 커리큘럼

학교교육교원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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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과 공학 분야의 학문 간 경계를 초월하여, 자연과학으로부터 실용기술까지 융합적인 교육 ・ 연구를 시행합니다.

화학코스 수리・물리코스

생명코스 머티어리얼코스

화학・생명이공학과 물리・재료이공학과
정원 90명/4년제 정원 80명/4년제

기초화학에서부터 응용화학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익힙니다.

●무기구조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등

다양한 교육과목을 배우고 수리물리적인 사고력을 몸에 익힙니다.

● 복잡계과학, 나노이공학, 초전도이공학 등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 가능한 전문지식을 몸에 익힌 인재를 육성합니다.

● 분자세포생물학, 재생의료공학, 생체계측공학 등

사회・산업을 지탱하는 소재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폭넓은 지식을 

몸에 익힙니다.

● 재료조직학Ⅰ, 재료물리화학Ⅰ, 반도체디바이스공학 등

물리화학/무기화학/유기화학/생명과학/신경과학/이공학 우주・소립자원자핵물리학/고체물리학/응용수학학문분야 학문분야

【민간기업】 NTT 동일본 / 이와테 중학교・고등학교　【공무원】 이와테현 교육위원회 

/ 국세청 센다이 국세국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 츠쿠바 대학 대학원 /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대학원

卒業生の進路졸업생의 진로

【민간기업】 아이치 제강  / NEC 토킨 / 이와테 도시바 일렉트로닉스　 【공무원】 

이와테 현 / 후생노동성 이와테 노동국 / 모리오카시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 

도쿄공업대학 대학원 / 도호쿠 대학 대학원

졸업생의 진로

화학・생명분야의 기술개발 부문에서, 과제해결능력을 몸에 익힌 인재를 

육성합니다.

이학적 요소와 공학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배우고,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수리공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이공학부
화학 ・ 생명이공학과

물리 ・ 재료이공학과

시스템창성공학과

2. 　학부 ・ 대학원 소개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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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통신코스 기계과학코스

사회기반・환경코스

시스템창생공학과
정원 270명/4년제

전기・전자・계측・제어・통신 등 기초부터 응용까지 폭넓게 학습합니다.

● 고전압 플라즈마 공학, 통신 시스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실습 등

기계 시스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술자・연구자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항공우주 시스템 공학, 연소공학, 로보틱스 공학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몸에 익힌 전문기술자를 양성합니다.

● 환경공학, 구조역학Ⅰ, 도시계획학 등

전기전자통신공학/지능・미디어정보공학/기계공학/환경・건설・방재공학학문분야

【민간기업】 SWS동일본 / 아키타현 후생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 알프스 전기　 

【공무원】 하치노헤시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 도호쿠 대학 대학원

【민간기업】 아키타 은행 / 이와테 은행 / 고요건설　【공무원】 이와테 현 / 국토교통성 

도호쿠지방 정비국 / 삿포로시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 도호쿠 대학 대학원

Career Paths of Graduates

卒業生の進路

【민간기업】 IBC 소프트 알파  / AISIN 컴크루즈  / 아키타 아다만트 / ALPS 일렉트릭　

【공무원】 가마이시 시 / 타키자와 시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 우쓰노미야 대학 

대학원 / 도호쿠 대학 대학원 

卒業生の進路졸업생의 진로 졸업생의 진로

지능・미디어통신코스

컴퓨터과학을 베이스로 한 지능정보공학과 미디어정보공학을 배웁니다.

● 소프트웨어 설계 및 연습, 컴퓨터 그래픽스, 로보틱스 등

【민간기업】 NTT동일본 / NEC / JR동일본 / 파나소닉 시스템 네트워크 개발연구소　 

【공무원】 모리오카시 / 도호쿠 지방 정비국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 츠쿠바 대학 

대학원

卒業生の進路졸업생의 진로 졸업생의 진로

기초분야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습을 통해, 공학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응용전개능력을 배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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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농림산업 분야에서, 지역만이 아닌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응용생명과학과 삼림과학과

응용생물화학과

정원 40명/4년제 정원 30명/4년제

정원 40명/4년제

식물생명과학:

작물학/원예학/응용곤충학/식물육종학/식물병리학/식물생리학/농업경영・

경제학

삼림:

수목생태생리・조림학/삼림정책학/지역자원관리학/삼림동태제어/사방학/

임업생산공학/목질자원공학/삼림자원화학/조원계획학・관광학/삼림・

환경교육/보전생물학/삼림보전생태학

생물화학/식품・영양화학/응용미생물학/식물영양・토양학/분자세포생물학/

환경스트레스생화학

학문분야
학문분야

학문분야

【민간기업】 JA전농 토치기 / 아키타 주류 제조 / 이치죠 공무점　【공무원】 아오모리 

현 / 이와테현 / 삿포로시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 도쿄 대학 대학원 / 도호쿠 

대학 대학원

【민간기업】 NTC컨설턴츠 / 응용지질 / 학교법인 도요고등학교　【공무원】 아오모리 

현 / 아키타현 / 이바라키현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 도쿄대학교 대학원 / 

도쿄농공대학 대학원

【민간기업】 어스 환경 서비스 / 일반재단법인 일본식품 분석센터 / 이와테현 

신용협동조합 연합회　【공무원】 이와테현 / 공익재단법인 이와테 생물공학 연구센터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卒業生の進路 卒業生の進路

卒業生の進路

졸업생의 진로 졸업생의 진로

졸업생의 진로

이와테대학 농학부 특유의 탁월한 기초, 응용연구에 의하여, “식물생명 

과학” 과 “농학”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지향합니다.

●농학개론, 응용곤충학Ⅰ, 식물생리학 등

실천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몸에 익히기 위하여, 연수림에서의 실습 등 

현장학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수목학실습, 삼림보전생태학, 사방학 등

생물의 기능설명과 이를 이용한 [먹거리]의 영역에 대하여, 생물과 화학을 

활용하여 폭넓게 학습합니다.

● 식물스트레스 응답학, 분자생물학Ⅰ・Ⅱ, 산업미생물학 등

농학부
식물생명과학과

응용생물화학과

동물과학과

식료생산환경학과

삼림과학과

공동수의학과

2. 　학부 ・ 대학원 소개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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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학과

공동수의학과

식료생산환경과학
정원 30명/4년제

정원 30명/6년제

정원 60명/4년제

동물과학:

동물생식학/동물행동학/동물과학실험/목장실습

수의학:

기초수의학/병태수의학/응용수의학/반려동물・산업동물임상수의학

식료와 지역산업:

농업농촌공학/농업정보환경/수산과학
학문분야

학문분야

학문분야

〈동물과학과정〉 【민간기업】 아르피코 홀딩스 / 이와테 축산유통센터 / 인터팜　 

【공무원】 아오모리현 / 이시노마키현 / 이와테현 / 재무성 도쿄 세관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 큐슈 대학 대학원

【민간기업】 서부개발농산 / 국토방재기술　【공무원】 아오모리현 / 아키타현 / 이와테 

현　【대학원】 이와테 대학 대학원 / 도쿄 대학 대학원 / 도쿄 농공대학 대학원

---------------------------------------------------------------------------

수산시스템학코스:

수산물가공/유통관련기업/수산관련단체/국가직・지방직 공무원(수산식)/대학원 진학 

그 외

※ i수산시스템학코스는 201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민간기업】 아츠키 동물의료센터 / 이와테현 농업공제조합 / 우츠노미야 동물원 /  

가메이도 동물병원　【공무원】 오키나와현 / 시즈오카현 / 토치기현　【대학원】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 / 기후 대학 대학원 / 쿄토 대학 대학원

卒業生の進路

卒業生の進路 卒業生の進路

졸업생의 진로

졸업생의 진로 졸업생의 진로

동물과학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점으로, 인류에 폭넓게 도움이 되기 위한 

교육・연구를 시행합니다.

●동물발생학, 애완동물영양학, 동물자원이용학Ⅰ 등

분자레벨에서부터 동물 질환의 진단치료까지 폭넓은 교양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인수공동감염증학, 공중위생실천실습, 종합참가형임상실습 등

농촌지역디자인학코스

농산업시스템학코스

수산시스템학코스

농촌지역을 지탱하는 높은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습득을 목표로 

합니다.

●수자원론, 농지공학, 농촌계획학 등

일본농업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혁신 능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 농업기상・환경학, 농산식품 프로세스 공학, 농산업 마케팅론 등

산리쿠 지역을 견지하며, 세계화 관점에서 수산・해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 수산과학입문, 수산게놈생물학, 어업・어업자원경제학 등

글로벌 식재료 수급의 관점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생각합니다.

※과정・학과변경 이전 졸업생의 취칙・진학대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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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창생전공 이공학 전공

종합문화학전공 농학전공

석사(농학)/석사(수산학)/석사(공학)/석사(학술)/석사(스포츠건강과학) 석사(이공학)/석사(공학)/석사(예술공학)

석사(학술) 석사(농학)

종합과학연구과
정원 294명

정원 54명 정원 180명

정원 10명 정원 50명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여,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전기 과정의 모든 연구과를 통합

재해부흥의 경험・실적을 살려, 고도의 전문지식과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역창생을 선도하는 인재

●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추진 실적을 살리는 분야나, 지역과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야로 구성(지역창생에 필수불가결한 “생업/안전안심/생활”의 3개 축으로 3코스 편성)

● 석사레벨의 전문성에 더하여, 종합적인 시야나 지역창생을 선도하는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전공 공통과목을 배치(지역인턴십이나 단기해외연수 등을 필수과목화)

공학・이학간 융합교육연구에 의한 이공학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을 몸에 익힌 

인재

● 이공계 대학원으로부터 이공학계 대학원으로. 공학과 이학의 융합에 의한 혁신 창출

● 학사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한 8개의 코스 편성(체계적인 전문심화)

● 이공학 전체를 조감한 전공 공통 교육에 충실

● 상호 교환이수 프로그램에 의한 융합적 학문의 실현(코스횡단형 교육)

● 박사 후기 과정으로의 연계를 고려한 글로벌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

세계화의 시점에서 지역의 문화를 이해・보존 및 널리 알리고, 지역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인재

● 세계화의 시점으로부터,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맡고, 지역으로부터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실천력을 육성

● 일본인과 유학생이 공동으로 이수하는 전공공통과목(필수)를 확충

농학・생명과학, 특히 한랭지역농학의 교육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통한 농학분야 

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몸에 익힌 인재

● 식물, 생물자원, 동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구분야를 재구축・강화

● 학사과정으로부터의 연계를 고려한 3개 코스 편성(체계적인 전공 심화)

● 농학분야에서 폭넓게 활약하기 위한 전공 공통 교육에 충실

● 석사 후기 과정으로의 연계를 고려하고, 영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에 충실

인재상 인재상

인재상 인재상

지역창생전공

지역창생에 필수불가결한 3개의 관점

생업

안전・안심 인간건강

지역창생

“새로운 도호쿠”의 창생을 지향하여, 문화를 세계에 알림

종합문화학전공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세계화에 대응　-지역사회의 문화적 재생・활성화 수요에 대한 실천적 공헌

글로벌 문화 소개 프로그램

예술 소개 프로그램 지역문화 혁신 프로그램

일본문화이해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이해 프로그램
문화이해

(상호 교류)

문화소통
(창조)

문화보존
(축적)

물
질
화
학
코
스

전
기
전
자
통
신
코
스

수
리
・
물
리
코
스

지
능
정
보
코
스

생
명
화
학
코
스

기
계
・
항
공
우
주
코
스

재
료
과
학
코
스

디
자
인
・
미
디
어 

공
학
코
스

글로벌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

상호 교환이수 프로그램

전공 공통 교육

이공학 전공

농학전공

식물 , 생물자원 , 동물을 키워드로 집약・강화

식물생명과학코스 응용생물화학코스 동물과학코스

대학원 연합농학연구과

수의학연구과

종합과학연구과

교육학연구과

공학연구과

2. 　학부 ・ 대학원 소개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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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실천 전공

프론티어물질기능공학전공

생물생산과학전공

공동수의학전공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전공

생물자원과학전공

기계・사회환경시스템공학전공

한랭권생명시스템학전공

생물환경과학전공

기계・사회환경시스템공학전공

교육학연구과(전문직 학위 과정・교직 대학원)

공학연구과(박사과정)

연합농학연구과(박사과정)

수의학연구과(박사과정)

정원 16명

정원 20명

정원 32명

정원 5명

이와테의 학교 교육을 선도하는 인재의 육성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광범위한 전문학력과 미지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응용능력을 보유하고, 지역 사회와 국제 사회의 발전 

및 자연환경과의 상생을 중시하는 고도의 전문기술자・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테대학 대학원 연합농학연구과(이하 이와테연대)는, 대학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대학 간 간극을 뛰어넘어 협력하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전국 6

개 대학에 설치된 농학 분야 박사과정 독립연구과 중 하나입니다. 풍족한 

자연환경을 가진 일본의 식재료 생산기지 도호쿠에 위치하였으며, 히로사키 

대학, 야마가타 대학, 이와테 대학의 3개 대학으로 구성된, 6연합농학연구과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연구과입니다.

이와테대학과 도쿄농공대학은, 양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수의학과가 

가지는 공통의 교육 이념, “인류와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공헌한다”를 더욱 진화・

발전시킴과 동시에, 수도권을 포함한 동일본지역에 있어서 수많은 수의학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도의 수의학 교육 연구 거점으로서 공동수의학과를 

설치하였습니다.

학교 관리 능력 개발 프로그램

수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학생 지원 능력 개발 그로그램

특별 지원 교육 능력 개발 그로그램

학교 교육에 관련된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이상으로 삼아, 교육위원회 및 지역 

학교와의 밀접한 협력체제 하에서 향후 학교 교육을 선도할 전문적 역량을 

겸비한 관리직 및 중간계층 리더 교원을 양성함과 동시에, 시대에 걸맞는 

학교문화 건설에 유력한 담당자가 될 신진 교원을 양성합니다.

PICK UPカリキュラム4개의 프로그램 제도

공동수의학전공에서는, 다음의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 수의학의 기반을 담당하는 동물기초의학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인재

● 동물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인재

● 산업동물 및 반려동물의 치료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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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감성으로 쿠지시(市 ) 호박을 사용한 상품개발, 

기업과 학생 쌍방 성과 실현

인간문화과정

교수

타나카 타카미츠
（田中隆充）

【디자인학, 예술공학】

쿠지시(市)에 있는 ㈜쿠지호박과 인더스트리얼연구실은 

오랜 기간동안 관계를 맺어왔으며, 지금까지 호박을 테마로 

한 여러 상품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호평을 받은 것이 호박이 들어간 지갑과 명함케이스입니다. 

쿠지호박주식회사에서 “장식품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을 개발, 디자인 할 수 없을까?”라는 상담을 

받고, 공동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호박을 

실제로 보고 만져보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집 

체험 등을 통하여 먼저 호박에 대해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디자인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20명 

정도의 학생이 참가하여 한 사람 당 10장 정도, 모두 합쳐 

300장 정도의 아이디어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

쿠지호박이 피드백 하였고, 거기에 백화점에서 개최한 

전시회에서의 설문 조사를 통해 폭넓은 연령으로부터 

호평받은 지갑과 명함케이스를 제작했습니다. ㈜쿠지 

호박으로서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젊은 세대의 

발상으로 상품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학생으로서는 

사회 진출에 대한 유사체험, 프로로서 요구되는 디자인 

실력을 실감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지역에 공헌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 있어서 

내실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3. 연구 토픽

인문사회과학부

연구자 소개 페이지

이와테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연구분야와 논문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univdb.iwate-u.ac.jp/
・일본어, 또는 영어 페이지에서 찾기　　 ・소속, 성명, 키워드로 찾기

당신의 유학 첫 걸음을 

이곳에서 스타트

3.　연구 토픽

연구 토픽

14 Outline of IWATE UNIVERSITY  for International Students



외국인 연구원 입학 허가

의료기관과 수산 가공기계를 위해 제공하는 로봇기술로 

연안기업에 공헌

생물이 지닌 우수한 기능을 공학에 접목한 생체모방분야로, 

로봇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러한 생체모방 로봇기술을 활용하여 

수산업, 수산가공업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작업 종사자의 초고령화, 인재 부족, 노동력 

부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응책으로 로봇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수산가공업에 특화한 수산 로보틱스의 개념을 

제창하여, 사진과 같은 미역을 다듬는 가공작업의 자동화를 

시작으로, 여러 종류의 어류나 가공법에 따른 자동화 

기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자원 조사나 관리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중로봇 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리쿠 연안 

지역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둔 수중로봇 개발과 실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테 현은 내륙 지역 만이 아니라 

산리쿠 연안 지역에도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 모여 있어, 이 

기업들과 협력하에 이와테 독자적 기기 개발을 진행하여, 

로봇기술로써 연안 지역에 공헌할 생각입니다.

시스템 창성 공학과

준교수

미요시 타스쿠
（三好扶）

【수산 로보틱스, 생체모방공학】

이공학부

이와테 대학에는, 외국인 연구자(주로 객원연구원, 일본 학술진흥회 외국인 특별 연구원 등)를 세계 각국에서 받아들여, 이와테 대학 

연구자의 책임하에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희망자는 먼저 연구자 소개 페이지에서 같은 연구 분야의 연구자를 찾아, 입학 허가를 받은 후 

수속을 진행합니다.

1　입학 신청 대상 연구자와의 연락, 수락

　　※학술진흥회 외국인 특별 연구원의 경우, 연구비를 신청하고, 선택 후 허가 수속을 시행함.

2　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 제출

3　입학 결정, 비자 취득, 거주지 신청

4　일본 방문

연구자 숙박시설로서 토큐소(연구기간 1개월 미만)와 국제교류회관(연구원실)이 있습니다. 방 수가 제한되어있으므로 담당 교원을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구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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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일본인 학생과 같이 일본어로 수업을 듣는 코스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일본 유학 시험을 보고,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입학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입학 시기는 4월입니다.

1　11월 경~ 일본 유학 시험 수험(6월 또는 11월), 모집 요강 요청, 각종 서류의 준비

2　1월 초~말 신청서류 제출, 입학검정료 제출

3　2월 말  수험(단, 일본 국외에서 이공학부를 지원한 학생은 서류제출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4　3월 초~중 합격발표, 입학 수속, 거주지 결정

5　4월 입학

대학원생 정규과정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학시기는 4월 또는 10월입니다. 대학원 입학 희망자는 먼저 자신이 희망하는 연구 

분야의 교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테 대학 연구자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14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수험 전 신청을 받아줄 교원을 찾아 직접 연락하고 허가를 얻는다.

2　신청 자격 확인  각 전공이나 연구과에 따라 수속이나 시험내용이 다르므로, 담당 교원이나 입시 담당 직원과 연락하여 

모집 요강의 내용을 확인한다.

3　신청 서류 제출 각 전공이나 연구과에 따라 서류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4　

4　수험 일본 국외 수험자 중, 일본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집요강 확인 필요.

5　합격 발표, 입학 수속, 거주지 결정

6　4월 또는 10월 입학

4. 유학 종류

연구생(비정규과정)

학위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지도교수 밑에서 연구지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학 시기는 4월 또는 10

월로, 재학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연구생 희망자는 대학원 입시와 같이, 자신을 받아줄 교원을 먼저 찾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1　수험 전 연구자 소개 페이지에서 지도 교원을 찾아 직접 연락 하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제출 우편으로 제출 가능

3　합격 발표, 일본 국외 거주자의 비자 수속, 입학 수속, 거주지 결정

4　4월 또는 10월 입학

문의 : 입시과  TEL: 019-621-6064 (직통)  FAX: 019-621-6885  참고 URL: https://www.iwate-u.ac.jp/admission/

문의 : 학무부 국제과  019-621-6055  gkyomu@iwate-u.ac.jp  참고 URL: https://www.iwate-u.ac.jp/iuic/korean/international-students/types-of-programs/research-students.html

4.  　유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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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청강학생(교환유학생)

특별 청강학생을 위한「The Iwate University Student Exchange Program(IU-SEP)」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학시기는 4월이나 10월로 재학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을 통해 진행해 주세요.

문의 : 학무부 국제과  019-621-6927   gryugaku@iwate-u.ac.jp  참고 URL: https://www.iwate-u.ac.jp/iuic/korean/international-students/types-of-programs/iu-sep.html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국비외국인 유학생은 표준 수료기간까지 수업료 면제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학생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은 144,000엔／월（겨울은3,000엔 추가）입니다.

응모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고, 모두 일본 국외 응모입니다.

1　대사관 추천

거주국, 지역의 대사관에 신청하여 1차 심사를 통과 후, 대학을 선택합니다. 입학시기는 4월 또는 10월 입니다.

또한, 국비 외국인 유학생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구 유학생　　・교원 연수 유학생　　・일본어, 일본문화 연수 유학생

2　대학 추천

해외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이 이와테 대학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입학시기는 10월이며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구 유학생:  연구생과 같이, 먼저 받아줄 교수를 찾아 허가를 얻고 신청합니다.

일본어, 일본 문화 연수 유학생:   이와테 대학과 대학간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 중으로, 일본어나 일본 문화에 

관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 대상이며, 체재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비(유학생 수용 촉진 프로그램)

사비외국인 유학생이 대상인 장학금으로, 이와테 대학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장학금

(48,000엔/월)이 지급됩니다. 또한, 일본 유학 시험(EJU)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신규입학 예정인 사비 외국인 유학생이나, 도일 

전 입학 허가에 의해 입학 예정인 사비 외국인 유학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테대학 이하토브 기금 장학금

이와테 대학 만의 장학금입니다. 대학원에 들어온 사비 외국인 유학생 중, 입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연간 20만엔을 지급합니다.

그 외 장학금

민간 재단과 같은 기관의 장학금은 모집기간, 대상자, 분야, 금액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학금

참고 URL: http://www.studyjapan.go.jp/en/index.html

Reference URL: http://www.jasso.go.jp/en/study_j/scholarships/scholarship/shoureihi/index.html

참고e URL: https://www.iwate-u.ac.jp/iuic/korean/international-students/types-of-scholarships/jass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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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학생 지원

글로벌 교육센터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외국 대학과의 연구자 교류, 지역과 국제교류의 

연계,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수속, 일본인 학생의 해외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부나 생활 지원, 일본어 교육 외에도 

지역사회와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교류를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

■ 일본어 교실

일본어 수업은 초급부터 상급까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일본어 실력에 맞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와테 대학에 입학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게 도움이 되는 논문 작성, 발표 방법과 같은 수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본인과 유학생이 함께 듣는 수업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은, 일본인 학생과 유학생이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배우는 수업입니다. 보통은 일본인이 많고 유학생이 조금 섞여있는 

정도이지만, 이 수업은 30%정도가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대학을 포함한 일본인과 유학생의 합숙연수 등 다양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참가형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튜터 제도

유학생이 공부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튜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튜터가 

되는 일본인 학생과 선배 유학생은, 담당 교원이나 지도교수와 상담하며 여러분의 

일상 생활이나 학습을 서포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행정 업무 처리나 강의, 연구, 

실험 등 보충 수업, 일본 문화와 관습을 소개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일본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5.　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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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지원

일본에서 취업한 이유

일본에서 취업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학교와는 달리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사회적 다양성이 있어 일본어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진지하게 일에 열중하는 일본인의 모습에 감동한 적이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저 자신을 단련해 나아가기 위해서 입니다.

직장에서의 담당업무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 접대와 서비스업, 시장 개발 등

효과적이었던 취업활동대책

적극적으로 취업설명회에 참가하고, 헬로워크와 같은 취업관련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충고

일본에서 취직할 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어학 능력입니다. 학생시절부터 어학 능력을 

갈고 닦는게 중요합니다. 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선배나 선생님들에게 상담하는 것도 일본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학생을 위한 이벤트

■ 유학생 주최의 가든파티

이와테 대학에서는 7월에 유학생 주최 하에 가든파티가 열립니다. 유학생들이 자국의 요리를 만들어 

이와테 주민들과 교류하고,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장입니다.

■ 기모노 체험

연 2회 기모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모노 체험은 지금까지 한번도 기모노를 입어본 적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에 대하여 배우고,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는 등 좋은 추억이 됩니다.

■ 필드 스터디

이와테 현의 문화 유산과 기업을 견학합니다. 매년 가는 곳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히라이즈미, 도요타 자동차 동일본 이와테 공장, ㈜이와테 야쿠르트 공장 등에 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스키 투어를 합니다. 이와테에는 유명한 스키시설이 있어, 스키를 타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옵니다. 스키를 타본 적 없는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으므로 누구나 즐겁게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시민과의 교류회

대학에서 친구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국 문화를 소개하거나, 일본 문화를 배우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매년 개최됩니다.

■ 잡 쉐도우, 인턴쉽

사회적 자립을 향한 경력관리 지원의 한가지로, 직장체험형 

잡 쉐도우, 기업에서의 실무 체험 인턴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학내 합동 취업설명회

이와테현, 동북 지역의 각 현, 도시권 등 일본 전국 약 330

개의 우수기업을 이와테 대학으로 초청하여, 3, 4학년들이 

기업 인사담당관과 직접 면담을 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취업 가이드

전문 강사가 자기분석, 업계(기업) 연구, 엔트리시트 대책, 

면접 대책, SPI 모의시험, 비즈니스 매너 강좌 등 취업 활동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교육학연구과(석사)

학교교육 전공 수료

리우 지에 〈중국〉

■　재학생들의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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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생활비 하루 스케줄

7:00 기상

8:40 수업

12:00 점심식사

13:00 수업

16:00 공부

17:30 취미활동

23:00 취침

수입

 장학금 …………………… 95,000엔
 송금 ……………………… 0엔
 아르바이트 ……………… 3,000엔（1주） 

지출

 집세, 기숙사비
　　숙박료(월)  …………… 5,900엔
　　공익비(월)  …………… 3,100엔
 광열비 …………………… 7,000엔
 식비 ……………………… 14,000엔
 수도세 …………………… 4,000엔
 기타 ……………………… 3,000엔（1주）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원을 위한 기숙사가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2년간 입니다. 이와테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지케이 기숙사自啓寮」, 「도호 기숙사同袍寮」, 「호쿠오 기숙사北謳寮」、

「코바이 기숙사紅梅寮」라는 4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곳들은 일본인과 같이 생활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 이와테대학 국제교류회관 ◆ 기숙사

거실 구분 기숙사비（월） 시설이용료（입주 시에만 부담）

유학생용・1인실
A동 (A형)  30실 36,000엔

30,000円
B동 (D형)  48실 33,000엔

연구자용・1인실
A동 (B형)   6실 50,000엔

A동 (C형)   3실 48,000엔

※기숙사비에는 광열비(수도, 전기, 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비 외에 인터넷비용 24,200엔(년), 침구 세트 대여비용 11,000엔(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

지케이 기숙사 　도호 기숙사 호쿠오 기숙사 코바이 기숙사

개수 5실(2인실) 　13실(1인실) 9실(1인실) 15실(1인실)

기숙사비(월) 14,000엔

입주기간 2년 이내 1년 이내

※숙박료 이외로 퇴거시 청소비와 기숙사 자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설: 화장실, 미니부엌, 냉장고, FF식 난방기, 책상, 침대

공용: 샤워실, 욕실, 코인세탁기

A동 (A형)：12㎡ 설비 : 미니부엌・화장실・세면기・책상・의자・침대・에어컨・커텐　　공용 : 샤워실・코인세탁기

B동 (D형・4인용 쉐어 하우스)：각 룸10㎡, 공용 부분17㎡　　각 룸 설비 : 책상・의자・침대・에어컨・커텐

 공용 : 미니부엌・코인 샤워・화장실・냉장고・전자레인지・식탁・ 의자・식기장・코인 세탁기(공용)

A동 (B형) : 16㎡ 미니부엌・화장실(샤워, 세면기) ・책상・침대・에어컨・공용 코인 세탁기

A동 (C형) : 16㎡ B형・연구자용과 같은 설비 외에 베란다가 있지만, 출입 불가.

주소: 3-18-27 Ueda, Morioka-shi, Iwate 020-0066 Japan (on-campus)

국제교류회관의 
경우

인문사회과학부　　특별 청강생
(Bordeaux Montaigne대학교에서 온 교환유학생)

SANS ELODIE
PANIER ROMANE

GRANVAL LOUISE LINH
〈프랑스〉

6. 유학생의 하루

6.　 유학생의 하루

국제교류회관은 어떤가요?

자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제교류회관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학생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영어와 일본어로 이야기 할 수 있고, 일본인이나 유학생 친구들과도 교류하며 

친해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가 저렴해서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가깝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취는 즐겁습니다. 회관은 여러 친구들과 같이 사는 곳이라 외롭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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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 연구과　　공생환경 전용

마 치엔
〈중국〉

지케이 기숙사의 
경우

한달 생활비 하루 스케줄

8:00 기상

9:00 연구실 작업

12:00 점심식사

13:00 수업

15:00 연구실 작업

18:00 저녁식사

24:00 취침

수입

　장학금……………………… 20,000엔

　송금………………………… 0엔

　아르바이트………………… 30,000엔정도

지출

　집세, 기숙사비 …………… 14,000엔

　광열비……………………… 1,000엔

　식비………………………… 30,000엔

　수도세……………………… 1,000엔

　기타………………………… 5,000엔

　서클 활동비 ……………… 0엔

이와테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지케이 기숙사自啓寮」, 「도호 기숙사同袍寮」, 「호쿠오 기숙사北謳寮」、

「코바이 기숙사紅梅寮」라는 4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곳들은 일본인과 같이 생활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본 에는 민간 아파트(원룸) 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와테 대학은 아파트

(원룸)에 입주하는 유학생에게 보험을 드는 것을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어 줍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부동산이 있고,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입주하는 모리오카의 

민간 아파트(원룸) 평균 월세는 ¥20,000～ 

¥50,000입니다.

학교내에 학생들를 위한 부동산 상담부서도 

있습니다.

지케이 기숙사는 어떤가요?

지케이 기숙사에서 지낸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2인실이다 보니 룸메이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운 좋게도 저는 좋은 룸메이트와 지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규칙만 잘 지킨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자취할 때 처음 겪어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시험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기숙사 ◆민간 아파트(원룸)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

지케이 기숙사 　도호 기숙사 호쿠오 기숙사 코바이 기숙사

개수 5실(2인실) 　13실(1인실) 9실(1인실) 15실(1인실)

기숙사비(월) 14,000엔

입주기간 2년 이내 1년 이내

※숙박료 이외로 퇴거시 청소비와 기숙사 자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설: 화장실, 미니부엌, 냉장고, FF식 난방기, 책상, 침대

공용: 샤워실, 욕실, 코인세탁기

주소: 

지케이 기숙사, 도호 기숙사
3-18-15 Ueda, Morioka-shi, Iwate 020-0066 Japan (on-campus)

호쿠오 기숙사, 코바이 기숙사
4-17-18 Takamatsu, Morioka, Iwate 020-0114 Japan (15 min. walk away from 

main campus)

● 1K（23.2㎡）

● 걸어서 20분

욕실・화장실

현관

수납공간

플라워 박스

침대
테이블

캐비닛
선반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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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학부

시스템 창성 공학과

전기전자공학 2학년

Hou Yin Ong
 《말레이시아》

Biography

Graduated High School

Graduated Japanese Language School

Took EJU

Entered Iwate University

Biography

Graduated High School

Entered National Kaohsiuhg University
Iwate University Exchange Student / 1 year

Entered Iwate University

공학부 총합과학 연구과

이공학전공

황 스핑
《대만》

Q. 이와테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2015년 9월에 이와테대학 교환 유학을 온 적이 있습니다. 

모리오카는 조용하고 편리한 부분이 있어 공부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교환유학생으로 1년을 보내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다른 문화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테 대학 대학원에 다시 오게 됬습니다.

Q.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제 전공은 디자인 미디어공학 전공입니다. 디자인 공학분야(

환경, 프로덕트 등)와 미디어 공학분야(네트워크, 인트럭션 등)

을 통합하여,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Q. 이와테 대학의 생활은 어떤가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이와테 대학에서의 생활은 평온합니다. 겨울에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는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는데, 본 

적 없는 꽃이 많이 있어 매일 새로운 꽃을 찾아내는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Q. 이와테나 모리오카의 좋아하는 점을 알려주세요

4계절이 뚜렷합니다. 모리오카 주민의 마음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산사오도리 축제 때 제 유타카의 띠가 

풀렸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다시 묶어준 적이 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Q. 이와테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이와테 대학에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입시제도에서 유리한 점도 있어, 입시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입학 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었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입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이와테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Q. 어떤 공부를 하고있나요?

지금은 전자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일렉트로닉스에 기반한 전자 

재료나 이론,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전기기기의 작동 

원리와 기초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Q. 이와테 대학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와테 대학에서 매일 충실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는 어려워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럴 땐 수업 

중에 질문하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아리에도 

들어가서 말레이시아에서 해보지 못한 체험을 하고 있어 정말 

좋아요. 또 일본인 친구나 대학교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고, 초면인 외국인 친구와도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합니다. 한 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저를 일본인 대하듯 차별없이 말을 걸어 줍니다.

Q.    이와테나 모리오카의 좋아하는 점을 알려주세요.

일본에 올 때 이와테라는 곳을 알지 못한 채 모리오카에 

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도쿄나 삿포로 같은 대도시와는 

다른 분위기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맨 처음 감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좋다!!”라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와 달리 

모리오카는 불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1년 동안 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디에도 없는 이와테 주민들의 

따뜻함!! 도쿄를 걷고 있으면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리오카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고, 등교때 

자주 마주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거나,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넬 때도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와테 사람들의 따스함과 상냥함이 이와테의 매력과 연결되어 

분명 여러분도 이와테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Q.  이와테 대학으로의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메시지 부탁합니다.

일본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와테 대학을 고려해보는건 

어떠신가요? 저는 이와테에 와서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이와테 사람들의 

따스함, 그리고 자연과 정이 넘치는 환경 속에 지내는 건 

어떤가요? 당신도 분명 이와테의 매력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7.　재학생들의 메시지

7. 재학생들의 메시지

8.　캠퍼스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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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11

12

1

2

3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January

February

March

입학식

〈초순〉

자이모쿠쵸 요이치 주말장터
(매주 토요일, 11월 초까지）【모리오카시】

〈중순〉

모리오카 꽃축제
(5월 초순까지）【모리오카시】

〈하순〉

YOSAKOI산사  【모리오카시】

〈초순〉

챠구챠구우마코
《국가지정・무형민속문화재》 【타키자와시】

하나마키 온천 장미축제
【하나마키시】（7월 초순까지）

〈하순〉

츠나기온천 호수 축제 
【모리오카시】

모리오카・키타가미강 고무보트 대회 
【모리오카시】

〈초순〉

모리오카 산사오도리 축제【모리오카시】

모리오카 불꽃축제【모리오카시】

〈하순〉

타키자와시 산업축제【타키자와시】

〈중순〉

모리오카 가을축제～하치만궁 축제～【모리오카시】

모리오카・이시가키 뮤직 페스티벌【모리오카시】

〈중순〉

모리오카시 산업축제【모리오카시】

야하바쵸 가을축제【야하바쵸】

〈초순〉

일본 완코소바 선수권 대회【모리오카시】

오뎃테 예능관【모리오카시】

〈초순〉

모리오카 문인극【모리오카시】

〈중순〉

하다카 마츠리
(쿄죠사・하치만궁・사쿠라야마신사）【모리오카시】

간도호 얼음 빙어낚시
【모리오카시】（3월 하순까지）

〈초순〉

모리오카 눈축제【모리오카시】

타쿠보쿠 탄생축제 타쿠보쿠 카루타대회
【모리오카시】

이와테S-1스위트 페어
【타키자와시】

〈중순〉

하야치네신사 소민제 【하나마키시】

시즈쿠이시 봄 공방축제【시즈쿠이시쵸】

〈초순〉

　입학식

〈중순〉

1학기 수강신청 
1학기 수업 개시

20℃/8.5℃

〈초순〉

개교기념일
모리오카・츠나기 로드 레이스 대회

〈초순〉

수업료 면제 신청서 배부・설명회
（2학기 분)

28℃/20℃

〈초순〉

1학기 수업 최종일
여름방학（9월 말 까지)

〈하순〉

1학기 성적발표

〈초순〉

2학기 수강신청（9월 말 부터)
2학기 수업 개시

〈중순〉

학교 축제

10℃/1.5℃

〈하순〉

겨울방학（1월 초 까지)

〈중순〉

2학기 수업 최종일

〈하순〉

졸업식
2학기 성적 발표

이와테 대학 행사 모리오카시 주변 이벤트

YOSAKOI 산사

개교기념일

가든파티

자료관

졸업식

챠구챠구우마코

모리오카 산사오도리

모리오카 불꽃축제

모리오카 가을축제

하다카마와리(하치만궁)

모리오카 눈축제

1.8℃/-5℃

8. 캠퍼스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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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학교식당, 충실한 메뉴!

학식 추천메뉴 BEST 3 !

이와테 대학에는 3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중앙식당」,「이공학부식당

(BREDO）」,「농학부식당」). 쉬는 시간이나 동아리가 끝나는 시간에는 매우 

붐빕니다. 식사 이외에도 공부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콘서트를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3개의 식당마다 추천 

포인트가 다르니, 계절 메뉴, 이벤트 등을 체크!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 때문에 , 영양 균

형을 생각하며 식사할 수 있습니다 .

9. 학내시설
대학회관(대학생협)

책과 문구류, 먹거리나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TM과 

여행사(기차, 버스, 비행기티켓 판매), 부동산과 각종 보험 등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점심, 뭐 먹을까?

중앙식당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영업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갓 구운 빵」이 인기!

이공학부 식당은 「라멘 세트」나 「스테미너 정식」등 영양 

만점의 식당.

녹음에 둘러쌓인 농학부 식당의 인기메뉴는 「원 코인 

플레이트」. 여름에는 테라스도 개방합니다.

중앙식당 이공학부 식당（BREDO） 농학부 식당

이와테 대학 생협 오리지널 메뉴! 스테미너 만점 메뉴! 오로시다레(간장과 갈은 무)로 산뜻하게!

BEST

1
BEST

2
BEST

3

치킨 타츠타 마요 덮밥
460엔

돼지고기 불고기
194엔

치킨 오로시다레
302엔

그 날 기분에 따라 고를 수 있어서 좋아 !

여성들에게 인기!디저트도 있어요!

커스터드 케이크
¥108

도서관

총 장서 수 85만 권.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도서관으로 주말에도 개관하고 

있으며, 학생, 사회인, 지역 주민의 지적 교류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관내는 갤러리와 쉼터 등이 구비되어 있어, 매우개방적인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학식

We have 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

9.　학내시설 10.　학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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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유학생 지원 단체 「서클U」

「서클U」는 유학생들이 충실한 유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유학생들을 

서포트하는 동아리입니다. 웰컴파티, 이와테 대학 올림픽, 바비큐 

파티와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락처:circleu.iwate.univ@gmail.com　　

10. 학생생활

동아리, 

위원회 활동

약 140개의 활동그룹에서 많은 만남

과 성장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부를 초월한 새로운 만남, 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을 보다 충실하게.

이와테 대학에는 현재, 약 140개의 학과 외 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보다 즐거운 학생 생활을 

위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위원회」「동호회」「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얻은 경험은 대학시절에서의 둘도 없는 재산이 될 것입니다.

【위원회】� �������������������������������������

코즈카타축제(학교축제) 실행위원회, 신입생환영 실행위원회 등 

【동호회】� �������������������������������������

요리연구회, 마을만들기 연구회, 테니스 동호회, 댄스 동호회, 열기구 동호회, 포켓몬 동호회 등

【동아리】� �������������������������������������

체육계  합기도부, 양궁부, 풋볼부, 가라테부, 스키부, 야구부, 축구부, 자전거부, 유도부, 럭비부 등

문화  바둑부, 꽃꽂이부, 극단「캇파」, 서클U, 다도부, 들새부, 영화연구부 등

음악 아카펠라부, 관현악단, 합창단, 취주악부, 만돌린클럽 등

동아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와테 대학 홈페이지에서 보
실 수 있습니다 .

We have 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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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오모리 현

이와테 현

이와테 대학● ● 

모리오카 시

이와테 하나마키 공항

모리오카 역

센다이 공항

하네다 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센다이 역

도쿄 역

도호쿠 지역

야마가타 현

아키타 현

아오모리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

해외

이와테 현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도쿄

아키타 현

야마가타 현

홋카이도

아오모리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

북위39도, 동경141도

캠퍼스 맵

이와테 현의 인구

이와테현

약 15,279㎢

≒
하와이주 

약 16,634㎢

약 130만명

이와테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약 130만명

≒

현청소재지 모리오카시

이와테 현의 면적

一高前ミュージアム本館

動物病院

北水の池
植物園

自啓寮

同袍寮

実習地

国際交流会館 自然観察園
第一体育館

理工学部

教育学部
人文社会科学部

野球場

第二体育館

百年記念館

農学部
学生食堂

図書館

事務局棟

大学会館

テニスコート

球技場

運動場

理工学部学生食堂

中央学生食堂

農学部

動物病院新棟

正門

岩手大学前

上田四丁目

理工学部東口

グローバル教育センター
国際連携室

Bus Stop“Ichiko mae”Museum Main Building

VeterinaryTeaching
Hospital

Hokusui no ike
Botanical Garden

Jikei-ryo

Doho-ryo

Experimental Nursery of
Faculty of Agriculture

International House Nature GardenNature Garden
GymnasiumⅠGymnasiumⅠ

Baseball FieldBaseball Field

GymnasiumⅡGymnasiumⅡ

Centennial Hall

Cafeteria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Bureau

University Student Union

Tennis Courts

Rugby and Soccer Field

Track and Field

Cafeteria

Cafeteria

Faculty of Agriculture

VeterinaryTeaching
Hospital

Main Gate

Bus Stop“Iwate Daigaku mae”

Bus Stop“Ueda yonchome”

Bus Stop“Rikogakubu higashiguchi”

International Liaison Center

Faculty of Education

Faculty of Science and Engineering

Faculty of Humanitiesand 
Social Sciences

명물

남부철기 모리오카 냉면 남부센베

약 30만 명

산사오도리 축제 챠구챠구우마코

축제

인구

우에다 캠퍼스 약43만㎡

교육학부 부속 초등학교

교육학부 부속 유치원

교육학부 부속 중학교

타키자와 농장

타키자와 연수림

오묘진 목장

오묘진 연수림

카마이시 위성 사무소

그 외 약1,429만㎡

■모리오카까지 교통수단

■부지 면적 약1,472만㎡

【도호쿠 신칸센·아키타 신칸센】

【항공／하나마키 공항（JAL）】

2시간10분（하야부사）

39분（하야부사）

49분（하야부사）

도쿄

센다이

신아오모리

모리오카

모리오카

모리오카

1시간25분

55분

1시간15분

오사카（이타미）

신치토세（삿포로）

나고야（코마키）

하나마키

하나마키

하나마키

하나마키 공항

 ⇔  

모리오카 역（이와테현 교통버스）50분

11.　이와테현 소개

11. 이와테현 소개
이와테현은, 도쿄에서 북쪽으로 500㎞, 자연이 

아름다운 북쪽 도호쿠 지방(북위 39도, 동경 141도)

에 위치해 있고, 일본의 도도부현 행정구역 중에서 2

번째로 면적이 큽니다. (도쿄의 약 7배).

이와테에는 남부의 후지산이라고도 불리는 「이와테산」, 

하천 침식으로 형성된 깊은 계곡이 바다로 이어지며 

만들어진 아름다운 해안선이 일품인 「리아스식 해안선」

과 같은 풍요로운 자연, 「히라이즈미」와 같이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유적,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과 

스키장과 같은 레저 시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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