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제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일본에서 보수・급여를 받지 않는 외국인 연구자는 도일하기 전에 

일본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문화 활동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을 할 때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CESR)가 필요합니다. 이 CESR은 서포트 오피스가 신청자 대신 일본의 입국 관리국에 

신청을 합니다. CESR이 발급 되는 즉시 신청자에게 CESR을 EMS(Express Mailing Service)로 

보내드립니다.  

VISA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CESR Web신청 및 비자 신청서를 위한 인포메이션 시트(Form2) ・여권 

2. CESR Web신청 시스템에 접속해서, 오사카 대학에서의 신분을 선택한다. (Form2 참고) 

https://iss-intl.osaka-u.ac.jp/cesr/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confirm 버튼을 클릭한다. 

4.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에러 표시가 된 항목의 정보를 수정한 후, confirm 버튼을 다시 

클릭한다.  

5.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입력한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틀린 곳이 없는 지 확인 한 후, 

아래쪽에 있는 submit 버튼을 클릭한다.  

6. 화면상에 Completed 라고 표시 되고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신청자에게 email을 즉시 보낸다. 

시스템에서 email이 오지 않는 경우는 스팸 메일함에 메일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을 한다. 

그래도 email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서포트 오피스에 연락을 한다. 그리고 입력한 정보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역시 서포트 오피스에 연락을 한다.   

email: cesr-support-isc@ml.office.osaka-u.ac.jp 

 

 

 

①  여권 복사본 (신청자의 이름, 사진등이 있는 면) (PDF) 

【여권 신청중인 사람】이름(영문)과 생년월일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의 복사본 

②  증명 사진의 데이터(JPG) 

*신청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정면 사진. 모자를 쓰지 않은 무배경의 선명한 사진 일 것. 

*이 사진은 입국시에 발급 되는 재류 카드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이력서（학술상의 업적에 관련된 기재가 필요/과거 발표 논문・입상, 입선 등의 실적 등）   

④  일본 체제중 경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예금 잔고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PDF) 

*③과 ④를 이미 오사카 대학에 제출한 경우에는 서포트 오피스에 이 서류를 보낼 필요는 없지만, 

어디에 제출했는지 서포트 오피스에 알려주십시오. 

*주의：입국 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본어 혹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언어로 

표기된 경우는 일본어 혹은 영어 번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CESR(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Web 신청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VISA 신청에 대해서(문화 활동 비자) 

 

Form1 



 

 

Web신청 완료 후 받은 email에 적혀있는 URL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의 데이터를 첨부한다. 

데이터는 준비 된 것부터 먼저 첨부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첨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데이터를 

첨부하면 Uploaded documents라는 email이 자동적으로 발송이 된다. 한번 첨부한 데이터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email로 보낸다. 

*필요 서류 ④번에 적혀 있는 예금 잔고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한 부 이상 발행이 가능한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URL에 서류를 첨부하고, 원본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Web신청 시스템에 첨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mail 또는 우편을 서류를 보낸다. 

email: cesr-support-isc@ml.office.osaka-u.ac.jp 

받는이：〒565-0871  

大阪府吹田市山田丘 1-1  

    大阪大学  国際教育交流センター サポートオフィス 

        Tel: +81-6-6879-4750 

        Fax: +81-6-6879-4752 

 

 

 

Web 신청 시스템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email(영문)을 보낸다. 이 때 Web 신청시 입력한 신청자의 

주소가 표시 됨으로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한다. 주소를 변경 할 경우에는 email로 알린다.  

email: cesr-support-isc@ml.office.osaka-u.ac.jp 

 

 

 

 

CESR 이 발급되면 서포트 오피스에서 즉시 EMS 로 신청시에 적은 주소로 CESR 을 보냅니다. 보낸 후 

서포트 오피스에서 신청자에게 CESR을 보낸 EMS의 추적 번호를 email로 알려드립니다. 

 

 

 

CESR 을 받은 후 VISA 신청서, CESR, 그 외 서류를 일본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가져가 VISA 를 

신청한다. 보통, 영업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VISA가 발급된다. 

VISA신청서 다운로드(외무성 HP) 

http://www.mofa.go.jp/mofaj/toko/visa/index.html 

 

문의 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포트 오피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서포트 오피스가 입국 관리국에 신청한다 

 

CESR을 받는다 

 

VISA를 신청한다 

오사카 대학 국제 교육 교류 센터 서포트 오피스 

전화: +81-6-6879-4750   

e-mail: cesr-support-isc@ml.office.osaka-u.ac.jp 

HP: https://iss-intl.osaka-u.ac.jp/support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