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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6일(토) 시험

www.epasskorea.com , Tel: 1600-0522

Second deadline 을 기준으로 접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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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응시를 기준으로 계정을 먼저 만듭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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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주의사항

1. 여권의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를 경우, 시험
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User name과 Password,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이메일 주소는 회사의 인증을 거쳐야 발송되는 경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오류를 포함한 모든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니
반드시 스팸 메일도 관리 가능한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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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메일주소로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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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확인하여 계정 활성화를 위해 링크주소를 클릭합니다.
* 링크주소는 12시간 동안만 유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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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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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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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 부여 받은 수험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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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숙지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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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숙지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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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생성시 입력했던 정보가 표시되며, 공백으로 표시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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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시는 반드시 입력합니다.

* 입력 시 주의사항

1. 여권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므로 여권과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
해야 합니다.

- 이름, 여권번호, 만료일, 생년월일

2. 시험일(2013. 12. 7) 기준, 여권은 만료되어선 안 됩니다.

시험일 기준, 만료가 된다면 여권을 갱신하여야 하며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여권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아이콘 클릭 시 옆의 창이 뜨며, 화살표
를 클릭하면 보이지 않는 년도의 선택
이 가능합니다.

입력 내용 확인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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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영문주소를 모를 경우 네이버에서
‘영문주소 변환’ 을 검색하여 정확한 주
소를 입력합니다.

정확히 입력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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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소를 입력했음에도 해외사이트여서 주소가 정확히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정확하면 클릭

수정을 원하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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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원하면 클릭

주소 확인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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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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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시는 반드시 입력합니다.

대학 목록은 국가를 선택하면 표시됩니다.

In Progress = 대학교 재학생
Bachelors or equivalent = 대학교 졸업생 및 대학원
재학생
Masters or Equivalent = 석사학위 소유자
MBA = 경영학 석사학위 소유자
Doctorate – Phd, EdD or equiv. = 박사학위 소유자
JD = 법학 박사학위 소유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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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원하면 클릭

내용 확인 후 클릭



20

대학교 학생 또는 학사학위 이상인 분들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 중퇴자나 2, 3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에게 해당됩니다.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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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Profile 은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경우는 Not  Applicable 로 직장인은
해당 연도 입력합니다.

해당 연도 선택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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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선택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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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택하였을 경우 나오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내용 입력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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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선택 후 클릭

# 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택하였을
경우 나오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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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선택 후 클릭

# 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택하였을
경우 나오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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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선택 후 클릭

# 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택하였을
경우 나오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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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선택 후 클릭

# 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택하였을
경우 나오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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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선택 후 클릭

# 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택하였을
경우 나오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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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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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선택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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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선택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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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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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은 윤리적 위반에 사항에 대한 설문입니다. No 를 체크합니다. 
Yes를 체크할 경우 CFAI로부터 관련사항을 묻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항목에
따라 시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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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에 체크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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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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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숙지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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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및 국가를 선택합니다.
시험을 해외에서 본다면 해당국가를 선택합니다.

선택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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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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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CFA 기본서(Curriculum) eBook은 필수입니다.
직접 교재를 받으시려면 올해부터는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 접수 후 받으시는 메일을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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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확인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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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후 클릭



‘ * ‘ 표시는 반드시 입력합니다.
카드는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후 페이지는 Order Confirm과 Receipt 입니다.
출력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완전히 진행하시고 완료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진행 도중 브라우저가 종료되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 입력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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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접수 후 확인사항

1. CFAI 에서 등록 관련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2. 접수 후 10분 뒤 CFAI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Manage Account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시험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
은 것입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여 결제 확인)

# 기타 문의사항은 1600-0522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