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3. CFA 시험접수 안내
www.epasskorea.com , Tel: 1600-0522

Early registration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Deadline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Deadline은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Program enrollment fee는 최초 접수 시에만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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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응시를 기준으로 하며 우선 계정을 만듭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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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생성을 위해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1. 로그인을 위한 username으로 사용합니다

2. 업무 메일의 경우, 보안을 위한 방화벽으로 인해 원활한 메일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3. 스팸 관리가 가능한 계정 사용을 사용합니다

모든 안내가 메일로 이루어지므로 신중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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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입력 시 주의사항

1) 아래를 반드시 포함
- 8 ~ 30개의 문자
- 최소 1개의 대문자
- 최소 1개의 소문자
- 최소 1개의 숫자

2) ! # $ % 는 포함 가능

3) 연속되는 문자 숫자 사용 금지

4) 이름 사용 금지

내용 기입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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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생성 완료

10초 후 자동으로 페이지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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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결이 안 되면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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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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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line에 따라
표시된 금액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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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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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선택 후 클릭



‘*’ 이 표기된 사항은 반드시 입력합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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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후 클릭

도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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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장소 선택 후 클릭



*  여권 준비 유의사항

1. 시험장에서 여권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2. 여권은 시험일(6월 3일) 기준, 
만료되어선 안 됩니다

3. 반드시 원본을 준비합니다

4. 수기 여권은 허용되지 않습니
다

5. 여권 상 사진을 알아볼 수 있어
야 합니다

6. 입력하는 내용이 여권과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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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행국

6. 입력하는 내용이 여권과 반드
시 일치해야 합니다

7. ‘*’ 이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입
력합니다

8. 입력 후 Save and Continue 
를 클릭하면 더 이상 홈페이지
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9. 수정을 해야 하거나 여권을 갱
신한 경우, CFAI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반드시 변경 신
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번호
마지막 네자리

여권 만료일



성

이름

*  여권 준비 유의사항

1. 시험장에서 여권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2. 여권은 시험일(6월 4일) 기준, 
만료되어선 안 됩니다

3. 반드시 원본을 준비합니다

4. 수기 여권은 허용되지 않습니
다

5. 여권 상 사진을 알아볼 수 있어
야 합니다

6. 입력하는 내용이 여권과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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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내용 입력 후 클릭

6. 입력하는 내용이 여권과 반드
시 일치해야 합니다

7. ‘*’ 이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입
력합니다

8. 입력 후 Save and Continue 
를 클릭하면 더 이상 홈페이지
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9. 수정을 해야 하거나 여권을 갱
신한 경우, CFAI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반드시 변경 신
고를 해야 합니다



CFA 응시자격은

1. 대학교 학사학위 수여자

2. 졸업을 앞둔 마지막 년도 등록자
ex. 국내의 경우 4학년

3.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직장 경력’ 48개월 or ‘학업+직장
경력’으로 48개월을 채울 수 있는
경우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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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항목은 위에서부터

1. 졸업자

2. 졸업 예정자

3. 48개월 경력자



1.  대학교 졸업자를 선택한 화면입니다

졸업 연도와 학교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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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후 클릭



2.  졸업 예정자를 선택한 화면입니다

학교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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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후 클릭



3.  48개월 이상의 경력자를 선택한 화면입니다

응시자격에 ‘학업+직장경력’으로 선택한 경우
CFAI에서 관련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을 받으면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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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후 클릭



현재 고용상태를 선택합니다

full-time 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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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후 클릭

회사명



윤리적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9번 항목 모두 ‘No’ 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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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동의 단계입니다

내용을 읽어본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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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후 클릭



CFA Curriculum 의 구매 옵션 선택 단계입니다

eBook($150)은 접수 비용에 반드시 포함되어 제외할 수 없습니다
Print + eBook 선택 시 총 $170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CFA Level 1 과정은 Schweser Notes로 진행합니다.
Print + eBook 옵션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eBook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21www.kosfi.com



정보 제공 동의 단계입니다

내용을 읽어본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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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후 클릭



결제 단계입니다

본 결제 금액은 Early deadline 기준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확인 후 결제 옵션을 선택합니다

카드 결제를 권장합니다. 다른 항목으로 결제
시 추가 수수료와 확인절차가 번거롭습니다

# 시험 접수 후 확인사항

1. 이메일 수신 여부
(접수 확인 및 eBook 사용 안내)

2. Manage Account에서 접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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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nage Account에서 접수 내역

3. Payment History에서 결제 내역

4. 신용카드의 결제 승인



# 시험 접수 후 확인사항

1. 이메일 수신 여부 (접수 확인 및 eBook 사용 안내)

2. Manage Account에서 접수내역 및 Payment History에서의 결제 내역

3. 신용카드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시험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4. 응시자격에 ‘학업 + 직장경력’으로 응시하신 분들은 CFAI에서 관련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답장을 해야 합니다.

# 접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로그인하면 이전 원서접수 시 중단된 부분부터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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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