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CPA(미국공인회계사)는 1917년 이래로 회계, 재무, 세무, 법률, 경제학, IT 

등 경제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 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경

계를 넘어서 국제 회계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으로 서 세계적으로 높

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CMA(국제공인관리회계사)는 재무회계담당자로서 꼭 필요한 회계(Accounting)

와 재무(Finance)지식을 기반으로 기획(Planning)과 의사결정(Decision Making) 능

력을 검토하는 국제인증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AICPA만큼 회계의 모든 분야를 다

루지는 않지만 CFO에 준하는 재무회계지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직자에게 최적화

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AICPA와 CMA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다시 증가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인해 AICPA와 CMA를 취득하려는 지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국제전문가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현대 기업에서 복잡해진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도화된 경영 관리 

및 전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

니다. AICPA, CMA는 회계, 세무, 재무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한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AICPA, CMA는 현대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도화된 경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성

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 1일 발효된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인

도, EU, 페루, 그리고 미국까지 FTA협약을 통한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마인드, 각종 세무, 회계, 법률, 경제학적 지식

을 가진 AICPA, CMA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무대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

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그룹의 해외 자회사 숫자는 5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기업이 해외진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글로벌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AICPA, CMA는 글로벌 기업에게 매우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

러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AICPA, CMA 응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AICPA의 

경우 전세계 기준으로 매년 90,000명 이상의 응시자가 시험에 도전하고 있으며 국

내의 누적 AICPA 합격자 수도 6,000명이 넘었습니다. 

셋째, 전문가로서 커리어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졌으며 대학생은 치열한 취업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문가 커리어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AICPA, CMA라는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서 커리어를 준비

한다면 다양한 취업 및 승진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전문지식과 실무를 동시에 갖춘 사람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AICPA, CMA 문제와 시험제도는 전문실무를 갖춘 직장인에게 전문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AICPA, CMA는 치열한 취업경쟁을 해야 하

는 대학생에게 차별화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예비전문가로서 자질을 어필할 수 있

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AICPA, CMA는 응시절차도 복잡하며, 시험도 CBT로 진행되는 등 대한

민국 수험생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패스코리아는 수년간 국내외 

AICPA, CMA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쌓아온 노하우와 축적

된 지식들을 알기쉽게 전달하고 널리 알리고자 AICPA&CMA Study Guide 

Book 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더욱 많은 분들이 AICPA, CMA 시험을 통한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회계와 재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 글로벌마인드, 그리고 모든 Industry

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게 될 국제 회계 전문가인 AICPA, CMA를 학습하시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있는 국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시길 기원합니다.

epasskorea AICPA, CMA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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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passkorea 정규 단과과정(정규 이론학습과정)

●BASIC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Accounting Principle 43교시 김강호 AICPA

●FARE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Intermediate Accounting 46교시 권오상 CPA

Advanced Accounting 59교시 김용석 CPA

Non for Profit Accounting 44교시 김용석 CPA

●AUDIT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Auditing & Attestation(1) 47교시 권오상 CPA

Auditing & Attestation(2) 54교시 권오상 CPA

Auditing & Attestation(3) 20교시 권오상 CPA

●REGULATION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U.S Business Law 74교시 공영찬 CPA

U.S Tax 64교시 김영수 CPA



●BE&C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Planning Management 30교시 김용석 CPA

Economic Concept 24교시 김형진 박사

IT Implication 45교시 공영찬 CPA

Financial Management 53교시 김용석 CPA

Corporate Governance 45교시 공영찬 CPA

Ⅱ. epasskorea Final Review과정(핵심요약＋최종 문제풀이과정)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FARE Final Review 81교시
권오상 CPA

김용석 CPA

AUDIT Final Review 74교시 권오상 CPA

REGULATION Final Review 50교시
공영찬 CPA

김영수 CPA

BE&C Final Review 36교시

김용석 CPA

김형진 박사

공영찬 CPA

※ 강의시간(교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epasskorea 종합과정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FARE All Lecture 150시간 권오상 CPA

김용석 CPAFARE Package 213시간

AUDIT All Lecture 125시간
권오상 CPA

AUDIT Package 165시간

REGULATION All Lecture 100시간 공영찬 CPA

김영수 CPAREGULATION Package 140시간

BE&C All Lecture 93시간 김용석 CPA

김형진 박사

공영찬 CPABE&C Package 114시간

Ⅵ. epasskorea Premium Package 

① Premium Package 기간：3년

ⅰ. 3년간 epasskorea의 모든 AICPA과정 수강(All Lecture(정규)＋Final Review)

ⅱ. Premium Package 특전

－Becker 구매 시 Pass Master Program 제공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수강시 할인

－Accounting Principle 과정 무료 또는 BECKER 1권 50% 할인

－Evaluation, Application 접수안내 매뉴얼 제공

－AICPA 합격 후 AICPA License 취득 상담 진행 

－epasskorea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우선참여 기회제공

② All In One Package 기간：3년

ⅰ. 3년간 epasskorea의 정규 AICPA과정 수강(All Lecture(정규과정))

ⅱ. All In One Package 특전

－Becker 구매 시 Pass Master Program 제공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수강시 할인

－Accounting Principle 과정 무료 또는 BECKER 1권 50% 할인

－Evaluation, Application 접수안내 매뉴얼 제공

－AICPA 합격 후 AICPA License 취득 상담 진행 

－epasskorea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우선참여 기회제공



구분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단과과정
CMA Part 1 59교시

장홍석 CPACMA Part 2 61교시

종합과정 CMA Package 120교시

CMA Main Course 기간：1년

ⅰ. 1년간 epasskorea의 정규 CMA 과정 수강

ⅱ. CMA 특전

－Accounting Principle 과정 무료

－Main Course 구매 시 모바일 수강 무료 

－CMA Becker 구매 시 On Line Bank Progra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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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CPA 자격제도  

1. AICPA란?

높은 가치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자들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AICPA 시

험은 1917년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시대상황과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회계전문가발굴을 위한 자격증으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ICPA란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의 약자

로 미국공인회계사 협회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는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를 사용하나, 한

국회계사(KICPA)와의 구분을 위해 미국공인회계사를 AICPA로 부르고 있으며 

Uniform CPA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AICPA는 자본시장의 개방화 및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주로 국제적인 회계 자

문 및 자금 담당 전문가로서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

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상법과 세법뿐만 아니라 GAAP에서 IFRS까지 전 방

위적인 회계지식으로 무장한 AICPA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경영환경

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무 회계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

는 최고의 국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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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CPA 자격제도

2. AICPA 활동 분야

AICPA가 주로 하는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주 업무인 회계감사(Auditing), 

국제조세자문업무 및 경영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영 컨설팅, 재무, 회

계, 및 자금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또한 국내 로컬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진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글로벌 재

무·회계이슈의 예방과 해결의 전문가인 AICPA 활동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습

니다. 이러한 이유로 AICPA를 준비하는 KICPA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

사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회계기준이 IFRS로 변해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AICPA의 지식과 노하우, 경험을 요구하는 Client 층이 점차 두꺼워지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이 AICPA의 업무범위는 KICPA보다 광범위하며, 국제적인 자금 거

래 및 직접 투자 등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AICPA의 업무 영역은 앞으로도 더욱 

더 넓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AICPA의 업무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외 회계법인의 Auditor

■투자분석, 사업타당성 분석/기획 및 예산편성

■유명 Consulting Firm의 consultant

■기업 인수, 합병(M&A) /기업 재무분석 및 가치평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관련 부서 담당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부서장

AICPA는 회계사로서의 고유업무는 물론 글로벌 마인드와 글로벌 경영환경의 높

은 이해력,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의 분석능력을 토대로 KICPA의 업무영역을 

넘어선 국제회계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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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CPA 자격증 취득 혜택

AICPA 학습을 통해 회계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업의 

자금 흐름과 원가관리 등의 상세한 이해 및 분석 능력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가치 평가에 이르는 포괄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에서는 자금 관리와 원가 분석 및 절세와 관련된 업무와 더불

어 기업 자체의 내부 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기업 외부에서는 해당 기

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미비점 보완에 대한 경영 컨설팅 업무와 세금 자문 

업무 및 외부감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AICPA는 기업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되며, 입사 시의 가산점을 

부여 받을 뿐만 아니라 전직이나 이직 시에도 AICPA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

람에 비해 높은 연봉과 직급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대부분의 일반 기업, 금융 기관, 및 공기업에서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해주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 투자기업의 경우 일정 직급 이상의 승급을 위해

서는 AICPA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Expand your Professional Horizons 

In the world of Finance &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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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선배의 한마디!!
❶

 

김종경 AICPA
 

1. 간단한 Career path와 현재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USCPA 자격증을 취득한 후 졸업과 동시에 글

로벌 회계법인의 뉴욕 글로벌 본사에 입사하여 세무, 금융자문 부서에서 공인회계

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글로벌 투자은행의 워싱턴 사무소로 옮겨서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을 상대로 대관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후 글로벌 상업은행의 홍

콩 아시아 본부로 옮겨서 뱅커로 근무하였고, 귀국하여 재보험 중개회사의 해외영

업팀으로 옮겨서 브로커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글로벌 경영컨설팅펌으로 옮겨

서 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비정부조직에서 자문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

다. 이렇게 회계, 은행, 증권, 보험, 컨설팅, 비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조직

들을 경험해오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넓은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2. 현재 담당 업무에 USCPA 자격증 취득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학 졸업 후 Big4 회계법인 뉴욕 본사에 입사했을 때 USCPA 자격증 소지는 지

원자격 중 제1조건이었습니다. (물론 한국과 달리 미국은 USCPA 시험 합격자 수

가 많기 때문에 Big4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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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USCPA 자격증은 회계 및 금융권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계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 특히 외국계 회사들이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비정부 분야에서도 정부 및 비영리 회계의 비중이 높은 USCPA로

서의 지식과 경험이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3. USCPA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넓은 시험범위(특히 FAR), 영어 실력(독해 및 작문 위주), 시험출제방식의 고도

화, 수험기간의 장기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결코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은 아

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시험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지 자격증 취득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합격 이후의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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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CPA 시험제도
1. AICPA 시험구성 주체

2. AICPA 시험구성

3. AICPA 시험시간 및 세부구성과목

4. AICPA 시험가능시기 및 시험장소

5. AICPA 합격기준 및 유효기간

6. AICPA License 요건

■Special Section 2. License 취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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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CPA 시험제도  

1. AICPA 시험구성 주체

NASBA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주체들은 접한 협업과 정보공유, 컨텐츠개발을 

통해 AICPA의 권위와 공신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통합되어가는 국제회계기준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다양한 Business 

Industry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55개 Board of Accountancy

AICPA는 미국 연방시험이 아닌 주별·지역별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AICPA관련 규정들은 각 주별·지역별 영역 내에서만 유효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NASBA(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 of Accountancy)

55개 Board of Accountancy를 멤버로 가지고 있는 NASBA는 멤버들의 구

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별·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규정들과 시험관

련 정보들을 취합·정리·관리를 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AICPA(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CPA협회입니다. 이들은 멤버인 CPA들에게 다

양하고 유용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CPA는 시험문항을 결정

하며, 평가방법, 시험결과의 통계분석자료 제작 및 공표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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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etric

Prometric은 Global Network를 활용해 전세계의 컴퓨터기반 시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자격증, 학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로 진행되는 AICPA 시험접수·응시는 Prometric에 의해 진행됩니다.

▶자료출처: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 of Accountancy 

(www.nas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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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CPA 시험구성

■ 4개의 Section

AICPA 시험은 FARE(Financial Accounting & Reporting, 재무회계), 

AUDIT(Auditing & Attestation, 회계감사),  REGULATION(미 연방 상

법, 미 연방 세법), BE&C(Business Environment & Concepts, 경영 기타

과목)의 4개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Section마다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며, 문제는 객관식(Multiple 

Choice)과 단답형 주관식(Simulation)으로 출제됩니다. 또한, 한번에 4개 Section

을 모두 응시할 수도 있으며, Section별 응시가 가능합니다. 

■ 문제유형

객관식(Multiple Choice) 문제의 경우 4지 선다형으로 출제가 되며 Section 별 

약 60~75 문항이 출제 됩니다. 단답형 주관식(Simulation) 문제의 경우 약 8~9

개의 Case가 출제가 되며, 한 Case 당 약 5~15문제가 출제 됩니다. 

Business Environment & Concepts(BE&C) Section의 경우 단답형 주관

식 문제가 4~5개의 Case와 3개의 서술형(Written Communication) 문제

가 출제되며, 해당 서술형 문제들은 BE&C Section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모

든 Section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Section Mulitple Choice
Task-Based 

Simulation

Written 

Communication

Testing 

Time

FARE 60~65문항

50%

8~9문항

50%

-

-

4H

AUDIT 70~75문항 8~9문항 - 4H

REG 70~75문항 8~9문항 - 4H

BE&C 60~65문항 4~5문항 35% 3개 15% 4H

※Written Communication 문제는 BEC 과목에서만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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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CPA 시험 시간 및 세부 구성과목

시험의 각 Section은 세부 구성과목으로 나뉘어지며, 각 Section은 2~5개의 과목

으로 구성 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해당 문제가 어느 쪽의 내용인지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며, 과목의 순서와 상관없이 각각의 컨텐츠들이 섞여서 출제 됩니다. 

예를 들면, FARE Section의 경우 중급회계 내용부터 출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회계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시험 시간 구성 과목

[FARE]

Financial Accounting & 

Reporting 

4 시간

Intermediate Accounting (중급회계)

Advanced Accounting (고급회계)

Government Accounting (정부 및 비영리회계)

[AUDIT]

Auditing & Attestation 
4 시간 Auditing & Attestation (회계감사)

[REG]

Regulation
4 시간

US Business Law (미국상법)

US Taxation (미국세법)

[BE&C]

Business Environment & 

Concepts 

4 시간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

Economics & IT Implication (경제학 및 IT)

Cost Accounting (원가회계)

Managerial Accounting(관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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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 구조

AICPA 시험의 경우 각 Section 당 4개의 문제 덩어리(Testlet)로 구성이 되

어 있으며, 객관식 문제가 3개의 Testlet, 주관식 문제가 1개의 Testlet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Testlet”이라는 단위로 구분되며, 

Multiple 문제의 경우 각 Testlet 별로 바로 채점이 완료되어 

다음 Testlet의 난이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Testlet 시험을 잘 보면 다음 Testlet 시험의 난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점 시험문제가 어려워지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잘 보았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반대로 시험이 점점 쉬워진다는 느낌이 들 때에

는 조금 더 신중히 문제를 풀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하나의 Testlet을 완료한 후 다음 Testlet으로 

넘어간 경우 다시 이전의 Testlet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다음 

Testlet으로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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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시험 Contents 및 비중

Section Contents

FARE

I
Conceptual Framework, Standard-Setting and Financial Reporting

(25%－35%) 

II Select Financial Statement Accounts (30%－40%)

Ⅲ Select Transactions (20%－30%)

IV State and Local Governments (5%－15%) 

REG

I
Ethics,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and Federal Tax Procedures

(10%－20%)

II Business Law (10%－ 20%) 

III Federal Taxation of Property Transactions (12%－22%)

IV Federal Taxation of Individuals (15%－25%)

V Federal Taxation of Entities (28%－38%)

AUD

I
Ethics,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and General Principles

(15%－25%) 

II Assessing Risk and Developing a Planned Response (20%－30%) 

III
Performing Further Procedures and Obtaining Evidence

(30%－40%) 

IV Forming Conclusions and Reporting (15%－25%) 

BEC

I Corporate Governance (17%－27%)

II Economic Concepts and Analysis (17%－27%)

III Financial Management (11%－21%)

IV Information Technology (15%－25%)

V Operations Management (15%－25%)

▶자료출처：AICPA홈페이지(www.aic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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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CPA 시험 가능 시기 및 시험 장소

■ 시험가능 시기(Test Window)

AICPA 시험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을 보는 시스템(Computer-Based 

Testing：CBT)입니다. CBT 시험의 특성상 시험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통 수험표(NTS)수령 후 약 6개월 안에 신청한 Section을 원하는 날짜에 예

약한 후 각 Section 별로 한 번씩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시험은 통상적으로 미국 국경일을 제외한 매일 있으며, 각 분기(3개월)가 하나

의 Test Window 로 진행됩니다. 각 Test Window의 마지막 달인 3월, 6월, 

9월, 12월에는 1일~10일까지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장소(한국시험센터 영구확정)

AICPA 시험의 경우 미국 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고 미국에 귀속된 자격증이

기 때문에 시험 장소 또한 미국령에서만 가능합니다. CBT 시험의 특성상 수험

생 본인이 어느 주에 응시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2022년 부터는 한국 응시생들의 경우 한국에 있는 시험센터에서 응시가 가능

합니다. ◉서울 Prometric 시험센터：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0길 476-6

다만  International Testing Center에서 시험을 보신 경우 최종합격시점

으로부터 3년 이내에 License 취득을 하지 않는 경우 합격 점수가 취소가 된

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Testing Center에서 시험을 응시하

실 경우 Board에서 합격취소가 없는 주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미국과의 거리 차이로 인하여 International Testing 

Center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시민권, 영주권, 또는 

장기 거주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국가에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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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외 시험이 가능한 국가 리스트 및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Uniform CPA Examination 
Testing Center Eligibility Table

Please consult the graph below to see the location(s) in which you are eligible to take the CPA exam.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anada
All eli gible CPA exam candidates may test in the United States, Cana and 
Guam. Thers is no residency or citizenship requirement for candidates who 
wish to test at centers located in these countries.

Testing Center located in:

Japan South Korea

Citizens or long-term residents of:

China
Hong Kong

Japan
Macau

Mongoli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Singapor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aiwan
U.S.

 

Testing Center located in:

Bahrain Kuwait Pakistan U.S.

Klwait UAE Saudi Arabia

 

Citizens or Long-term residentd of:

Bahrain
Egypt
India
Jordan

Kuwait
Lebanon
Oman

Pakistan
Qatar

Saudi Arabia

U.S.
UAE

Yemen 
 

  

Testing Center located in:

Brazil

Antigua/Barbuda
Argentina
Bahamas
Barbados
Belize
Bolivia
Brazil

Cayman lslands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French Guiana

Grendada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St. Kitts/Nevis

St. Lucia
St. Vincent/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 Tobago
Uruguay

U.S.
Venezuela

 

Testing Center located in: 

England Scotland Ireland Germany

All eligible CPA exam candidates may test in these European
countries. There is no residency or citizenship requirement 

for candidates who wish to test in these countries.
 

Testing Center located in:

India Nepal

Citizens or long-term 

residents of:

Banglad
esh

Bhutan

India
Maldives
Myanmar

Nepal
SriLanka

U.S.

 

Testing Center located in:

lsrael

Citizens or long-term 
residents of:

Citizens or long-term
residents of:

lsrael
U.S.

  

Scores for candidates testing at an international location are released on the 

same timeline as domestic scores.

▶ 자료출처：NASBA 홈페이지(https://nasba.org/international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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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CPA 합격 기준 및 유효기간

AICPA 시험은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며, 99점 만점 중 75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

로 처리됩니다. 시험을 합격한 Section의 경우 18개월(1년 6개월) 동안 합격 상

태가 유지되며, 첫 Section 합격 후 18개월 전에 나머지 모든 Section을 합격해

야만 최종합격이 됩니다. 

만약 첫번째 합격한 Section의 유효기간(18개월) 안에 나머지 모든 Section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두번째 합격한 Section의 유효기간(18개월) 안에 첫번째 합

격한 Section과 나머지 Section을 모두 합격해야만 최종합격이 가능합니다.

AICPA 합격률(AICPA Examination Passing Rate)

ⅰ. FARE

Year
1st TEST

Window

2nd TEST

Window

3rd TEST

Window

4th TEST

Window
Average

2021 46.64% 42.63% TBD TBD 44.70%

2020 46.37% 62.86% 55.67% 43.53% 49.98%

2019 44.43% 49.37% 50.29% 40.57% 46.31%

2018 41.59% 49.17% 48.85% 44.57% 46.22%

2017 43.14% 43.76% 47.58% 42.50% 44.42%

ⅱ. AUDIT

Year
1st TEST

Window

2nd TEST

Window

3rd TEST

Window

4th TEST

Window
Average

2021 48.56% 50.49% TBD TBD 49.70%

2020 47.97% 65.29% 56.89% 47.50% 52.84%

2019 48.56% 55.11% 51.94% 47.88% 51.01%

2018 49.27% 54.70% 51.07% 48.54% 50.97%

2017 43.47% 52.00% 52.15% 47.69% 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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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GULATION

Year
1st TEST

Window

2nd TEST

Window

3rd TEST

Window

4th TEST

Window
Average

2021 59.29% 58.81% TBD TBD 59.03%

2020 55.42% 74.97% 66.12% 58.88% 62.29&

2019 50.23% 58.66% 58.41% 55.89% 56.34%

2018 49.99% 55.75% 56.55% 50.22% 53.16%

2017 46.10% 48.32% 49.31% 45.89% 47.24%

ⅳ. BE&C

Year
1st TEST

Window

2nd TEST

Window

3rd TEST

Window

4th TEST

Window
Average

2021 62.16% 63.31% TBD TBD 62.84

2020 61.76% 76.92% 69.89% 60.77 65.56%

2019 58.00% 59.74% 63.04% 58.61% 59.98%

2018 56.43% 60.31% 60.17% 60.13% 59.35%

2017 50.39% 55.09% 55.35% 55.33% 52.99%

▶ 자료출처：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 of Accountancy(www.nas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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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ICPA License 요건

AICPA 시험의 경우 시험을 합격한 후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아야 License 취득

이 가능합니다. License 요건의 경우 각 주(State) 마다 차이가 있으며, 추가 경

력 이외에 추가 학점 취득이나, Ethic(윤리) 시험을 응시한 후 일정 Score 이상

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며, 석사의 경우 1년 이상의 경

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에 따라 약 500~2,000 시간 이상의 회계감사 경력

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경력의 경우 회사 내부에 License 소지자가 

상사로 있어야 하며, 해당 License 소지자가 경력에 대한 증빙을 해주어야 

License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License 소지자가 거의 없다는 점과, 회계감사 경력의 경우 

회계 법인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License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 및 회계 법인에서는 입사 시 또는 이직 

및 전직 시에 AICPA 자격증을 License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시험을 합격한 

합격증(Pass Letter)을 소지한 사람들도 License 소지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

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Global Business를 수행하면서 회계, 재무, 경영

과 관련된 다양한 Global Issue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공식 권한을 가진 AICPA License 취득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취득 시 유리한 주]

워싱턴주를 많이 응시하는 편입니다. 미국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는 Social Secret 

number 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랑 한국 경력으로도 인정이 된다는게 제일 큰 이

유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세이고 언제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주보다 유리하

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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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취득 FAQ
❷

 

1. License 신청 시 필요한 회계경험이란 어떤 경험인가요?

CPA License의 발행요건은 주(State)의 CPA법에 따라 규정되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험은 주마다 다릅니다. 경험요건이 비교적 쉬운 주일경우는 1년간의 일

반 회계 경험으로도 License 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경험요건이 어려운 주일 경우는 US-GAAS 또는 US-SSARS를 바탕으

로 감사경험이 없으면 License 취득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험요건이 쉬

운 주를 신청하는 것이 License 취득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License 신청 시 몇 년간의 회계경험이 필요한가요?

CPA License의 발행요건은 주의 CPA법에 따라 규정되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회계경

험 년수는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Washington주는 1년의 회계경험으로도 

License 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Alaska, Georgia, massachusetts 주는 4년간의 

회계 경험을 요구합니다.

3. Licensed US-CPA인 상사가 없는데 License 취득이 가능할까요?

Washington, Montana, Kentucky, Guam의 CPA License라면 Licensed 

US-CPA인 상사 밑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도 License 취득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감사경험이 없는데 License 취득이 가능할까요?

주(State)에 따라서는 감사경험이 없어도 License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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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험을 인정해주는 CPA(V/CPA, Verified CPA)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CPA인가요?

V/CPA란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CPA를 말합니다.

－Active Member로써 일정기간 US-CPA License를 가지고 있는 사람 

－Washington, Montana, Kentucky, Guam 이외에서 License 신청을 할 

경우에는 V/CPA는 현재 또는 과거 직장의 상사

그러나 V/CPA의 조건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License 신청 시 사전에 V/CPA

의 조건을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상사가 Licensed US-CPA입니다만 경험인정의 사인을 의뢰할때 주의할 점은 

무었인가요? 

사인을 의뢰할 상사가 License 신청 주의 V/CPA의 조건에 만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차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다음의 내용

을 정확히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 경험인정신청서에 사인을 하였을 경우 책임의 범위를 확실히 전달할 것 

2) License 감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감사입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

7. 주가 규정하고 있는 회계년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State)에 따라서 “회계경험”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

(State)의 경우는 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라도 License취득을 위한 

회계년수에 포함합니다. 

8. License 취득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신 분은 License 취득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응시 시 150학점 취득

－시험 응시 시 회계학과목 24학점 이상 취득

－시험 응시 시 경영학과목 24학점 이상 취득

－4개 Section에 모두 응시하여 2개 Section 이상 부분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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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icense 취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License 취득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 2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시 회계학과목 24학점, 경영학과목 24학점이 안 될 경우

－US-Licensed CPA의 부하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

10. 시험에 합격한 주 이외에서 License 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laska, California, Hawaii, Delaware, New Hampshire주 등에서 합격 후 

US-Licensed CPA 밑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없을 경우 다른 주(State)

로의 tranfer를 추천합니다. 또 Montana주에서 합격하였으나 SSN(Social 

Security Number)이 없는 경우도 다른 주(State)로의 transfer를 추천합니다. 

11. License 신청과정에서 미국본토로 갈 필요가 있나요? 

미국본토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License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12. License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력서, 회계경험에 관한 선언서,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무지의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복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험결과를 이전하여 License를 신청하

는 경우는 대학의 영문성적서, 영문 학위수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3. 시험 응시 시 FACS에서 학점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시험결과를 이전하여 License 신청을 할 경우 재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FACS학점인정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주마다 학점요건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14. License 취득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License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주(State)마다 서로 다릅니다. 또한 시험합격 주

(State)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시험결과를 이전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서로 다릅니

다. Washington의 경우는 License 심사기간만 대략 2~3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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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License 취득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License 신청 주(State)마다 다릅니다. 또한 시험합격 주(State)에서 신청하는 경

우와 시험결과를 이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회계경

험을 인정해주는 V/CPA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16. License 취득 후 갱신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License 취득에 비하여 갱신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License 유효기간이 되

면 주(State)의 CPA Board of Accountancy로부터 갱신신청서가 우편으로 도

착합니다.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 후 갱신비용과 함께 회신하시면 됩니다. 이때 

경험의 재인정 등은 필요없으며 주(State)가 규정하는 CPE Credit(계속교육단

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17. CPE Credit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취득하면 되나요? 

CPE Credit란 Continuous Professional Education Credits의 약칭으로 

“계속교육단위”를 의미합니다. CPA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하는 직

업이므로 항상 최신의 지식 습득이 요구되어집니다. 

때문에 AICPA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전미 모든 주의 CPA Board of Accountancy

는 CPE Credit의 취득을 License 갱신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CPE Credit는 3년마다 120 Credit(License 유효기간이 3년인 주), 또는 

년간 40 Credit(License 유효기간이 1년인 주)이 보통입니다. 

18. License 감사(License Audit)란 무엇인가요? 

주(State) CPA Board of Accountancy는 매년 신규 License 취득자를 대상으

로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1~3년간의 신규 License 취득자를 대상으로 랜덤으로 추출, License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감사합니다. 감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합당한 근거

를 제시하지 못하면 License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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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License 조사(License Investigation)란 무엇인가요? 

“CPA”란 타이틀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State)의 CPA Board 

of Accountancy가 시행하는 조사가 License 조사입니다. 예를들면 License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CPA”라는 타이틀을 사용, 이 사실 알게 된 클라이언

트가 관할 CPA Board of Accountancy에 통보하였을 경우에 License 조사가 

진행됩니다. License 조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미국본토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 License 조사와 License 감사는 별개의 것입니다. License조사는 “CPA”라는 타이

틀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집니다. 한편 License 감사는 License의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 License의 종류 중 ‘General license’와 ‘Attestation license’가 있다

고 하던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Washington주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주는 ‘Regular license’를 발급하고 있습

니다. ‘Regular license’는 감사업무, 회계업무, 세무업무가 가능한 License입니

다. 그러나 주(State)에 따라 두종류의 License를 발급하는 주(State)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lifornia주는 ‘General license’와 ‘Attestation license’ 두 종류의 

License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Attestation license’는 감사업무는 물론 회계, 세

무업무가 가능한 License이며 Washington주의 ‘Regular license’에 해당합니다. 

반면 ‘General license’는 감사업무는 불가능하고 회계, 세무업무만 가능한 License

입니다. ‘Regular license’보다 한단계 아래 등급의 License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아직까지 Washington주에서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의 회계업무경험으로 

‘Regula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License 취득을 결정했다면 바로 취득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License 취득 FAQ는 CPA License 권혁정 소장님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PA License(http://www.cpalicense.co.kr / sanno10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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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CPA 시험제도

3
AICPA 응시요건 및 응시절차
1. 응시주(State) 선택

2. EVALUATION(응시자격평가)

3. APPLICATION(응시신청)

4. NTS(Notice To Schedule, 수험표) 수령

5. 시험장 예약

6. 점수발표

■Special Section 3. 주별 AICPA 위원회 정보

■Special Section 4. AICPA 입문자와의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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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CPA 응시요건 및 응시절차  

AICPA 시험응시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응시주(State) 선택

AICP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시할 주(State)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국 

55개주(State)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AICPA의 현 시스템상 시험응시요건과 

License 취득 요건은 각 주별규정에 따라야하며 License 취득 후에는 해당주

(State)에서만 회계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며 개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응시 

주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epasskorea에서는 수험생들의 효과적인 주(State)선택을 위한 주 선택상담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성적증명서 제출 必)

*이패스코리아 고객센터－문의등록－AICPA 모의 Evaluation

*직통번호：070－4304－1336

모의 Evaluation：QR 코드로 접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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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VALUATION

가장 중요한 응시주를 선택하셨다면 EVALUATION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원자는 반드시 EVALUATION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6~8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VALUATION이란 시험 응시생의 영문성적증명서의 내용을 통해 각 주

(State)별로 요구하는 응시요건인 경영학점, 회계학점, 총 학점, 학위의 부합 여

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취득하신 학점 중에서 경영학점과 회계학점에 대한 구별이 어렵다면 epasskorea

의 모의 EVALUATION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단계 APPLICATION

EVALUATION을 컨펌 받은 후에는 본격적인 시험접수를 위한 APPLICATION

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Test Window와 응시할 Section을 선택

하게 되고 약 5~6주 후 NTS(Notice to Schedule, 수험표)을 수령받게 됩니다. 

■4단계 NTS(Notice to Schedule, 수험표) 수령

APPLICATION 후 NTS를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NTS는 일종의 수험표

로서 Test Code가 적혀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응시할 경우 반드시 소지를 

해야 하는 중요서류입니다. NTS에 명시되어있는 유효기간(6개월) 안에 

Testing Center와 날짜 예약이 가능합니다.

■5단계 시험장예약

NTS를 수령받은 후에는 원하는 Testing Center와 날짜를 선택해 예약을 진

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ICPA 응시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최소 2달~4달까

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험응시에 대한 일정을 미리 생각해두고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습과 시험응시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rometric홈페이지(https://www.prometric.com/en-us/clients/cpa)를 통해 시

험장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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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주(State) 선택

AICPA는 각 주(State) 별로 주 공인회계사회(State Board of Accountancy)

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응시의 경우에도 한개의 주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또한 시험 응시요건도 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시험문제는 주 공인회계사회의 

총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 of Accountancy：NASBA)

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응시주와 상관없이 모든 주에서 시험문제는 동일하게 출

제가 됩니다.

따라서 시험 응시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위와 학점 요건에 맞는 주를 선택

한 후 해당 주에 시험을 신청하고 원하는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lifornia 주에 시험 신청을 한 경우라도 한국, 일본 등 에서 시험응시

가 가능합니다.

■각 주(State) 별 응시 요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 들은 응시 요건으로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과 회계관련 학점을 일정 수준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의 경우 학원 등의 기관에서 취득을 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Social Security Number(SSN)를 요구하는 주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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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State 학위

학점요건

Management

(경영학점)

Accounting

(회계학점)

evaluation

기관

Maine
120학점↑

학사 학위
필요없음

회계 15학점 이상

－Auditing (3) 필수

FACS

NIES

California
120학점↑

학사 학위
24학점

24학점 

(회계학점 초과시 경영학점으로

사용 가능)

ACEI

Washington
150학점↑

학사 학위
24학점

24학점

－15학점(Upper Division Level)
NIES

Montana 필요없음 24학점

24학점(Upper Division Level)

－Financial Accounting (3)

－Auditing (3)

－Taxation (3)

－Management Accounting (3)

NIES

Vermont 필요없음 15학점

15학점(Upper Division Level)

－Financial Accounting (6)

－Auditing (3)

－US Tax (3)

－US Business Law(3)

NIES

New York

120학점↑

학사 학위

*학점은행
으로 수강 

시 인정

불가

필요없음

*필수 이수과목

－Financial Accounting (3) 

(Upper Level)

－Cost or Management 

Accounting

－Taxation (3)

－Auditing (3) (Upper Level)

NIES

▶New York주의 경우 부족한 학점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으로 수강한 과목은 인정되지 않습

니다.

*Upper Division Level

－1학년, 2학년 재학시 수강한 과목 및 Principle, Introduction 수준의 과목 불인정

▶자료출처：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 of Accountancy (www.nas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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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미국에서 회계사로서 활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의 주 선택

ⅰ. Montana 주·Vermont 주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또는 유사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입니다. 학위를 요구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주보다 요구하는 회계학점

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부족한 과목 수강 후 시험응시가 가

능하기 때문에 AICPA 응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주입니다.

마지막 학년일 경우에는 졸업 후에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ⅱ. Maine 주

비전공자나 회계학점이 적은 경우 가장 선호하는 주입니다. 회계학점만을 요

구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와 같은 별도의 학점취득수단을 활용한 응시요건충

족이 용이하며, 미국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도 Maine주

를 선택하는 이유가 됩니다.

■합격 후 회계사로서 활동할 계획이 있는 경우의 주 선택 

ⅰ. California 주

미국에서 회계사로서 활동을 하거나 개업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주입니다. Korea Town 등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거

주하는 주이며, Client 층이 두터운 편이라 개업 시 영업활동이 다른 주에 비해 

용이합니다.

ⅱ. Washington 주

한국인으로서 다른 주에 비해 License 취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동양인이 많은 편이며, 아시아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

습니다. 또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AICPA가 없어도 재직증명을 할 수 있

다는 점으로 인해 다른 주에서 시험응시 후 License 취득을 위해 Washington 

주로 Transfer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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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PA 응시주는 한번 선택하게 되면 시험응시, License 취득, 그리고 License 

취득 후에는 선택한 주에서만 정식 회계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며 회계사무소 개업

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활동할 계획이 있다면 부족학점을 채워서라도 원하

는 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EVALUATION(응시자격평가)

대부분의 한국인 응시생들은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

서 한국의 응시생들은 외국에서 필수 학점을 취득한 응시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험 주관기관인 NASBA(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 of Accountancy)에서는 시험을 응시하기 전 (미국 기준으로)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 및 학점에 대해서 미국의 학위 및 학점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지를 평

가한 후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시험 응시 전 미국에서 학위 및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응시생들은 

해외 학위 및 학점에 대한 평가(Foreign Evaluation)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

다. EVALUATION은 NIES(NASBA International Evaluation Service) 

FACS (Foreign Academic Credential Services), ACEI(Academic Credentials 

Evaluation Institutes, Inc.)의 세 개 기관이 담당하며, 특정 주의 경우 별도의 

EVALUATION 기관을 통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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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을 위한 제출 서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

으로 거의 같으며, 통상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FACS or ACEI or NIES 원서

■영문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영문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가 필요하

며, 인터넷 등을 통해 발급받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원본

은 학교 봉투에 봉인(Sealed)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주의 경우 영문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VALUATION Fee

평가비의 경우 Money Order 또는 CRS Check 등 시중 은행 외환계에서 발

급하는 수취인이 명시된 수표를 제출하면 되며, 특정 주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가 가능합니다.

*EVALUATION 서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Fedex, DHL 등 국제 등기우편으로 보내집니다. 

■EVALUATION 기간

EVALUATION 기간의 경우 어느 주의 요건으로 응시를 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 6~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ⅰ. EVALUATION 대표기관：FACS(Foreign Academic Credential Service)

FACS 해당주：Maine Sample (*접수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CS EVALUATION 진행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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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lication(응시 신청)

EVALUATION이 완료된 후 응시자는 EVALUATION 기관으로부터 학점 요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Report 형식으로 수령하게 되며, 이메일로 결과를 수령하게 됩니

다. 응시자가 수령하는 Report의 경우 사본이며, Report 원본은 시험주관 기관인 

NASBA의 담당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EVALUATION이 완료되면 응시자

는 바로 AICPA 응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응시 신청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시험 주관 기관인 NASBA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California 주와 같이 독자적으로 시험 응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해당 단계마다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7
3. AICPA 응시요건 및 응시절차

4. NTS(Notice To Schedule, 수험표) 수령

AICPA 시험은 컴퓨터를 통해 치르는 시험의 특성 상 특정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ICPA 시험에서 수험표를 의미하는 NTS(Notice To 

Schedule)는 일정 기간(통상적으로 6개월)을 부여하며, 해당 기간 내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여 각 Section 별로 시험을 예약한 후 시험을 치르

면 됩니다. 

단, 한국시험센터(서울)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시험장 예약 전 한국 시험장에 

대한 추가비용(International Fee)을 먼저 결제한 후 약 24시간이 경과한 후 좌석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주에서는 NTS(Notice of Schedule)는 발행 후 6개

월 동안만 효력이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사라지고 NTS Fee도 돌

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NTS Validation Period가 6개월이 아닌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California, Hawaii, Louisiana, Utah：NTS 발행 후 9개월까지

－North Dakota, South Dakota, Virginia：NTS 발행 후 12개월까지

NTS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 수령을 하게 되며,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 해당 NTS

를 출력하여 지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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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를 발급받으실 경우 모든 정보들이 정확히 기입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NTS이름과 신분증의 이름이 불일치 할 경우 Testing Center에서 Check 

in이 거부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NTS에 적혀있는 Launch Code는 해당 Section 시험에 응시할 경우 Test 

Center에 있는 컴퓨터 Login password로 쓰이기 때문에 NTS 수령시 본인의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5. 시험장 예약

AICPA 시험응시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장예약은 Prometric 홈페이지를 통해 진

행됩니다.

한국센터에서 시험을 응시하실 경우 과목별 응시료인 Examination Fee외에 추가

로  International Fee를 지불하지 않으면 날짜 선택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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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수 발표

AICPA 점수 발표의 경우 각 window 마다 응시를 한 시점에 따라 점수 발표의 

시기가 틀려집니다. 시험 주관 기관에서 제시하는 점수 발표 시기는 다음과 같습

니다.

각 window에 응시를 한 시점 점수 발표 시기

1~20일 20일 기준 약 11일 후

21~45일 45일 기준 약 6일 후

46~Window 종료일 Window 종료일 기준 약 6일 후



60

주별 AICPA 위원회 정보
❸

 

Maine Board of Accountancy

주별 응시요건

학위 4년제 학사 (120학점 이상)

경영학 없음

회계학 15학점(Auditing 3학점 포함)

응시비용

Evaluation Fee $100

Application Fee $170

Re-Application 

Fee
$85

International Fee $371.55

FARE $224.99

AUDIT $224.99

REGULATION $224.99

BE&C $224.99

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 

주별 응시요건

학위 4년제 학사 (120학점 )

경영학 24학점

회계학 24학점

응시비용

Evaluation Fee $225

Application Fee $100

Re-Application 

Fee
$50

International Fee $371.55

FARE $224.99

AUDIT $224.99

REGULATION $224.99

BE&C $2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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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State Board of Accountancy

주별 응시요건

학위 150학점 이상/4년제 학사(Baccalaureate)

경영학 24학점

회계학 24학점 (15학점 Upper Level)

응시비용

Evaluation Fee $225 (NIES)

Application Fee $155

Re-Application 

Fee
$75~$120

International Fee $371.55

FARE $224.99

AUDIT $224.99

REGULATION $224.99

BE&C $224.99

Montana Board of Public Accountants

주별 응시요건

학위 필요없음

경영학 24학점

회계학

24학점(Upper Division)

－Financial Accounting(3학점)

－Auditing(3학점)

－Taxation(3학점)

－Management Accounting(3학점)

응시비용

Evaluation Fee $225 (NIES)

Application Fee $245

Re-Application 

Fee
$100

International Fee $371.55

FARE $224.99

AUDIT $224.99

REGULATION $224.99

BE&C $2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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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mont Board of Public Accountancy

주별

응시요건

학위 120학점 이상

경영학 30학점 이상(경영학15＋회계학15 upper division)

－Financial Accounting 6

－Auditing 3

－US Taxation (3, only US)

－US. Business Law (3, only US)

회계학

응시비용

Evaluation Fee $200

Application Fee $150

Re-Application Fee $75

International Fee $371.55

FARE $224.99

AUDIT $224.99

REGULATION $224.99

BE&C $224.99

New York State Board for Public Accountancynt 

주별

응시요건

학위 4년제 학사 (120학점 이상)

경영학 30학점(law과목 3학점 포함)

회계학

총 4개 Coursework 이수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Upper)

－Taxation

－Cost or Managerial Accounting

－Auditing and Attestation (Upper)

응시비용

Evaluation Fee $225 (NIES)

Application Fee $170

Re-Application Fee $85

International Fee $371.55

FARE $224.99

AUDIT $224.99

REGULATION $224.99

BE&C $224.99

▶미국 본토에서 응시하시는 경우에는 International Fee는 제외됩니다.

▶응시료의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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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PA 입문자와의 Simulation!!
❹

 

epasskorea：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passkorea 입니다!!

수험이：안녕하세요~!! AICPA를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해

서 전화드렸는데요. AICPA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할까요?

epasskorea：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AICPA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

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AICPA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미국에서 

활동하시거나 회계사무소 혹은 회계법인 개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수험이：아니요~ 미국에서 회계사로서 활동이나 개업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제 능력을 시험해보고, 취업 시 관련직종에서 인정받고 싶어 보려고 해요.

epasskorea：아~ 그러시군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수험생분들이 고객님과 같은 

생각으로 시험에 응시하신답니다. AICPA는 미국연방시험이 아닌 미국의 55개주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AICPA에서 주(State) 선택은 다른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한번 주를 선택하게 되면 그 주에 맞는 응시요건에 부합하는 학점을 준비 하셔야됩니

다. 그리고 모든 Section의 시험에 합격하신 후 License 취득을 위해서는 선택하신 

주의 License 취득요건에 부합하는 직장경험과 학위, 그리고 때에 따라선 추가적인 

학점취득이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주에서만 회계사로서 활동이 가능하시며 주 안에서만 개업이 가

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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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질문을 먼저 드렸던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 선택은 AICPA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하면 학습 전에 반드시 선행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처럼 미국에서 활동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상대적으로 시험 응시요건

이 낮은 주를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수험생들은 

California주나 Maine주를 선택하신답니다.

수험이：아 ~ 그렇군요. 그럼 저는 담당자님이 이야기하신 California주와 Maine

주를 선택하면 되는건가요?

epasskorea：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님이 취득하신 성적에 부합하는 주

(State)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고객님은 지금 직장인이신가요? 그

리고 전공은 무엇을 하셨나요?

수험이：저는 대학교 4학년생입니다. 현재 1학기에 재학중이고 마지막 학기는 어떻

게 될 지 모르겠어요. 휴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전공은 경영학을 했고요. 대학생도 AICPA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epasskorea：아~ 대학생이시군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규4년제 대학교 졸업장

을 요구한답니다. 따라서 3년제인 영연방국가(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대학교나 

전문대학교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ontana주의 경우에는 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신분으로도 시

험응시가 가능하답니다. 혹시 고객님께서는 국내대학교에 재학중이신가요?

수험이：네~ 저는 국내대학교에 재학중에 있어요. 근데 혹시 evaluation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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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sskorea：evaluation은 AICPA 응시의 첫 단계로 응시자가 해당 주의 응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랍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에는 evaluation을 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수험이：그럼 저는 evaluation을 해야겠네요. epasskorea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

별 응시요건이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학위랑 총 이수학점, 경영학점, 회계학점을 기

준으로 응시요건을 판별하는 것 같던데 제가 이수한 과목 중 어떤 과목이 경영학점이

고 어떤 과목이 회계학점인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epasskorea에서 이런 부분에 대

한 안내를 해주시나요?

epasskorea：네^^ 그래서 저희 epasskorea에서는 수험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 모의 evalu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모의 evaluation은 수강생분들

의 영문성적증명서를 보고 epasskorea AICPA 전문가가 경영학점과 회계학점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각 주별 응시요건으로 제시된 경영학점과 회계학점에 해당되는 과목을 보면 경영학은 

경영의 4대 영역 중 인사(Human Resource), 마케팅, 생산관리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학, 통계학, 상법, 넓게는 IT분야까지 포함이 된답니다.

 
그리고 회계학의 경우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비영리회계, 원가회계, 관리

회계와 같은 회계과목과 회계감사(Auditing), 그리고 세법(Taxation)과목도 포함

이 된답니다. 물론 인정되는 과목은 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험이：아~ 그렇군요^^ 그럼 모의 evaluation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epasskorea：epasskorea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고 AICPA

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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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고객센터(로그인)－문의등록－AICPA 모의 Evaluation 신

청

그러면 저희 epasskorea AICPA 전문가가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판을 통해 결과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영문성적증명서 피드백을 받은 후 주 선택과 관련한 상담

을 받고, 선택한 주 응시를 위한 학점상담과 학습플랜을 설계한 후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면 된답니다.

수험이：네^^ 이야기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빨리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모의 evaluation을 신청해야겠네요.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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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CPA 수험전략
1. AICPA 교육기관의 활용

2. 합격에 필요한 영어 수준

3. 원리 이해 중심의 학습태도

4. 확실한 자기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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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CPA 수험전략  

1. AICPA 교육기관의 활용

AICPA 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회계학 전공자이거나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으로 이수를 한 경우에도 막

상 시험 문제를 접했을 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전반적

인 내용의 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으며, 최종 합격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다가 여의

치 않아 전문 교육 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시험 스케줄과 응시 절차

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결

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험 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관련 전공자가 아니거나, 회계를 일부 과목만 이수하여 회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거나, 응시 요건에 대한 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목별 상관관계

와 학습자 개개인의 편차를 고려한 학습 플랜 설계와 효율적인 학점취득 컨설팅을 

통한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돕는 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시험 준비를 위한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회계 과목의 특성상 근본적인 원리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교육기관

을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속해 있는 강사진의 명성과 교육프로그램이 체계

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AICPA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대다수가 직장인인 경우가 많고, 일반적

으로 최종합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년 6개월~2년 정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

였을 때, 지속적으로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재시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체크한 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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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격에 필요한 영어 수준

AICPA 시험은 영어 실력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대학생 및 직장인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취득을 위

한 학습이나 해외경험을 통해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AICPA 시험 

응시에 필요한 영어 실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ICPA 학습의 경우 영어로 표현된 회계와 재무 전문용어들이 반복해서 사

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문 용어의 습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익숙해진 전문용어들을 바탕으로 수험생의 경우 어렵지 않게 문제를 이해하고 해

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와 관련된 시험을 응시를 해본 경험이 없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AICPA 시험

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원리 이해 중심의 학습태도

AICPA 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 5년 마다 문제의 유형이나, 구성 요소들이 꾸

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매 업데이트마다 문제의 성격이나 추가적인 변동사

항들이 생기며, 자주 쓰여지지 않는 문제의 경우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의 업데이트는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며, 상당한 수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험의 특성상 응

용문제라 하더라도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원리를 충분

히 이해한 후 응용문제와 기출문제를 통한 학습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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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실한 자기관리계획 수립

AICPA 시험은 1~2년 이상 꾸준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강사님들도 

AICPA는 장기전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때문에 확실한 계획 하에서 준비

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의 특성상 광범위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

기 때문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히 일정 시간 이상

을 시험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시험응시가 가능해져서 시험과목을 무리하

게 늘려서 응시하시는 것 보다, 1과목씩 집중해서 응시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

니다.

AICPA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약 80% 정도가 직장인임을 감안하였을 때 회사를 

다니며, 1~2년 이상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

종 합격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마

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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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CPA 수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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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화된 커리큘럼

3. 학습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Consulting Service

4. AICPA 최고의 수험서 BECKER

5.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연계한 학점취득

6. 실전 모의테스트(Becker Passmaster Program 활용)

7. 응시절차 무료상담 서비스

8.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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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passkorea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1. 풍부한 실무경험과 강의노하우를 가진 교수진

epasskorea AICPA 과정의 경우 시험합격 뿐만 아니라 회계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실무에 대한 지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험과 지식이 풍부

한 CPA와 해당분야의 박사급으로 구성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에게 다양한 Insight를 제공하고 학습에 대한 지루함을 덜 수 있도록 

FARE, AUDIT, REGULATION, BE&C의 각 Section을 구성하는 과목마다 다

른 교수님들을 배치함으로써 학습능률을 극대화했으며 강의의 Quality를 높였습

니다.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는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진이 직접 저술한 저서들을 활용합

니다. 각 도서들은 단권화와 서브노트 제작을 위한 수험생들의 수고를 줄일 수 있

도록 각 과목의 수험학습에 부합하는 Compact한 핵심내용들과 기출빈도가 높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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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sskorea 대표 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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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화된 커리큘럼

epasskorea의 교육 커리큘럼은 epasskorea AICPA 과정담당자와 과목별 교

수진에 의해 수강생 개개인별로 최적화됩니다.

ⅰ. epasskorea AICPA 과정담당자를 통한 전체 학습플랜설계

총 4개의 Section, 13과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Section 별 부분합격이 인

정되는 등 복잡한 AICPA 수험학습을 위해 epasskorea AICPA 과정담당자

가 상담과 학습플랜을 직접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AICPA 시험은 한 개 Section을 pass한 이후 나머지 모든 Section에 합격

을 해야만 최종합격이 되기 때문에 Section별 시험응시 순서와 일정을 확정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험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AICPA 학습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학습시간이 충분한 전념자와 취업

을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대학생, 학습을 방해하는 다양한 변수를 가진 직장

인 등 학습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수험학습플랜 설계를 통해 시행

착오를 줄이고 비용과 시간의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ⅱ. 과목별 교수진을 통한 세부 커리큘럼 작성

epasskorea의 모든 AICPA과정들은 학습 시작 전 Orientation 시간을 활

용해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진이 직접 과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해당과목만의 

학습방법, 그리고 학습일정에 대한 과목별 학습가이드를 제시합니다.

 
epasskorea 과정담당자와 epasskorea 과목별 교수진을 통해 개개인의 상

황에 맞는 전체 학습플랜수립부터 과목별 세부 커리큘럼 제작이 가능합니다.



75
5. epasskorea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epasskorea 정규 단과과정

각 Section(FARE, AUDIT, REGULATION, BE&C)을 구성하는 단과과목

들을 따로 분리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정규 이론과정입니다. 강의는 

BECKER CPA Review를 메인교재로 사용하며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직접 제작한 부교재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BASIC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Accounting Principle 43교시 김강호 AICPA 

FARE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Intermediate Accounting 46교시 권오상 CPA

Advanced Accounting 59교시 김용석 CPA

Non for Profit Accounting 44교시 김용석 CPA

AUDIT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Auditing & Attestation(1) 47교시 권오상 CPA

Auditing & Attestation(2) 54교시 권오상 CPA

Auditing & Attestation(3) 20교시 권오상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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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U.S Business Law 74교시 공영찬 CPA

U.S Tax 64교시 김영수 CPA

BE&C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Planning Management 30교시 김용석 CPA

Economic Concept 24교시 김형진 박사

IT Implication 45교시 공영찬 CPA

Financial Management 53교시 김용석 CPA

Corporate Governance 45교시 공영찬 CPA

■epasskorea Final Review과정

Final Review과정은 정규과정에서 학습한 과목별 이론내용을 문제풀이와 요

약정리를 통해 최종 시험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강의는 BECKER CPA 

Review교재에 수록되어있는 문제풀이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FARE Final Review 81교시
권오상 CPA

김용석 CPA

AUDIT Final Review 74교시 권오상 CPA

REGULATION Final Review 50교시
공영찬 CPA

김영수 CPA

BE&C Final Review 36교시

김용석 CPA

김형진 박사

공영찬 CPA

※ 강의시간(교시)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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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sskorea 종합과정

epasskorea에서 준비한 종합과정은 크게 All Lecture와 Package 두 가지입

니다. All Lecture는 정규이론 단과과정으로 구성된 종합과정이며, Package

과정은 All Lecture과정에 Final Review과정이 추가된 종합과정입니다.

과목 강의시간 교수명

FARE All Lecture 150시간 권오상 CPA

김용석 CPAFARE Package 213시간

AUDIT All Lecture 125시간
권오상 CPA

AUDIT Package 165시간

REGULATION All Lecture 100시간 공영찬 CPA

김영수 CPAREGULATION Package 140시간

BE&C All Lecture 93시간 김용석 CPA

김형진 박사

공영찬 CPABE&C Package 114시간

■epasskorea Premium Package

epasskorea Premium Package 과정은 3년동안 AICPA의 접수부터 최종

합격까지 시험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코칭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패키

지과정입니다. 학습자와의 상담을 통해 설계한 학습플랜에 따라 AICPA 담당자가 

직접 과정을 코칭하며 학습자의 학습상태와 학습량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주는 맞춤

형 과정입니다.

－Package 기간：3년

－3년간 epasskorea의 모든 AICPA과정 수강가능

－Premium Package 특전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수강 시 할인

－Accounting Principle 과정 또는 BECKER 1권 50% 할인

－EVALUATION, APPLICATION 접수안내 매뉴얼 제공

－AICPA 합격 후 AICPA License 취득 상담 진행 

－epasskorea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선참여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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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Consulting Service

전공자, 비전공자, 관련업종 종사자, 학생, 재직자 등 학습자개개인의 상황에 맞

는 학습을 위한 사전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학습플랜을 설계해드립니다.

1) 모의 EVALUATION

AICP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State)선택입니다. 올바른 주 선택을 위해서

는 학습자가 취득한 성적이 주별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 EVALUATION은 무료로 진행되며 epasskorea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

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이패스코리아 고객센터－문의등록－AICPA 모의 Evaluation

*직통번호：070－4304－1336

학습자 개개인의 영문성적증명서를 통해 경영학점(Management)와 회계학점

(Accounting)학점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주(State)선택 상담

모의 EVALUATION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

습니다.

3) 학점취득 컨설팅

epasskorea는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edubank.hunet.co.kr) 사이트를 통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택한 주에 성공적인 EVALUATION

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학점 취득을 위한 코칭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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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CPA 최고의 수험서 BECKER

AICPA 시험은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CPA 합격을 위해서

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epasskorea에서는 1971년부터 AICPA 시험을 위한 최고의 수험서인 BECKER 

CPA review교재를 통해 모든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ECKER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미국내 80% 이상의 AICPA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AICPA 교재

ⅱ. BECKER에서 제공하는 영어강의(BECKER Pass Master) 2년간 제공

한글로 진행되는 epasskorea 강의와 영어로 진행되는 BECKER 강의의 동

수강 가능(도서 구매시에만 제공)

ⅲ. Practice Exam & Final Exam 제공

AICPA 시험과 동일한 환경의 Multiple Choice, Simulation, Communication, 

Research 문제 연습 가능

ⅳ. AICPA, FASB, GASB, ISB의 주요 사안반영 및 다양한 정보 취합·제공

ⅴ. 기출문제(Released Questio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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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연계한 학점취득

원하는 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학점이 필요합니다. 

부족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빠르고 공신력 있는 방법은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epasskorea에서는 AICPA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회계

학점(Accounting)과 경영학점(Management)을 취득할 수 있도록 휴넷 사이버

평생교육원 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과목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AICPA 과정을 수

강하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수업을 수강하실 경우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6. 실전 모의테스트(Becker Passmaster Program 활용)

epasskorea AICPA 과정의 주 교재로 쓰여지고 있는 BECKER Education 측

으로부터 실제 시험과 유사한 CBT 환경의 실전 시험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함으

로써,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을 치르기 전 시험 환경을 체험하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체크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epasskorea 수험생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실전 모의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문제의 

형식이나, 시스템은 실제 시험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처음 CBT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도 빠르게 시험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7. 응시절차 무료상담 서비스

AICPA는 미국시험이며 응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각각의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칫 복잡할 수도 있

는 응시절차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epasskorea에서는 학습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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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sskorea 무료 서비스 안내

－모의 EVALUATION 

－EVALUATION&APPLICATION&NTS 관련 매뉴얼 제공

*매뉴얼은 주로 진행하는 몇 개 주에 한해 제공됩니다.

－License 취득 상담 연계

8.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 

epasskorea의 안정적인 컨텐츠 제공과 운영의 노하우는 현재 AICPA 수강생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수강생들이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Canada를 비롯한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 그리고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epasskorea AICPA강의를 수강하고 있

습니다.

또한 현재에는 Desk top과 Lab top 뿐만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wireless 유비쿼터스식 강의를 전 세계에 제공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언제 어디에서도 epasskorea의 명품과정들

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AICPA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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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MA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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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구성멤버

3. 활동분야&응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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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MA 자격제도  

1. CMA란? 

CMA(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국제공인관리회계사)는 세계적

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관리회계사협회(IMA：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와 

더불어 회계분야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 자격증입니다.

CPA가 공공회계분야(회계감사 및 세무대리업무)를 고유영역으로 하고 있는 반면, 

CMA는 기업관리분야(기업회계관리/기획업무)를 주요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4,000여명의 CMA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서 

55,000명 이상의 CMA가 관리회계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CMA는 급변하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무자들

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인 국제 회계분야와 재무관리 부분에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자격증으로서 기업의 실무임직원 및 CFO, 

CEO 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MA는 1972년부터 시행된 관리회계분야의 가장 인지도가 높은 국제자격증으로서, 

기존 4-Part Exam에서 2010년 5월부터 실무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업무에 적합

하게 변경되고 관련성을 있도록 회계나 재무전문가로서 지식, 기술 및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험제도인 2-part Exam으로 시험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가 CMA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주는 이점은 기존 2년 정도 예

상하였던 수험기간을 1년 내로 절반이상 감소시키고, 부분합격유효기간이 2과목

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재무 및 회계전문

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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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구성멤버

■ IMAⓇ (Management Accountants)

CMA 시험의 주관처이자 관리회계분야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으로서 CMA 

시험에 대한 행정적 관리, 문제출제, 점수배정, 그리고 CMA로서 가져야할 연

속교육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90,000명이 넘는 다양한 국적

의 IMA 회원들간의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rometric

Prometric Global Network를 활용해 전세계의 컴퓨터기반 시험센터를 운

영하고 있으며 각종 자격증, 학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진행되는 CMA 시험접수·응시는 Prometric에 의해 진행됩니다.

3. 활동분야&응시대상

현대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경영시스템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존 회계정보의 일률적인 적용을 넘어 기업 고유의 경영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회계

정보의 통합 및 조율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CMA는 금융권 및 일반기업

뿐 아니라 다국적컨설팅기업 등에서 관리회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재무, 회계, 기획, 관리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시고 싶은 학생 및 직장 실무자

∙ 단기간에 경영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시고 싶은 직장인

∙ 향후 CEO, CFO를 꿈꾸시는 학생 및 직장인

∙ 실무 능력을 배양하시고 싶은 직장인 분

∙ Global Business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시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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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MA 시험제도  

1. CMA 자격시험의 구조(2 part Exam)：Mini –MBA Course

CMA는 하나의 엄격한 시험으로서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영역

들에 대한 최소한의 숙련도가 아닌 높은 수준(Mastery Level)의 이론적 지식과 

실무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astery Level은 전문가 수준의 숙련도를 의미

하며 CMA 시험은 높은 수준의 업무역량 발휘를 위한 지식습득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CMA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통계학, 경제학,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업의 실무

에 도움이 되는 재무관리와 관리회계에 대한 깊이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석사과정에 준하도록 구성되어있습

니다.

구분

Part 1: 

Financial Planning,

Performance and Control

Part 2:

Financial Decision Making

시험시간 4 시간 4 시간

시험유형
객관식：100문제

Essay questions：2문제 (30분씩)

객관식：100문제

Essay questions：2문제 (30분씩)

과목구성

Planning, Budgeting and 

Forecasting(30%)

Performance Management (25%) 

Cost Management (25%) 

Internal Controls (15%) 

Professional Ethics (5%)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25%)

Corporate Finance (25%) 

Decision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25%)

Investment Decisions (20%) 

Professional Ethic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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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자격시험은 총 2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는 100개의 객관식 

문제(multiple choice questions)와 2개의 서술형 문제(Essay Question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 문제의 객관식 시험을 치루시는 데에는 3시간이 주어지

며, Essay 문제는 1시간이 주어져 총 4시간 동안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기억하셔야할 점은 100 문제의 객관식의 점수가 50% 이상이 되어야만 Essay 시

험을 볼 수 있게 되어있으니 객관식 문제를 잘 풀어야 Essay 시험을 치룰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으며, 한 Test Window에는 Part 별 한번씩만 시험응시가 가능합

니다. (같은 과목을 두번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객관식 문제 풀이를 마쳤다면 바로 Essay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풀이 종료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Essay 문제는 2개의 실제 경영환경 

Scenario를 기반으로 한 작문이나 계산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최종합격 점수는 객관식 점수와 Essay 문제 점수를 합쳐서 산출되며 시험응시 월

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6주 안에 결과를 통지 받게 될 것입니다.

Part 1 – Financial Reporting, Planning, Performance and Control 

External Financial Reporting Decisions (15%, Level C)

Planning, Budgeting and Forecasting (30%, Level C)

Performance Management (20%, Level C)

Cost Management (20%, Level C)

Internal Controls (15%, Level C)

Part 2 – Financial Decision Making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25%, Level C)

Corporate Finance (20%, Level C)

Decision Analysis (20%, Level C)

Risk Management (10%, Level C)

Investment Decisions (15%, Level C)

Professional Ethics (10%, Leve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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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Certification의 출제 문제는 국제 기업실무에서 중시되는 예산편성, 기획, 

성과평가, 원가관리, 내부통제, 윤리, 재무제표분석, 재무관리, 의사결정 및 위

험통제, 투자의사결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어떤 

기업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주요 이론 및 실무가 그 출제 범위에 들어가며, 

Mini-MBA Course 라고 불리울 정도로 깊이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

니다. 

따라서, 경영학 전공자 뿐만이 아니라, 현재 기업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실무자

들도 CMA Course를 수강한다면 기본적인 경영학 지식습득과 실무 능력을 배양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CMA 시험 합격 기준 점수 

모든 CMA 시험의 점수는 Scaled Score 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등급별로 표현

되는 Score 구조는 0~500점까지로 나타나며, 36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이 

됩니다. 즉 75% 이상이 되면 합격입니다.

 
문제당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난이도 및 수준에 따른 배점으로 변환되어 

공정하게 채점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 경우, 쉬운 문제 풀을 만난 

수험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Part 1에 비해 Part 2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며 평균적으로 33%~

48%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2016년까지의 CMA 합격률입니다.

Year Part 1 Part 2

2020 45% 45%

2019 36% 50%

2018 39% 50%

2017 40% 50%

Total 40% 49%

*출처：ICMA CMA Examinations Summary of Pass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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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MA 시험의 특징

1) CBT(Computer Based Test)

CMA 시험은 미국과 전세계에 위치한 Prometric Testing Center를 통해 시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실시간 시험센터 이용현황은 Prometric’s 

Website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prometric.com/ICMA)

2) 문제은행으로 출제

CMA 시험은 문제은행(Test Bank)형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시험이 Random 

형식으로 출제되며 모든 문제들은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

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모든 문제들은 C 레벨에 준하는 난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개념들의 적용, 분석, 합성, 평가,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CMA 자격시험 출제 유형

CMA 자격시험은 객관식 100문제와 에세이 2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과 Part 2에서 출제되는 객관식(Multiple choice Questions)은 다음의 

4가지 형태로 출제됩니다. 

1) Closed Stem Item

물음표로 끝나는 형태로서 질문에 맞는 문장을 선택합니다.

Which one of the following would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working capital of a firm?

a. Cash payment of payroll taxes payable.
b. Cash collection of accounts receivable.
c. The purchase of a new plant, financed by a 20-year mortgage.
d. Refinancing a short-term note with a two-yea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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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ntence Completion Item

불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보기 중에서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If a product’s elasticity coefficient is 2.0, this means the demand is

a. perfectly elastic.
b. elastic.

c. inelastic.
d. perfectly inelastic.

3) Except Format

적절하지 않은 하나의 보기를 찾는 문제로서 하나의 적절하지 않은 보기가 주

어집니다. 이런 형식의 문장은 “Not”이나 “Excep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형식

으로 주어집니다.

All of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tangible assets except

a. real estate.
b. copyrights.

c. prepaid taxes.
d. accounts recei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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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st/Least/Best Format

가장 적합하거나,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문제의 정답

은 각각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구해집니다.

1. Which one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a production budget?
a. It is based on required direct labor hours.
b. It includes required material purchases.
c. It is based on desired ending inventory and sales 

forecasts.

d. It is an aggregate of the monetary details of the operating budget.

2. Which one of the following is least likely to help an organization 
overcome its communication problems between the Accounting 
Department and other departments?
a. Job rotation.
b. Cross-functional teams.
c. Written policies and procedures.
d. Performance appraisals.

5. CMA 자격시험 난이도 수준

CMA 자격시험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유형으로 출제될 뿐만 아

니라, 다양한 난이도로 출제됩니다. 문제 난이도 수준은 단순한 지식테스트에서 

수준 높은 문제까지 다양하게 나뉘어 집니다. 

1) Level A [Knowledge, Comprehension]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로서 주요 개념을 묻습니다. “지식 Knowledge”과 

“이해 Comprehension”의 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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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로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

제입니다. 교과과정에서 배운 정의를 상기하거나 유추하면 풀 수 있습니다.

A market situation where a small number of sellers comprise an entire 
industry is known as

a. a natural monopoly.
b. monopolistic competition.
c. an oligopoly.

d. pure competition.

■Comprehension

이 문제 유형은 교과 과정에서 배운 기본적인 내용을 응용해서 풀어내는 능

력을 테스트합니다. 따라서 Text Book의 내용이나 단어를 그대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응용해야만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Social legislation is frequently criticized for being inefficient because the 
agencies

a. use flexible rather than rigid standards.
b. rely heavily on the free market to allocate resources.
c. rarely consider the marginal benefits relative to the 

marginal costs.

d. enforce their policies too leniently.

2) Level B [Application, Analysis]

이론과 원리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적용 Application”과 “분석 Analysis” 

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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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적용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목적은 당신이 배운 지식

을 실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The balance sheet for Miller Industries shows the following.
Cash $ 8,000,000
Accounts Receivable 13,500,000
Inventory 7,800,000
Prepaid Expenses 245,000
Property, Plant, & Equipment 4,700,000
Based on this information, what are the Total Current Assets for this 
firm?

a. $21,500,000.
b. $29,300,000.
c. $29,545,000.

d. $34,245,000

■Analysis

분석은 주어진 자료를 나누어 분류하여 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의 문제는 자료들을 구분, 분리, 판단, 추론할 수 있

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A firm is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a lock-box collection system 
at a cost of $80,000 per year. Annual sales are $90 million, and the lock- 
box system will reduce collection time by 3 days. The firm currently is in 
debt for $3,000,000. If the firm can invest the funds designated for the 
lock-box at 8%, should it use the lock-box system? Assume a 360-day year.

a. Yes, it will produce a savings of $140,000 per year.
b. Yes, it will produce a savings of $60,000 per year.
c. No, it will produce a loss of $20,000 per year.

d. No, it will produce a loss of $60,000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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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vel C [Evaluation]

Level C는 가장 높고 창의적인 수준의 문제로서 수험생이 정보를 가치있게 평

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valuation

평가는 확실한 기준에 근거하여 목적에 맞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은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 비교, 해석, 유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A home services organization has been using the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for calculating the depreciation expenses of its equipment. Based on 
recently acquired information, the firm’s assistant controller has altered the 
estimated useful lives of the equipment.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depreciation result in a change from a small profit for the year to a loss. The 
assistant controller is asked by the controller to reduce by half the total 
depreciation expense for the current year. Believing he is faced with an 
ethical conflict, the assistant controller reports the problem to the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IMA’s Statement of Ethical Professional 

Practice which one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evaluation of the 
assistant controller’s action?

a. The assistant controller’s action was appropriate as an immediate step.
b. The assistant controller’s action would have been appropriate only if other 

alternatives had first been tried.
c. The assistant controller’s action was not appropriate under any 

circumstances.
d. Not enough information has been given to evaluate the assistant 

controller’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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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MA 자격시험 출제 형식 

1) CMA Multiple Choice sample screen shot

객관식의 경우는 4개의 예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상단에는 남은 시간이 나오고 있으며, 총 3시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하

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문제당 1분 30초 이내에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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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A Essay Format sample screen shot

Essay를 쓰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출제됩니다. 즉, 1시간 동안 2문제를 풀어

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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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MA 응시요건 및 응시절차  

1. CMA 시험 응시 절차(총 4주 정도 소요)

1) IMA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주의>

IMA ID는 Membership을 가입하시면 바로 이메일을 통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처음 받으시는 이메일은 반드시 저장해두시고 ID를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는 ID NUMBER는 00001234567의 형식이며, 0000을 뺀 나머지 7자리 숫자

가 자신의 ID입니다.

2) IMA 홈페이지에서 CMA Certification Entrance Fee를 지불합니다. 

3) IMA 홈페이지에서 CMA 시험응시과목을 선정한 후 등록비(Registration 

Fee)및 시험료(Examination Fee)를 지불합니다. 

4) 일주일 안에 Authorization number를 받게 되며, 이를 가지고 Prometric 

Center에 시험일정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5) Part1, 2 두 과목을 모두 Pass 하게 되면 응시자격 요건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영문졸업증명서, 영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있어야합니다.

■온라인상으로 등록서류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등록서류와 신용카드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Check Payable도 가능

■우편 주소：Paragon DR., Montvale, NJ 0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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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시험을 신청하시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4)번의 Authorization Number는 신청한 Test 

Window 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여유있게 시험을 신청하시어 

Authorization Number 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번 Test Window를 선택하게 되면 연장, 환불 처리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We urge you toappointment as soon as possible to avoid a lapse in your 

authorization number. Your authorization number is only valid for the 

testing window you select; there are no extensions and no refunds/credits 

for exam registrations.

2. Prometric Center(시험 응시 장소)

CMA 자격시험은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Prometric Testing 

Center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Prometric Center

① 위치：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0길 47-6

② 센터운영시간：오후 6시까지

③ 시험시작 30분 전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④ 복장관련：한국 센터의 보안 절차에 따라 시험장 입장 시 개인 소지품(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의 기타 액세서리 포함) 및 아우터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

물함에 넣어 보관 하셔야 합니다. 

가끔 두꺼운 후드의 경우 착용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감 온도에 따라 

얇은 옷으로 여러 벌을 입으시고 추후 내부 온도에 따라 조절 하실 수 있는 

복장으로 착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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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가능 Test Window

CMA 자격시험은 1년에 3회 응시가 가능합니다.

Test Window는 1~2월, 5~6월, 9~10월에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 대략 6주 전에 시험등록을 하는 것이 Authorization Letter 수령과 

Prometric Testing Center 등록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만약 시험등록이 2월 16일, 6월 16일, 혹은 10월 16일에 되었다면 다음 Test 

Window에 시험응시를 하게 됩니다. 

각 Test Window 안에서는 자유롭게 응시일자와 응시시간을 정하실 수 있지만, 

Test Center에서 다른 시험도 진행되다 보니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응시할 수 없

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여유롭게 시험응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ICMA로부터 등록승인을 받게된다면 언급된 기간안에 Prometric Testing 

Center 홈페이지(www.prometric.com/ICMA)를 방문하시어 Test Center, 

시험날짜를 선택해야하며, 이는 연중무휴로 진행되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Test Center와 시험일정을 선택하게 되면 승인번호(Confirmation Number)

를 받게되며 이 번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Test 

Center와 시험날짜를 선택하지 않게 된다면 시험 응시비용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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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trance Fee(응시비용)

CMA 자격시험을 응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International Membership & Application Processing Fee $ 235

CMA Two Part Program Entrance Fee $ 235 

CMA Two Part Program Exam Part 1 $ 350

CMA Two Part Program Exam Part 2 $ 350

Total $ 1,170

(금액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같은 Test Window에 2과목 함께 보시면 $100 할인됩니다.) 

1) IMA 홈페이지에서 지불한 등록비 및 시험응시료는 30일이 경과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 및 시험응시료를 지불한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Prometric 

Center에 시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

도 $25불의 응시절차료는 차감되고 환불됩니다. 

2) IMA 에서는 신청하신 Test Window를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에는 Test Window 안에 시험을 볼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고 시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같은 Test Window 안에 Part 1, 

2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Test Window에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한 과목 환불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절차료 $25과 다른 과목의 시험응시비 $350을 차감하여 총 환

불받게 됩니다. 

3) 재응시 정책

같은 Test Window에서는 과목별 한번씩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험

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시험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 번 Test Window에 응시

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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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유효기간

CMA 시험은 3년 이내에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모든 CMA 응시자들은 IMA 홈페이지에서 CMA Entrance Fee를 지불한 후 

3년 이내에 Part 1, 2를 모두 패스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가도록 2개 

시험 모두 합격하지 못했다면 기존에 합격한 Part 역시 무효가 되며, 다시 시

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5. 학력사항

CMA 최종합격자가 되기위해서는 4년제 학사학위를 소지해야하며, 시험 합격 후 

7년 이내에 취득한 학위와 성적증명서를 ICMA에 제출해야합니다.

*제출처：ICMA(10 Paragon Drive, Suite 1, Montvale, NJ 07645)

6. Experience Qualification(실무경험)

CMA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합격 후 7년 이내 2년 경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전경력도 인정됩니다.)

Management Accounting 또는 Financial Management 분야의 2년 이상 

직장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경험은 전임자(Full Time Employment)로

서 시험합격 후 7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주일에 20시간 

이상 2년 이상 재직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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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범주에 속하는 실무 경험이 인정됩니다.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planning & analysis

■Monthly, quarterly, and year end close

■Auditing (external or internal)

■Budget preparation & reporting

■Manage general ledger and balance sheets

■Forecasting

■Company investment decision making

■Costing analysis

■Risk evaluation

Computer operations, Sales and Marketing, Manufacturing, Engineering, 

Personnel, General management의 경우는 실무경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Performance Report

Performance Report는 불합격을 했을 경우, 시험응시 후 14일 이내에 이메일

을 통해 Prometric에서 발송됩니다. Performance Report는 Key Topic별로 

3단계(satisfactory, marginal, unsatisfactory)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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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passkorea CMA 특징  

1. CMA 시험구성

100% 컴퓨터로 진행되는 CBT 시험

Part 1. Financial Planning, Performance and Control

－회계(Accounting)을 기반으로 한 기획(Planning) 능력 테스트

Part 2. Financial Decision Making

－재무(Finance)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 능력 테스트

■epasskorea CMA 과정 안내

과정 수강기간 교수명

CMA Main Corse (1＋2) 365일

CMA 합격의 멘토 

장홍석 회계사
CMA Part 1 180일

CMA Part 2 180일

2. CMA 시험 준비 학습 노하우

파트당 총 150~170시간 정도를 학습하시어 12~18개월 안에 합격하는 것이 일

반적입니다.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루 평균 3시간씩 꾸준히 학습한

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 또는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Accounting Principles(회계원리) 학

습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기간 합격을 희망한다면 

회계원리 없이 정규과정을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것도 수험기간을 단축하는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합격뿐만 아니라 회계와 재무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 향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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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면 회계원리를 미리 학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CMA를 공부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커리큘럼을 이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만을 위한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보다는 이해 

중심의 체계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CMA 최고의 수험서 BECKER

ⅰ. BECKER에서 제공하는 영어강의(BECKER Online Bank) 2년간 제공

한글로 진행되는 epasskorea 강의와 영어로 진행되는 BECKER 강의의 동 

수강 가능(도서 구매시에만 제공)

ⅱ. 미국 원어민 강사의 영문 Lecture 제공

미국 Becker 사에서 제공하는 영문 강의를 통해 실제 International Lndustry

에서 활용되는 영어능력 향상 가능

ⅲ. Chapter별 모의고사 제공

섹션별 모의고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실력 테스트 가능

ⅳ. Flesh Card 제공 (온라인)

주요 Topic에 대한 Flesh Card를 통해 중요사항과 개념을 요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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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

epasskorea의 안정적인 컨텐츠 제공과 운영의 노하우는 현재 CMA 수강생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수강생들이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Canada를 비롯한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 그리고 베트

남, 싱가포르,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epasskorea CMA 강의를 수강하

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는 Desk top과 Lab top 뿐만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wireless 유비쿼터스식 강의를 전 세계에 제공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언제 어디에서도 epasskorea의 명품과정

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5. CMA 강사소개

CMA 합격의 멘토－장홍석 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MA

現 회계법인 근무

現 epasskorea CMA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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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ICPA 합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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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권용*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AICPA 공부를 시작

하기 위해 이패스코리아에 전화하여 종합반 온라인 수강신청을 했던 것이 약 3년

전입니다. 저는 대학 때 경영학/회계학을 전공하였고, 회계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회계에 기본기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 2.5년 정도의 수험생활 끝에 꿈에 

그리던 AICPA 전 과목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수험생 분들이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직

장인으로서 전념자처럼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효

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냈고, 운 좋

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만의 방법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체 시험전략? 한 과목씩 시험보러 괌으로!!!

일단, 저는 한 과목씩 괌에 시험을 보러가기로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이 시험은 

시험보기 한달 전에 몰아치기와 정리가 가장 중요한데,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험 

전 2과목 이상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과목씩 시험을 본 결과, 2019년 4월에 FAR를 합격했고, 2019년 7월에 AUD, 

2019년 8월에 BEC를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목인 REG를 2020년 

3월에 보았으나 떨어지고, 2020년 8월에 다시 도전하여 최종합격하였습니다.



113
10. AICPA 합격후기

저와 같은 직장인 분들 중에는 2과목 씩 가져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한번

에 2과목을 모두 정리하고 합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4번 이상

을 괌에 가는 게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시다

면 저처럼 한 과목씩 가져가는 것을 감히 추천합니다. 

2. 동영상 강의－기본강의에 충실!!!

저는 기본강의 전 강의를 모두 충실히 들었고, 복습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분들이 하시는 말씀, 팁, 조언 등을 놓치지 않고 가능하면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책 

한권에 담았습니다. 많은 양을 단권화 해야만 시험 직전에 마무리 및 정리가 가능하

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뷰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 리뷰강의

를 듣지 않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리뷰강의를 안들은 것

이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리뷰강의를 듣는 게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3. BECKER 교재：BECKER만 충실히 이해하면, 75점 이상은 받는다는 

확신!!!

앞에서 시간관계상 리뷰강의를 듣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기본강의를 충실히 듣는 것과 동시에 BECKER 교재를 전 과목 5회독 이상 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쉬운 문제, 다시 안풀어도 되는 문제를 선별하

여, 어렵고, 중요한 문제위주로 다시 풀다보니, 회독수를 늘릴 때 마다 걸리는 시간

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문제를 풀거나 책을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BECKER 

교재만 씹어 먹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BECKER 프로그램의 해설이 너무 좋으니, 꼭 BECKER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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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목별 공부방법：REG은 서브노트로 !!!

(1) FAR

(85점)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개를 병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논리위주, 개념위주, 분개위주로 접근하다가 BECKER 교재를 3회독 넘어가면

서,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특히, 시

뮬레이션에 항상 출제가 되는 연결회계처리(consolidation), 내부거래제거, 현

금흐름표(직접법, 간접법), 사채회계처리, 리스 등 큰 주제별로, 거래의 발생부터 

종결까지 프로세스를 머리속에서 항상 생각하면서 개념을 잡는다면, 한번 잡힌 개

념이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FAR는 AUD나 REG와 달리 한번 개념

이 잡히면 휘발성이 크지 않습니다. 

(2) AUD

(78점) 시험보면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고, 결과 발표에서도 간신히 합격하여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고 외울 것도 많아서 공부할 때 매우 힘들

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BECKER 교재를 믿었고, BECKER 

교재를 반복해서 풀면 75점은 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계속 해 나갔습니

다. 힘들었지만 78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것은 BECKER 교재를 믿고 문제풀이를 

반복하면서, 틀린 부분을 충실히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 BEC

(83점) 다른 과목과 달리 written communication이 있는 과목입니다. 저는 개

인적으로 박충식 교수님의 CG, IT강의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고, written 

communication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조언을 적극 활용하여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장 본 것이 BEC과목이었습니다. 재무, 경제학 부분은 항상 강조

하는 Becker 문제의 반복 풀이로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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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G

(70점 ⇨ 87점) 4과목 중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고 시간투입도 많았던 과목

입니다. AICPA를 공부하면서 가장 고통을 느끼게 한 과목이라 다른 3가지 과목

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3과목에서는 별도의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

고, 강사님들의 부교재를 단권화했지만, REG는 별도의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

다.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만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서

브노트를 만든 이유는 2020년 3월에 REG를 70점 받고 떨어진 후, 고민 끝에 서

브노트 없이는 막판 정리가 어렵고 합격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였습니

다. 서브노트를 만든 후, Becker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서브노트의 내용을 확

인하다 보니, 머리속에 그 방대한 Tax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고, business law도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REG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 강의를 한번 다 들으

신 후에 자신만의 서브노트를 꼭!! 만드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5. 고마운 분들

이패스코리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ICPA를 처음 공부하려고 할 때, 주위

에서 이패스코리아로 가면 해결된다고 해서 종합반을 수강한 것인데, 다른 고민 

없이 이패스코리아를 만난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특히, AICPA 응시를 위한 최초 상담, 학점 이밸류에이션, 패스마스터 관리 등 여

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신 이패스 AICPA 담당 과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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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Ludo* 님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에 미국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한건 2016년 이였고 중간에 학점문제 때문에 제대로 시작한 것

은 2017년 이였습니다. 2018년 말, FARE 과 AUDIT을 차례로 합격 했고 2019

년 중순에 TAX 그리고 말에 BEC를 합격하였습니다. 미국에 사는 장점으로 공부

를 최소화해 창피하지만 FARE은 3번 보았고 TAX는 2번 보았습니다. 나머지 두 

과목은 운 좋게 한 번에 패스하였습니다. 

과목별 공부방법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는 크게 다르게 하지 않았고 동일한 방법으로 

4과목 모두 보았습니다. 강의 동영상은 1.5배로 2번씩 보았고 후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10번이고 더 보았습니다. 처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생각해보니 가

장 큰 원인이 연습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becker 패스 마스터 프로그램이였고 각 챕터마다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본 

후 시험 1달 전부터 랜덤으로 문제를 나오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 하루에 두 번 시

험장에 있는 것처럼 시간을 제고 34문제면 37문제 정도씩 풀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평균 85~90점을 가져오신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패스마스터를 이용하실 때 꼭 챕터별로 모든 문제를 풀어보신 후 

랜덤하게 푸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무래도 컴퓨터가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는 랜덤

으로도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험보기 

2주전 베커 프로그램으로 유형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교재를 다 이해하시고 제

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시뮬레이션도 멀티 문제처럼 보이

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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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BEC 에 writing section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 조금 유리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다 이해 되었

던 것 같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도 그쪽에서 점수를 많이 가져왔다기 보다 다른 

섹션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어 패스를 했던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배분을 잘 하셔 꼭 한 섹션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림을 크게 그

려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지도 않았고 남들보다는 이해력이 

조금 느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다른 분들 보다 조금 더 늦게 시험을 마무리한 

것 일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시험은 정말 누가 더 인내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로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저보다도 똑똑하고 명문대를 나온 친구들도 도전을 했지만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 한 두번 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마무리 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자신을 꼭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 나가시길 권장

합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괴롭혔던 이패스 담당자님 그리고 모든 강의

의 회계사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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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이지수님

안녕하세요, 합격 소식에 받은 이후 시간이 좀 되었네요. Far(07/15_91), Aud 

(08/15_95), BEC(11/15_81), REG(01/16_89) 많은 수험생들께서 각자 저마다의 

고민과 힘듦을 등에 지고 시험을 준비하시겠지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런 힘든 학생 중 한명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곧 미국 accounting firm에서 일하

게 되었네요. 본인에게 엄한 Bad cop이 되십시오. 단 한명도 쉬운 상황에서 준비하

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해본 저로서는 Studying would be the easiest 

one in the world during your whole life...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험은 

multiple choices에서 고르면 그만이고, 설사 떨어져도 나에게 큰 불이익이 오진 

않지만, 실무에 나가서는 아무도 choices 조차 주지 않습니다. 대신 가끔은 한없이 

자상한 엄마아빠나 친형제가 되어 고민을 들어주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준비 전 한번쯤 꼭 생각해볼 것

－WHAT AICPAs do/WHY AICPA?

많은 한국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안일하게 생각해서 후

회가 됩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외국(USA) 취업을 준비하실 때 도움

이 될 것 같다.라는 이유는 막연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AICPA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꼭 

한번씩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켓볼처럼 collect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특히, 저처럼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학점이수(150+ 

및 Acc/Biz related credits)를 통과하기 위해 너무 쉬운 State을 한다던지 그

런건 하지 마십시오. 물론 Just a CPA exam passed!로 인생내내 남으면서 

Signing 제외한 업무를 하겠다라면 전혀 상관은 없지만,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

신다면 자기가 정말로 일하고 싶은 State 조건을 채우는 것도 추천합니다.(물론 

exam score transfer 및 License Reciprocity Rule 등이 있어서 interstate 

간 옮겨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까다롭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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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Thanks to Enron... accounting history와 

AICPA exam 및 CPE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회사죠 OTL ... 때문에 미국에

서 가장 exam application과 Licensure에 가장 까다로운 TX에 있어서 CA로 

봤는데, 지금도 후회 중이고, 지금 시험을 패스한 이 시점에도 학점이수 중이네

요...=.= 

2. Time line 세우기

시험 응시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쉬운게 없습니다. 저는 Application ID# 하나로 

4과목을 다 한꺼번에 신청하는 줄 모르고 FARE만 신청했다가, 나중에 손빨면서 

다시 ID# 기다리고... 이럴 시간에 공부하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인생의 피

와 살이 되더라구요. 시험 시작 전에 꼭 확실히 알아보시고 시작하세요. 권오상 

교수님께서 그러시던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작한 후에는 뒤

나 옆에 돌아보지 말고 깃발꽂고 앞만보고 가는 거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라, 일이 있어서 한국과 독일에 다녀온지라 Aud과 Bec 사

이에 공백이 큽니다. 다시 공부모드 돌아오는데 거진 1달 걸립니다. 홀홀단신 전

념자분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잘 놀고 왔지만, 휴가 다녀오고 그러면 진짜 머리

는 Reset 됩니다. 제 time line은 이러했습니다. 10월 학점이수를 시작합니다. 

제가 증권사를 다녔었는데, Business 학점은 충분한데, Accounting 학점이 부

족하더라구요. 한국에서 학원 직접 다니시면서 겸사겸사 학점 이수하시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수하려고 하면, 학점이수 과정 따로, 시험준비 강의 따

로...시간이 일단 없습니다. 이 와중에 Car accident... 일단 학업 중단 ;;; 부랴

부랴 좀 나아진 이듬해 5월부터 본격 준비를 합니다. Far와 Aud 함께 공부하니 

synergy effect가 큽니다. 사실 Tax나 managerial accounting 같은 과목도 

다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저는 미국에 있다는 지역 

advantage가 있으니 pass.ID로 시험 신청을 잘못해서, 11월 초반에 겨우 BEC 

시험을 봅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인지, FM 

등이 제 주특기인데 81점 ;;; 바보같은 나 때문이니까, Christmas New year’s 

eve 이런거 다 반납하고 전부 공부에 매진합니다. 다음해 1월 4일(음...진짜 첫 



120

영업일?)에 Reg를 봅니다. 그리고 성적나올 때까지 1.5개월 걸렸습니다. 얼마 전

에 successfully passed 4 sections 했다고 종이 한장(접혀서) 옵니다.

3. 과목별 전략(Overall)

너무 많은 글들이 많으니 세세하게는 안 쓰겠습니다.

1) 강의를 적어도 1＋로 들으세요. 

한번에 진짜 잘 집중하면 좋겠지만, 저는 누워서 공부했더니 맨날 졸아서 나중에 

내용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특히, 김용석 교수님, 공영찬 교수님, 권오상 교수

님... 그 외 분들도 사실 다른 과목 이야기도 가끔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시험보

러 가는 제 실력이 강의시간에 툭툭 던지시는 다른과목 질문에 바로바로 답할 수 

있으면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혼자 책은 더 많이 본다. 강의 교재 3+, Becker 1+

더 많이 보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Becker 1번도 제대로 못풀고 간적도 있어서...

그리고 문제는 가급적이면 혼자 먼저 풀고 꼭 강의 때 교수님 방법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지 보면 다 이해가듯이 그냥 들으면 교수님 지식이 내것과 같은 놀

부 마인드가 생깁니다.

3) 시험전에 꼭Becker(Computer-based), Writing 해보고 간다. 1+

특히, Aud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길고 강의에 비해 더 최신유형?!

이 나오니까 reading이 빨리 빨리 안됩니다. choices를 봐도 심지어 무슨 내용

인지 전혀 본적없는 것들도 가끔 나오는데 Dummies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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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날짜를 잘 선택한다. 

<예> Last quater에 응시한다면, 적어도 11/29일로!(11/30: X)

googling 해봐도 잘 안나오는 사연인데, 저는 flood alert으로 prometric 

center 닫히고, 심지어 거기 전화도 안받고 prometric headquaters 전화해도 

안받고 ㅠㅠㅋ 겨우겨우 online chat(그날따라 sunday라 3시간인가만 open 

상태)으로 겨우겨우 11/30 자리 하나 잡았습니다. 한국은 주로 괌으로 가시니까 

큰 일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은 상황 생길 수 있으니까 one day before 

the last day of the quater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5)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어쩔 수 없이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많은대로 딴짓을 하고, 

적은 사람은 적은대로 급하고 저는 도서관가면서 운전하면서도 IT 강의 듣고

(Multiplay 전혀 안되는 사람임. 전화받으면서 걷지도 못함), 신호등에서 서기라

도 하면 들으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배우자 도시락 싸주면서도 밥하면서도 욕

실청소하면서도 IT 강의듣고 -.-;;배우자 ride 가서도 기다리면서 메모보고... 

다들 그래요. 나만 어디 좋은 책상 펴놓고 집중해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 비우시

고(그러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좋을수록 독기가 생겨서 또 그런게 잘 기억납니다.

4. 과목별 세부전략(Specific)

그런데 다른 글들에 더 좋은 방법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느낀 부분만 강조하겠습

니다. 저 토종입니다. 와서 살고 있긴 한데, Shopping English만 잘해요 -.-

1) FAR

수업에 나오는 내용 풀면 고득점 가능! combined 이런 거 잘 이해 안가는 것만 

5번이고 계속 풀어보시면 아! 하면서 풀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강의량 자체가 워

낙 많으니 속독도 중요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김용석 교수님께서 가끔 그러시

죠, 외우세요... 처음에는 이상한데? 이러다가, 혼자 공부를 하다보면 아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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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선암기 후 이해를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교수님들께서 뭔

가 방법을 알려주시면,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가장 쉽고 빠릅니다. 

오히려 FAR 숫자 나오는 부분이라 독해에 신경도 덜 쓰이고 참 좋습니다.

2) AUD

권 교수님께서 진짜 감사하듯이 꽉 잡고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잘 가르쳐 주시니 

=.=;; 걱정하지 마십시오.(정말 저처럼 무경력자는 완전 I couldn’t thank you 

enough...죠) 떨어진다면 성의 부족입니다. 내가 들으면서 이해해서 씹어 먹겠

다는 생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로, Becker보다 교수님 책 많이 보시면 시험 문

제는 정말 생각보다 쉽습니다.

3) BEC

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좋지 않은데, 사실 주된 이유는 IT라고 생각합니

다. 제가 기계치라서 ;;음... 사실 IT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는데, 들을 때는 참 좋

은데 뭐랄까 문제에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사실 IT는 눈만 뜨

고 일어나면 새로운게 나오는데 강의로만 제가 다 커버한 것도 웃깁니다. 그래도 

원래 제 전략이 IT에서 까먹고, FM이랑 CM에서 만회한다 하였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WC... 저는 Becker 켜두고 몇개 연습했는데, 일단 Typing 

speed...가 제가 많이 느려서 Body도 겨우 쓰고 나왔습니다. weak ;;; 나왔더라

구요. 그래도 박충식 교수님 style 많이 연습해보시고 가시면, 채우고 나오실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Economics... 김형진 교수님 내용이 시험에 비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업자체를 100% 이해해서 모든 그래프를 눈감고 척척 그리

겠다! 정도까지는 안하셔도 되고, 뒤쪽 문제 풀줄 알면 eco 문제 하나도 안틀릴 

수 있습니다. 강의도 재미있고, 저는 좋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IT＋CG(방

금찾아봄 ;;) 결합된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멘탈이 나갑니다. ex. Smith

는 CPA인데, A com.의 ~~sys.(이게 CG내용) 이 엉망진창인걸 발견하였는데, 

이때 IT에서 뭘 고치냐? 이런 뉘앙스가 나오니, 컴맹인데다 CG까지 건드리니 참 

난감합니다. 전략! 이런 문제 대비해서 BEC 다른과목을 고득점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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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G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1040을 

작성해 본적이(그 당시로)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40NR(Non Resident)

라서 US citizen 해당되는거 거의 없고 =.= 무조건 Married separate에...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Sch-XX 이런거 붙일만한 Income도 없고 ;;

재미난건, 올해도 선생님 책을 보면서 tax-filing을 좀 했습니다 ㅋ 단 한개의 

필기도 군더더기가 없으시죠.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어서 김영수 교수님 말

씀대로 문제는 많이 풀었습니다. 저는 5번까지는 못 풀고, 3번까지 풀었습니다. 

풀면서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것은, categorize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case의 사

람의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Married joint인지, 

Single인지, 이 기업이 S-corp인지 C-corp인지... 책을 찾아보더라도 볼때마

다 조금씩이라도 외우려고 노력하고, 무조건 펜을 대기전에 중심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영역은 Strong인데 individual tax 

filing이 weak 나왔네요 ㅋ ;;

5. 마치며...

생각보다 long-run이고 기다리기도 지칩니다. 제가 언급했던 거 안 하시고 열심

히 곰처럼 하면 더 빨리 하실 수 있으니, 잡생각 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병원, therapy, clinic을 다니고 있지만, 미국은 병

원가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ㅠㅠㅋ 한번 다녀오면 하루가 날아가니, 한

국에 계시는걸 오히려 감사히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하늘을 원망했는데, 결국 자기 살길을 찾게 되더라구요. 빨래 건조

기? 건조대? 저기에 책이랑 tablet 펴놓고 침대에 누워서 공부하고(잠도 많이 자

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늘 다독이면서 열심히만 하시면 합격합니다. 강의 해

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패스 직원분들, 심지어 학원을 만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게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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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회사소개  
 

이패스코리아는 2003년 금융교육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 국제재무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국제재무위험관리사(Financial Risk Manager), 미국공인회

계사(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등 국제금융과정과 은

행·증권·보험·세무·회계·기술분야의 e-Learning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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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BEI 교육그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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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안내  
 

이패스코리아 [본사]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04호

∙T E L：02－6345－6700   FAX：02－6345－6701

∙교통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도림역 방면 도보 10분

지하철 2호선 문래역 6·7번 출구 도보 10분

한국증권금융연구소 & 이패스 종로학원 [종로]

이패스코리아/한국증권금융연구소

∙주  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6층

∙T E L：02－761－0231   FAX：02－739－6766

∙교통편：지하철 1호선 종각역 5번, 6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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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서초동]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39－14 서룡빌딩

∙T E L：02－598－5983   FAX：02－598－6050

∙교통편：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입구 1번 출구 400m 

지하철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800m

우리경영아카데미 [을지로]

∙주  소：서울시 중구 을지로 50 을지한국빌딩 4~7층

∙T E L：02－312－4321   FAX：02－312－6168

∙교통편：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또는 6번 출구 도보 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