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by Case 선택학습

정규과정

정규과정은 CFA® 시험 교과서인

K-note로 진행되는 전 과목 LOS완전정

복 교육과정입니다. Level 별 전 과목 패

키지 또는 과목별 수강이 가능합니다.

Level Ⅰ Level Ⅱ Level Ⅲ

비전공생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Accounting Principle’

특강을 선행학습한다면

문제없습니다!

Level Ⅱ는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읽는다는 학습이 아닌

‘이해한다’는 학습을 위해 

k-note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년간 CFA프로그램을

분석학 이끌어온

IPS강의의 대가 신왕건

원장이 최종합격의 꿈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Final

Review

FA금융스쿨이 자체제작한 “K-note 리뷰북” 교재로 핵심내용정리와 함께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단기 정리과정입니다.

 CFA® EXAM PROGRAM

자율학습

교육과정

Wiley가 개발한 Study Guide는 hard copy를 직접 수령하여 학습하며 

실전문제, 모의고사, 문제은행 서비스는 Wiley 첨단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합니

다.

문제은행

교육과정

Wiley 플랫폼에 직접 접속해서 풍부한 실전문제은행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자율학습 과정입니다.

                 CFA® Exam Review

FA금융스쿨은 Wiley와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고 

WILEY CFA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 교육과정(Self-Study Course) 문제은행 교육과정(Test-Bank Course)

교육서비스 내역

① Wiley가 개발한 수험교재(Study Guide) Set

② 실전문제(Practice Question)

③ 실전모의고사(Mock Exam)

④ 풍부한 문제은행(Test Bank

교육서비스 내역

① 실전문제(Practice Question)

② 실전모의고사(Mock Exam)

③ 풍부한 문제은행(Test Bank)

Study Guide는 hard copy를 직접 수령하며

실전문제, 모의고사, 문제은행 서비스는 

Wiley 첨단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합니다.

Wiley 플랫폼에 직접 접속해서 풍부한 

실전문제은행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자율학습 과정입니다.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is “GOLD STANDARD” in Finance!

국제공인재무분석사

전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금융전문 자격에 도전하세요! 

중앙대 학생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

➊ 수강료 58~66% 할인 

➋ 첫 도전 합격시 10만원의 환급 

FA금융스쿨은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CFA Institute APP는 공식인증 CFA교육기관입니다! Financial Analyst School

는,

 CFA® EXAM PROGRAM 안내

나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습하세요!

CFA협회가 제작한 CFA커리큘럼북과 컨텐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과 배포권을 보유한 세계적인

출판 및 e-learning 기업입니다. 

이제, 한국응시생도 WILEY가 개발한 CFA수험교재(Study guide)와 풍부한 실전문제은행(test bank)을 

FA금융스쿨을 통해 손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Gold Standard

CFA 자격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역량을 넘어서 

경력의 모든 단계에서 최고의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Strong Ethical Foundations

윤리적 마인드와 전문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확신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Global Passport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윤리의식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통하는 Passport입니다. 

Unmatched Expertise

항상 최신의 지식으로 무장된 살아있는 실무능력을 보유하게 합니다. 

Prestigious Network

최고의 금융전문가들과 연결되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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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 자격은 글로벌 금융전문가의 최종 자격증입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당신은 금융분석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됩니다.

·CFA 자격은 미국을 비롯한 금융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폴 등 신흥금융시장에서 자산운용전문가의 상징이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해마다 약 60,000여명의 엘리트 젊은이들이 CFA®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CFA자격은 전세계적으로 더욱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CFA자격

보유자를 얼마나 많이 고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금융기관신뢰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CFA®는 팽창하는 자산운용시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The must-have degree)이며 글로벌 금융

전문자격을 상징하는 ‘Gold Standard’로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투자전문가들의 ‘Passport’ 입니다. 

What is CFA® ?  ㅣ  글로벌 자본시장과 소통하는 금융전문자격의 완성

최고의 금융전문가들과 연결되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 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윤리와 전문가 정신에 대한 헌신'

복잡한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무능력'

The Value of Charter                                                            

CFA® PROGRAM BENEFITS!

국제공인재무분석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FA금융스쿨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리딩북 : 정규과정 교재

CFA® 시험의 교과서인 커리큘럼북을 효과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도록 영

문과 한글을 혼용하여 중심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한 정규과정 강의교재

리뷰북 : 파이널 리뷰과정 교재

LOS별로 핵심내용 요약과 중요예제 및 출제경향이 높은 예상문제 등을 

접목하여 시험마무리 준비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파이널 리뷰 강의교재

하나! CFA 한글번역 수험서 K-note

CFA Institute APP 인증을 통해 CFA 커리큘럼북의 내용요약과 한글번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응시생에 최적화 된 CFA® 수험준비 교재입니다.

PC 학습 모바일 앱을 통한 학습 DRM 서비스

둘! 최적의 교육시스템

1. 다양한 학습채널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지역에서 큰 화면으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로도 2배속 재생이 가능하여 PC와 동일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테블릿 및 모바일)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

2. 학습 게시판의 활용

·학습 도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혹은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습Q&A 게시판을 활용합니다. 

담당과목 강사님의 상세한 답변이 학습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각 Level 별 공통의 게시판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의 질문글과 답변 또한 학습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e-Test 를 통한 중간 점검

·일정 과목의 학습이 끝났다면 온라인 강의실의 과목별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중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셋 ! 다년간 축적된 교육 노하우

1. 신왕건 원장이 함께 합니다!

신왕건 원장은 1998년부터 20년간 CFA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분석하여, CFA Level I, II, III 커리큘럼을 과목

별, 레벨별로 효율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CFA®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끌어 온 국내 최고의 CFA® 교육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CFA® 최종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신왕건 원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전문교수요원들이 함께 합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부심,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닌 CFA® 자격보유자들과 금융전공 현직 대학교

수들이 강의합니다. CFA® 커리큘럼북을 바탕으로 한국응시생의 효율적인 CFA® 시험준비를 위해 수험

교재인 K-note 리딩북과 리뷰북을 직접 집필하고 강의하기에 CFA® 커리큘럼에 대한 탄탄한 이해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강의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넷 ! 중앙대 학생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

1. 중앙대학생만을 위한 풀코스 교육과정 수강료 (1인 기준)

2. 수강신청 방법 

(1) FA금융스쿨 홈페이지 가입(www.faschool.co.kr)

(2) 서류 제출(info@faschool.co.kr) : 재학(휴학)증명서, 시험등록 완료 확인 메일 

(3) 할인권 발급, 사용밥법 이메일 안내 

(4) 결제 이후 학습 시작 

3. 첫 도전 합격 시 수강료 10만원 환급! 

(1) 환급대상 : 각 Level 첫 도전! 해당 시험 바로 합격 시 10만원 환급 

(2) 환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 

- FA금융스쿨 회원 ID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해당 시험 등록 시 결제내역 증빙(CFA Institute 사이트 캡쳐)

- 합격 인증 증빙 서류(합격 이메일 전달)

- 통장 사본(수강료 환급시 입금 받을 통장)

(3) 환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주 내 환급금 지급까지 완료되나 신청건이 과다하게 몰리는 경우 

4~5주 가량 지연될 수 있습니다. 

CFA Level 1 CFA Level 2 CFA Level 3

일반 수강료 1,200,000원 1,500,000원 1,700,000원

일반 대학생 수강료 600,000원 750,000원 850,000원

중앙대생 수강료 500,000원 500,000원 6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