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MS 시험접수 안내
www.kosfi.com , Tel: 02-76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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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Package(without Virtual Classroom)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AMS 응시를 위해서는 Membership 유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KOSFI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Virtual Classroom이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Membership Fee

1 Year 2 Year 3 Year

$295 $570 $825 

Sector Standard CAMS Package
(without Virtual Classroom)

CAMS Package
(with Virtual Classroom)

Private $1,695 $2,180 

Public* $1,295 $1,790 

* For Individuals who work for the government.



신규 응시를 기준으로 하며 우선 계정을 만듭니다

2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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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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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기된 사항은 반드시 입력합니다.

이름

성

이메일

비밀번호

• 모든 안내가 기입한 메일로 이루어지므로
신중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 입력 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8개 이상의 문자
- 최소 1개의 대문자
- 최소 1개의 소문자
- 최소 1개의 숫자
- 최소 1개의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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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기된 사항은 반드시 입력합니다.

클릭

확인 후 체크합니다.

국가

도/시

회사명

직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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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생성 후 로그인 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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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S 응시자격

1. ACAMS 멤버십 유지

2. 학점 개념의 Credits을 총 40점 충족
(학력, 경력, 교육 이수 부문에서 충족 가능)

• 경력 및 학력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Credits이 계산되며, 
40Credits이상을 충족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협회로부터 자격 확인 후 멤버십 및 시험 응시 비용을 결제하
는 것을 권합니다. 

클릭

경력 확인

학력 및 교육이수 확인

자격(Credits)을 확인합니다. 

경력 2년과 학사 학위를 선택한 화면입니다.

교육이수    1점(관련 교육 이수 1시간; 단, 영문 수료증 제출)

학력

경력

   10점(준 학사; 2년제 대학)

   20점(학사)

   30점(석사)

   40점(JD/Ph.D)

   10점(관련 경력 1년, 최대 4년 인정)

   → AML 관련 인턴십은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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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S 자격 개요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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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입력

국가

성

이름

도/시

‘*’ 이 표기된 사항은 반드시 입력합니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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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기된 사항은 반드시 입력합니다.

이름

성

부서

직책

회사 이메일

개인 이메일

회사 연락처

개인 연락처

클릭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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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s 인증을 위한 경력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기간, 업무 직책, 회사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경력 관련 Credit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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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Credits 인증을 위한 학력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응시자의 해당 학력을 입력 후 증빙서류(영문)를 첨부합니다.

학력 관련 Credit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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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Credits 인증을 위한 단계를 모두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14클릭

시험을 위한 응시자 동의서입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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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Credits 관련 최종 접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약관 확인 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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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CAMS 접수 확인서가 응시자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시험 접수 자격 승인까지는 영업일 기준 최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멤버십 비용 및 시험 응시료는 시험 자격 승인을 받은 후에 결제 하는 것을 권합니다. 

바로 결제를 하고 싶은 경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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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위한 단계입니다.

시험 응시 자격 승인을 받은 후에 결제를 진행해도 됩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멤버십 유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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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ACAMS 멤버십 선택화면 입니다.

기간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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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1,695는 Virtual Classroom이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 금액입니다.

시험 언어를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래 이미지는 영어를 선택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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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배송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국가

이름

성

주소

구, 군, 시

도/시

우편번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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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금액 확인 후 결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한 화면입니다.

1년의 ACAMS Membership과 Virtual Classroom이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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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해외결제는 입력한 주소와 결제카드의 청구지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결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클릭



# 시험 접수 후 확인사항

1. 이메일 수신 여부

2. 시험 응시 자격 승인 여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3. 신용카드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결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4.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를 해야 합니다. 시험일 지정은 대행사 Pearson VUE를
통해 진행하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761-023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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