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MAY FRM 시험 접수 안내
(Full Exam: Part 1+2)

www.kosfi.com , Tel: 02-76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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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enrollment fee는 최초 접수 시에만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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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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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생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을 이미 하였을 경우 로그인

시험 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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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 선택

국가/도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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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주소 입력

메일 주소 재입력

이름 입력

성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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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eser Notes로 학습 하므로 Study Material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ebook은 제공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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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eser Notes로 학습 하므로 Study Material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Part 2의 경우 ebook은 추가 구매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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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입력 (선택사항)

주소 입력

주소 입력 (선택사항)

국가 입력

도시 입력

우편번호 입력

연락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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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은 신용카드를 권장합니다.
결제 금액이 저렴하며 결제 확인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신용 카드 번호 입력

만료 월 입력 만료 연 입력

CVV or CVC 넘버
AMEX 카드: 카드 앞면 카드 번호 위 4자리 숫자
MasterCard/ Visa: 카드 뒷면 마지막 3자리 숫자

주의! Membership Automatic Renewal

GARP 멤버쉽 유지는 필수가 아닌 옵션입니다

연 단위로 $195이 자동 결제 됩니다

이는 자격증 발급과는 무관하므로
절대 체크하지 않습니다

카드에 표시된 이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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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올바른지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아래 버튼 클릭

Early Deadline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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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운전면허증 선택

여권 / 운전면허증 번호 입력

신분증에 표시된 이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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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를 메일로 받고 싶다면 체크합니다.

직업 or 학업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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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후 보관합니다.

접수 확인 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는 예시이며
지난 시험을 결제한 내용입니다.

보여지는 내용이 다소 다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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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RP 로부터 접수 확인 메일을 받았는지,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시험 접수 후 혹은 합격 후 계정 분실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
시기 바라며, 추후 문제 발생시 대처를 위하여 결제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확인 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는 예시이며
지난 시험을 결제한 내용입니다.

보여지는 내용이 다소 다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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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접수 후 확인사항

1. 이메일 수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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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ART 1은 시험 접수 완료 후 CBT 시험 일정 및 장소 선택은 필수입니다.
GARP 계정에 로그인 후 ‘My Program’의 ‘Exam Setup button‘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761-023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