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FA 맴버쉽

갱신절차안내



화살표와 같이 Membership 타일(항목)을

클릭하여 Membership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Membership 타일(항목)에 접속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https://info.cfainstitute.org/apacrenew.html

2. https://www.cfainstitute.org/ 사이트에 접속하

여 로그인 후 “My Account” 클릭

맴버쉽 관리 화면 (내 계정)

https://info.cfainstitute.org/apacrenew.html
https://www.cfainstitute.org/


오른편 스크린샷을 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멤버쉽이 만료된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CFA Institute와 Society 멤버쉽의

중요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아래 부분은 현재 혹은 가장 최근까지의 멤버쉽

보유 현황을 알려줍니다. 

맴버쉽 관리 화면 – 연간 맴버쉽 갱신 화면



개인 정보 및 직업 정보 확인

Renewal의 첫 번째 단계로 개인 정보 및 직업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Continuing Education (CE) 

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 CE 증명 관련 항목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 기입 및 항목 선택 후 “Save and continue” 버튼을 눌러

주세요.



필수 항목을 모두 기입하지 않으면 “Save and 

continue”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Primary Phone Number 입력시 국가번호와 지역번

호를 선택 후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 정보 확인/입력



직업 정보는 이곳에서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

을 모두 기입하지 않으면 “Save and Continue”을 누르실 수

없고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직업 정보 확인



두 번째 단계로 Professional Conduct Statement (PCS)를

완료해야 합니다. 각 질문 별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증명 – CFA 협회 Professional Conduct 선언



증명 – CFA 협회 Membership Agreement

CFA 협회 Membership Agreement 를 읽고 동의하면

작은 박스를 클릭 후 “Save and Continue”로 넘어갑니다.



선택 – 멤버쉽 선택 및 결제 금액

세 번째 단계로, 가장 최근 가입한 멤버쉽과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gular 멤버는 Society를 변경, 제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부금을 내기 원하는 멤버는 기부 금액을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 고용인에 의한 지원 여부

네 번째 단계로, 

결제 카드 정보를 입력하세요. 결제 금액과

가입을 원하는 Society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서 멤버쉽 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항목을

체크해주세요.



“Place Order”버튼을 누르기 전에

결제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결제



결제가 되면 주문 확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 “What’s Next?”를 누르면 CFA협회 멤버 혜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Download Receipt”를 누르시면 영수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 주문 확인



내 계정 – 멤버쉽 타일, 결제 타일, 영수증

Membership Tile(멤버쉽 타일)을 클릭하여 Society 멤버쉽이 Renew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Payments Tile로 가시면 결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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