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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icensure Requirements 
Effective January 1, 2014
Effective January 1, 2014, Pathway 1 will be elimi-
nated, which will leave Pathway 2 as the sole option 
for licensure. Further, Pathway 2 will require the 
completion of 20 semester units of accounting study 
and 10 semester units of ethics study. 

These units are in addition to the 24 semester units of accounting subjects and 
24 semester units of business-related subjects.

자세한 사항은 카스아카데미 공개설명회에 참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L. 213.383.8040

LA Campus   
OC Campus

IRVINE Campus

4월 공개설명회 일정
4월1일 (월) 오후7시    213.383.8040

4월2일 (화) 오후7시    714.736.0670

4월4일 (목) 오후7시    714.730.0670

* 카스아카데미는 매월 첫째주 공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 공개설명회에 참석하시면 강의무료수강, 수강료할인, 교재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취업이민 승인 순위 
                                  2012년 12월 20일 한국일보

미국에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한인들은 국
가별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으며 취업
직종은 경영분야의 시장조사 분석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중략)
한인 노동허가 취득건수를 직종별로 보면 
시장조사 분석가, 회계사. 감사, 성직자,운
영관리 조사 분석가, 전자엔지니어, 의료시
술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 시장조사 분석가      
2. 회계사,감사           
3. 성직자                 
4. 운영조사 분석가     
5. 전자엔지니어         
6. 의료시술사            
7. 주방장,수석요리사   
8. 육류 및 가금류가공사 
9. 컴퓨터엔지니어        
10.그래픽 디자이너      

57,423
67,242
37,225
66,494
92,445
37,888
44,963
16,493
94,647
51,818

       직   종               연봉($)

한-미 FTA, 한-EU FTA 체결과 함께 국내 서비스 산업 개방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비슷한 자문 서비스 업종임에도 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
인의 표정이 완전히 다르다. 로펌들은 “대형 외국 로펌들의 진출로 국내 
로펌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다”며 걱정하고 있지만, 회계 법인들은 
“ 문을 열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처럼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까닭은 회계 법인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개방이 이뤄졌기 때문. 흔히 ‘빅4’로 불리는 국내 4대 회계 법인은 이미 
모두 외국 회계법인과 업무 제휴를 맺고 있다. 이들 회계 법인은 이미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 소지자들을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회계제도나 IFRS(국제회계기준)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대해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AICPA들을 위한 넓은 자리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AICPA 수요는 한미 FTA의 본격 시행과 함께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과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국 회계사가 맡아야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
다. 업계 관계자는 “FTA가 시행되면 좋든 싫든 제도, 법, 관행 면에서 
미국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법률, 회계등 서비스 컨설팅 면에 
있어서는 미국식 스탠다드가 생활 깊숙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미 FTA, 미국회계사(AICPA)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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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ampus
2012년 세금보고를 카스아카데미
에서 하시는 카스아카데미 모든 수
강생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세금보고
시 최대 50% 까지 디스카운트 혜택
을 드립니다.

LA캠퍼스 213.383.8040   

New LA Campus 
LA캠퍼스가 이전하였습니다. 
새 캠퍼스 주소는 
4201 Wilshire Blvd STE 61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3.8040

OC Campus (Buena Park)
Regulation released
문제풀이반 개강
지난달 FARE Released 문제풀이반 개강에 
이어 3월 부터 Regulation 문제풀이반을 OC 
캠퍼스에서 개강합니다.
실전문제를 풀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실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것 입니다. 

문의전화 714.736.0670
하종철원장 jcha@cascpa.com

다음은 CPA LICENSING APPLICANT HANDBOOK 의 page 31 에 있는 
내용입니다.

TYPE B APPLICANTS - TRANSFER OF EXAMINATION GRADES AND/OR 
LICENSE STATUS
Under Section 5082.5 of the California Accountancy Act, the Board may give 
credit to an applicant who has passes the examination in another state or terri
tory, if the members of the Board determine that the standards under which 
the examination was held are as high as the standards established for the 
examination in California.

Applicants who passed the exam in a state other than California must have their 
Uniform CPA Examination grades transferred to California. An Authorization 
for release of Examination and Licensure Information must be completed by an 
official of the state of origin, and it must be mailed directly from the state of 
origin 
to the 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 This form is available in the application 
for licensure package or on the Board’s Web site at www.dca.ca.gov/cba. 
Applicants who passed the exam in a state other than California may only apply 
for licensure under Pathway1 or Pathway 2. The Type B Checklist is posted on 
the Board’s Web site.

위의 색칠된 부분을 보시면 , 타주에서 시험을 보신 분은 만약 그 주의 시험
Requirement 가 캘리포니아와 비슷하다고 보드에서 판단되어질 때 캘리포니
아로 시험을 Transfer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Requirement 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주에서 시험을 
보시고 시험 합격 후 캘리포니아 자격 요건을 갖게 되면 Transfer 를 시키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점요구사항 때문에 타주에서 시험보시면 Transfer 가 
안 될 수 있으니 이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주에서 시험합격 후 캘리포니아주로 
Transfer 할때 주의해야 할점.

2012년 등록생 현황 통계가 나왔습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현재 등록생 
중 비전공자가 75%이며 비지니스,이코노믹 전공자는 15% 그리고 
나머지 10%가 회계전공자입니다. 
카스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은 비전공자 분들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되
어있으며 선생님들도 비전공자 분들에게 맞추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 분들은 합격시까지 평균 1년2개월 시간이 소요되며 직장인
분들은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정도 소요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카스아카데미 장학금제도
카스아카데미 전 캠퍼스 등록 학생들에
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등록하신 날로
부터 1년6개월이내에 전과목을 불합격 
없이 한번에 합격하시면 장학금 $1,000 
을 드립니다. 
합격하신 후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캠퍼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