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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ASS  AAccaaddeemmyy



CAS AcademyCAS Academy는는
1. 12년 전통의 미주 최대 회계 세법 전문 학교

1999년 설립되어, 12년 동안 650명의 수강생과 300명 이상의 공인회계

사를 배출한 미주 최대 회계 세법 전문학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에13,000스퀘어 피트의 제 1 캠퍼스와 최고시설을 갖춘 제 2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넓은 공간과 쾌적한 공부환경, 15 명의 최고강사진으

로 구성되어 공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드시 학교에 오

셔서 상담을 하고 수강 스케쥴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학원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져, 나중에 엄청난 불이익과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2011년 까지 라이브 강의 스케쥴이 확정되어 믿

을 수 있는 학교, 10년 20년 뒤에도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립

니다.

2. 비 전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CAS 수강생의 80%는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비 전공

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함없이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 전공하신 분들이 1년안에 자격조건을 갖

추어 거주하시는 주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상담시 스케쥴을 짜드

립니다.  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활동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의

CPA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다른 주를 통해 시험을 보시게되면, 라이

센스 절차가 훨씬 복잡하여, 라이센스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게는 1

년에서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CAS Academy는 학점과 시험준

비를 동시에 마치게 되는 미국내 유일의 CPA Review교육기관입니다.

3.  짧은 시험 준비기간

총 1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자의 경우 8개월에서 10개월, 비

전공자의 경우 1년이면 학점과 시험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매일 두

과목 이상의 라이브 강의 및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자체 제작 부교재

와 수시 특강을 제공하며, 최강강사진의 명품 강의로 수험준비기간을

최대한 줄여 드립니다.  미국 내 유일의 유효기간 없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편리한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4.  편리한 페이먼트 플랜

CPA시험준비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CASAcademy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적은

다운페이먼트와 12개월 무이자 페이먼트 플랜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등록시 수강생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다운 페이먼트와 페이먼트를 조절,

개인별 맞춤형 플랜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빠른 시간내에 시험을 준비

하시고, 페이먼트는 천천히 내실 수 있는 편리한 플랜은 CAS Academy

만의 자랑입니다.

5.  합격후 CAS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지원

CAS Academy는 로스앤젤레스 본교에서만 300여명이 넘는 공인회계

사를 배출한 자타가 공인한 최고의 CPA Review교육기관입니다.  12년

간 수 많은 졸업생들이 로스 앤젤레스 및 오렌지 카운티의 회계법인에

진출해 있으며, 그 졸업생들이 지금 후배 수강생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

다.  로스 앤젤레스 근교에만 250여개 회계법인과의 네트워크를 맺고

있으며, Accountant가 필요시 CAS Academy로 직접 연락을 주고 계십

니다.  빠른 시험합격과 취업지원은 CAS만이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

습니다.



OOrraannggee   CCoouunnttyy
IAU’s branch campus in Orange County, CA, is approximately 48 miles south of the Los Angeles main campus. Orange County is the
second most populous county in California, behind Los Angeles County.

Orange County is home to entertainment and shopping attractions such as the Irvine Spectrum, South Coast Plaza, Disneyland, and
The District at Tustin Legacy. The John Wayne Airport is conveniently less than 7 miles away.

Irvine, because of its good schools, jobs and housing, was chosen in 2008 by CNNMoney.com as the fourth best place to live in the
U.S. In June 2009, the FBI reported that Irvine had the lowest violent crime rate among cities in the United States with populations of
more than 100,000, while in August 2008 the Census Bureau ranked Irvine as having the seventh highest median income among
cities in the U.S. with populations of more than 65,000.

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s main campus is located in the heart of Los Angeles, adjacent to Hancock Park, a
historic and affluent urban neighborhood in Los Angeles.  One can see the famous “Hollywood” sign and Griffith
Observatory in the near distance from the office windows.

Los Angeles is a world center of business, international trade, entertainment, culture, media, fashion, science, tech-
nology, and education. It is home to renowned institutions covering a broad range of professional and cultural
fields, and is one of the most substantial economic engines within the U.S.  As the home base of Hollywood, it is
known as the "Entertainment Capital of the World", leading the world in the creation of motion pictures, television
production, video games, and recorde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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