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Y FOR THE UNIFORM
CPA EXAMINATION?
Candidate Checklist & Tips
for Taking the Uniform CPA Examination

Scheduling Your Exam?

Plan Ahead

your test session early - as
 Schedule
soon as you receive your Notice to

Schedule (NTS) – at www.prometric.com/
cpa. This website is available 24/7 and
can also be used to cancel or reschedule
appointments.

to schedule your exam during the
 Try
first month of a testing window; this can

reduce the stress of last minute changes or
weather events, power outages, etc. at the
end of a testing window.

to schedule your appointment on
 Try
off-peak days (Tuesday, Wednesday or

Thursday). You are likely to find more
appointment times available and a less
hectic test center. When possible, visit the
test center in advance.
Make sure you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examination testing time (the time
designated for the examination section)
and appointment time (examination time
plus 30 minutes allocated to the log-in
and survey). For example, the testing
time for Auditing and Attestation is 4.5
hours; the appointment time will be for
5 hours. The additional 30 minutes is the
time allowed to enter your password, read
the introductory screens and complete the
examination survey. It is not additional
testing time.

Be Familiar with Examination Content
and Software






Review the Content Specification Outline (CSO) at www.cpa-exam.org.
Read the Candidate Bulletin at www.nasba.org and be familiar with all of its terms and conditions.
You are required to review the Uniform CPA Examination tutorial and sample tests at
www.cpa-exam.org. Thorough familiarity with the examination’s functionality, format and directions
is required before candidates report to test centers. Failure to follow the directions provided in the
tutorial and sample tests, including the directions on how to respond, may adversely affect candidate
scores.
Software functions are unique to the CPA Examination and will not be the same as on your home
or work computer. While the test center staff is responsible for the equipment delivering the
examination to candidates, they are not familiar with software functions that are unique to the CPA
Examination. Test center staff cannot help you with examination software functions.

On Examination Day

 Be well rested.
Bring the correct Notice to Schedule (NTS) for the
 exam section scheduled. You will not be able to
test without the correct NTS.



Bring two forms of acceptable identification
(review the list on the NTS and in the Candidate
Bulletin).

sure your name on the Notice to Schedule
 Make
(NTS) is exactly the same as on your identification
documents. Any name discrepancies or ID issues
must be resolved before the examination by
contacting NASBA at 1-866-MY-NASBA (1-866696-2722).

you enter your password to begin the
 After
exam, you must proceed through the subsequent

introductory examination screens without delay.
You will have 10-minutes to read the introductory
screens. If the 10-minute limit is exceeded, the
test session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If the
session terminates, it will not be possible to
re-start the examination and you will have to
reapply to take your scheduled section.



No food or beverages are allowed in the test
center; make sure you eat before arriving for
your test. You cannot eat during your test.

Who to Contact
the Confirmation of Attendance form issued
 Keep
after the examination as it provides valuable
contact information. As directed on this form,
report any examination incidents/concerns in
writing.
equipment issues to Prometric test center
 Report
staff without delay. Don’t try to fix the problem

yourself and don’t spend examination time thinking
about it before you report it.

about test questions should be directed
 Concerns
in writing to the AICPA either by FAX at (609) 6712922 or by mail at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230 Parkway Ave., Suite 311,
Ewing, NJ 08628. Send your letter or FAX within 4
days of the test date and be sure to provide your
mailing address and your Examination Section ID
number. You must provide enough information to
allow the AICPA to identify the test question or
simulation; for example - “question number 18 in
the second testlet”; or “the Audit Procedures tab
in the first simulation”. You should provide a brief
explanation of your concern but do not include the
exact wording of the test question or simulation.
any other problem experienced during the
 For
session, contact NASBA within 5 days from the date
of your appointment via email at candidatecare@
nasba.org. Please be sure to provide your
Examination Section ID number (recorded on your
Notice to Schedule), jurisdiction, date of your
exam, and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issue. You
may also call (866) MY-NASBA (866-696-2722).
Do not wait to receive your scores before notifying
NASBA of your issue.

◎시험 계획세우기
◊미리 준비하기
1. Test session 이 언제가 될지 일찍 계획하라 – Notice to Schedule (NTS)를 받자
마자 할 것 (주소; www.prometric.com/cpa). 이 사이트 주소는 24시간/일주일 내
내 이용가능하며 시험을 취소하거나 다시 계획을 잡을 때도 이용 가능하다.
2. 되도록 Testing window의 첫 번째 달에 시험계획을 세워라; 이 방법은 마지막 달
testing window에 시험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마지막 순간 불가피한 사정, 천재지변,
정전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 대비하기 유리하다.
3. 한산한 요일로 시험날짜를 준비하라(화요일, 수요일이나 목요일). 보통 사람들은 시
험가능 한 날이 더 많거나 좀 더 덜 번잡한 시험장을 선호한다. 가능한 한 미리 시
험장에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시험 전 examination testing time과 appointment time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다. examination testing time은 시험자체시간을 의미하고 appointment time
은 시험시간에 log-in과 survey를 하기 위한 시간(30분)을 더한 시간이다. 예를 들
어, Auditing and Attestation 의 testing time이 4.5시간이라면 appointment time은
5시간 정도가 되는 것이다. 추가적인 30분은 수험생들에게 password를 입력하고
난 후 서문(Introductory screen)을 읽고 examination survey를 완성하는 시간이지
testing time의 연장시간은 아닌 것이다.

◊시험 내용과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질 것
1. www.cpa-exam.org 에 들어가서 Content Specification Outline (CSO) 살펴보라.
2. www.nasba.org에 있는 Candidate Bulletin을 읽고 모든 용어와 조건에 대해서 익숙
해져라.
3. www.cpa-exam.org에 있는 Uniform CPA Examination tutorial과 sample test를 풀
어보는 것이 좋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 시험의 성격과 포맷, 방향 등에 익숙해
져 가는 것이 좋다. Tutorial 이나 sample test에 나오는 시험방향이나 답변하는 방법
등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간다면 이것은 수험생의 성적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
다.
4. CPA Examination의 Software기능은 집에서나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에서와는 다르다.
시험장 직원들이 수험생들에게 장비를 가져다 주는 것에는 책임이 있지만, 그들은 시
험 software의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다. 시험장 직원들은 시험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

해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 시험당일
1.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2. Notice to Schedule(NTS)를 가져갈 것. NTS없이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
3. 두 가지 종류의 신분증을 가져갈 것. (NTS에 있는 list와 Candidate Bulletin에서 체
크해볼 것)
4. 신분증과 NTS에 적혀있는 이름이 똑같은가 확인 할 것. 이름이 불일치하거나 신분증
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시험 전 NASBA에서 확인해 볼 것; 1-866-MY-NASBA (1866-696-2722)
5. 시험시작 후 password를 입력하고 난 뒤, 과정을 따라 지체 없이 introductory
screen에 접속하여 10분간 Introductory screen을 읽는다. 만약 10분을 초과했을 경
우, test session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만약 session이 종료된다면, 다시 시험을 시
작하기란 불가능하고, 수험생은 다시 시험을 보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한다.
6. 음식이나 음료수는 들고 들어갈 수 없다; 시험장에 도착하기 전에 먹을 것. 시험도중
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누구와 연락할 것인가
1. 시험 이후 Attendance form의 확인서를 간직하는 것이 좋다. Attendance form에는
연락 가능한 정보가 적혀있다. 이 확인서의 지시사항에 따르면, 시험 중 우발적인
사건이나 라이팅에 대한 의문점등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
2. 시험장 직원에게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체 없이 보고하라. 수험생 스스로 문제점
을 해결하려 하거나 시험시간을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느라 낭비하지 마라.
3. 시험문제에 대한 의문사항은 AICPA에 FAX (609-671-2922)나 우편(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230 Parkway Ave., Suite 311, Ewing,
NJ 08628)으로 보내라. 시험을 보고 난 후 4일안에 의문사항을 보내고 당신의 주
소와 Examination Section ID number를 함께 보내라. 의문사항이 드는 시험문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 “두 번째 testlet의 18번 문제”;
또는 “첫 번째 simulation에 있는 Audit Procedures tab”. 시험문제나 시뮬레이션
의 정확한 단어를 표기하는 것보단 의문사항이 드는 문제에 대해 왜 이상하다고 생
각하는지 짧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4.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시험날짜로부터

5일안에

NASBA로

메일

(candidatecare@nasba.org)을 보내라. 메일을 보낼 때는 당신의 Examination
Section ID number(NTS에 표시되어 있음), 응시하는 주, 시험날짜와 함께 문제점
에 대한 설명을 보내라. (866) MY-NASBA (866-696-2722)로 전화문의도 가능하
다. NASBA로부터 문제점이 확인이 되기 전까진 시험성적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