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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생, TOEIC 성적 미리 미리 등록하라 전해라~
국가고시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안내
불안한 경제상황을 증명하듯 나날이 치솟는 공무원의 인기! 공무원 시험에 영어 성적이 필수라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혹시 이 성적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나?

2017년을 목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무원 씨는 2017년부터 7급
공채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졸업 직전에 TOEIC 800점을 따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영어는 해결, 다른 과목에 더욱 집중하면 될 터였다. 그런데 이
를 가만히 지켜보던 무원씨 동생이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한다.
“시험 언제 봤는데?
2017년이면 유효기간 지나는거 아냐?………”

아뿔싸, 성적유효기간!!!!
성적유효기간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무원 씨.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
무원 씨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등록>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모른 채……

Q. 영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제란?

차수

등록기간

성적제출대상

TOEIC 등 외국어 성적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1

2016.01.04.09:00
~01.13.18:00

2014.02.01이후
실시된 시험

2

2016.02.01.09:00
~02.10.18:00

2014.03.01이후
실시된 시험

3

2016.03.02.09:00
~03.11.18:00

2014.04.01이후
실시된 시험

4

2016.04.01.09:00
~04.10.18:00

2014.05.01이후
실시된 시험

5

2016.05.02.09:00
~05.11.18:00

2014.06.01이후
실시된 시험

6

2016.06.01.09:00
~06.10.18:00

2014.07.01이후
실시된 시험

7

2016.07.01.09:00
~07.10.18:00

2014.08.01이후
실시된 시험

8

2016.08.01.09:00
~08.10.18:00

2014.09.01이후
실시된 시험

9

2016.09.02.09:00
~09.11.18:00

2014.10.01이후
실시된 시험

10

2016.10.04.09:00
~10.13.18:00

2014.11.01이후
실시된 시험

11

2016.11.01.09:00
~11.10.18:00

2014.12.01이후
실시된 시험

12

2016.12.02.09:00
~12.11.18:00

2015.01.01이후
실시된 시험

주는 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
해 2015년 5월 6일에 공고했다.

Q. 사전등록, 꼭 해야 하나?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
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
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미리 성적을 등록해 놓는게
안전하다. 만약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보유한 성
적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TOEIC 900점이라도 활용
할 수 없다.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
리 등록하자!

Q. 언제 등록하지?
아무때나 성적을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험생들
은 제출대상에 따라 1월 4일부터 총 12회차로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등록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
으므로 해당되는 등록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자. 자세
한 일정은 오른쪽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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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등록 일정은 2016년 12월 말에 공지 예정

확인/수정기간

등록기간 종료 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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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이제 등록해볼까?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gosi.go.kr/ 로

5. 등록할 성적 선택 < 개인정보 3차 제공 동의 클릭

그인 < 마이페이지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클릭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주민등록번호 인증 < 영
어사전등록 < TOEIC 클릭
6. 조회된 성적 확인 후 등록

3. 시행사 성적조회 클릭

4. 시행기관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주의!
사용자가 응시 일자, 수험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성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 기간 이후 1회에 한
하여 추가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등록내
역/조회결과 확인에서 등록 마감 이후부터 성적이 유
효하게 조회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더 자세
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참
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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