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필기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 8.9.(화) 09:00 ～ 8.10.(수) 21:00

 ◉ 이의제기자에 대한 성적 재검증 결과 공개 : 8.12.(금) 09:00 ～ 18:00

 ◉ 성적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376)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의 개인별 

성적을 8.9.(화)부터 8.10.(수)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

사전공개 /이의제기)를 통해 사전공개 하오니 이 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8.9.(화) 

09:00 ~ 8.10.(수) 21:00까지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 ‧ 검증하여, 8.12.(금)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마이페이지)해 드립니다.  

  만약, 위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험성적 산출 및 이의제기 유의사항
• 개인별 성적은 OCR스캐너 판독 결과로만 산출됨
•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정답 표기 불인정)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했거나, 연필‧적색펜 

또는 농도가 현저히 옅은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등으로 답안을 표기해 미판독된 경우
  - 예비마킹을 해 중복 판독된 경우 등



붙임 2022년 국가공무원 5·7급 민경채 필기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내용

가. 득점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
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인쇄된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이 응시자 본인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쇄되지 않은 답안지를 교부받은 경우라도 
본인의 응시표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형)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 상단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고,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자필성명, 응시번호, 생년
월일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 처리됨)

라.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문제책의 과목명이 답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