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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이란?

나주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운영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

다.

도입목적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공급자 중심 → 수혜자 중심)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 참여에 의한 국민요구의 수용으로 고객위주의 서비스 제공

도입경과

외��국 : 1990년대 초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우리나라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998년 6월부터 도입하여 추진

1998. 6. 30. 대통령훈령 제70호�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

나주시 :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하여 1999년 7월부터 도입하여 추진

운영경과

기간 운영내용

1999. 6. 14. 나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 제정 민원, 보건행정서비스헌장 제정

2000. 1. 22. 민원, 보건행정서비스헌장 개정

2000. 7. 1. 세무행정 등 13개 서비스헌장 제정

2001. 8. 1.

관광행정 등 3개 서비스헌장 제정

농업행정 등 3개 서비스헌장 개정

2008. 8. 19.

주민생활지원서비스헌장 제정

17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2011. 7. 12. 나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 개정

2011. 7. 21. 행정서비스헌장 통합 및 개정(18개 → 14개)

2012. 10. 23. 민원행정 등 14개 서비스헌장 개정

2015. 4. 24. 민원행정 등 14개 서비스헌장 개정

2019. 1. 9. 민원행정 등 12개 서비스 헌장 개정

2023. 2. 13. 민원행정 등 15개 서비스헌장 개정

행정서비스헌장 마크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개선의 결과로 자연과 조화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민의 모

습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 하였으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행정기관의

의지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음

명칭 : 행정서비스헌장마크(약칭 : 헌장마크)

 >  > 열린시정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이란?행정서비스헌장이란?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meaning


명칭 : 행정서비스헌장마크(약칭 : 헌장마크)

영문표기 : Public Servic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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