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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우리 나주시 전 공무원은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 실현과 고객 만족 행정 실현을 위하여 고객중심의 최상의 서비스

를 제공할 것을 나주시행정서비스헌장으로 약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업무 분야별로 이행기준을 마

련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고객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하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고객의 시정참여를 위한 의견제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분야별로 구체적인�서비스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방문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제공 하겠습니다.

고객이 찾으시는 해당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시청 본관 1층 현관에 민원인 안내도우미가 근무하도록 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할 경우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고객이 쉽게 업무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청내 모든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 담당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사무실

에는 부서 명패를 게첨하고 직원은 항상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등 상냥한 말로 공손히 인사를 하고

앉을 자리를 안내하여 맞이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처리중이라도 고객을 대하게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고객과 눈을 마주치면서 “어서 오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의자를

내어 드리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양해 말씀을 전한 후 10초 이내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과 글씨를 모르는 고객을 위하여 돋보기 안경을 비치하겠으며,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민원서류를 제외하

고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해당직원 등이 민원서류 작성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고객께서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중히 “안녕히 가십

시오.”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객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방문 시 단정하고 정중한 몸가짐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민원처리에 대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와

담당자 이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항상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과 누구입니다” 라고 받겠으며, 부

득이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린 후 받을 때에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과 ○○○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통화 중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문의사항은 정확히 숙지

하여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들은 요점을 전하고 바꾸어 줌으로써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

겠으며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건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 받은 날짜와 시간,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 등

을 메모한 뒤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1시간 이내에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전

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는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등 상

황에 맞는 끝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1초 이상 경과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팩스·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우편·팩스·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접수 후 1시간 이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 서식을 제

공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절차에 대해 고객이 궁금해 하시지 않도록 우편,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부서에서 3시간 이내에 민원처리 절차 등을 전화 또는 e-

mail로 연락드리며,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중 고객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선택됨) 관광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환경

건축 상하수도 주민복지 민원 세무

차량등록 농업 영농기술정보 농기계수리 보건행정

 >  >  > 열린시정 행정서비스헌장 나주시행정서비스헌장 공통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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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ju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comm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comm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tourism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culture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librar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environment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building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water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welfare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civil_appeal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tax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car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agriculture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agriculture_technolog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agricultural_machine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_charter/naju/health


mail로 연락드리며,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중 고객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관련 법령 등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불복 또는 구제방법 신청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를 운영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 처리기간, 처리절차, 구비 서류, 수수료, 민원서식, 기타 관련법제도 등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행정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나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사무편람을 제공하여 시청에 오시지 않고도 민원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쉽게 아시게 하며, 인터넷 민원

상담을 해 드림으로써 민원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 https://www.naju.go.kr

민원행정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등 연락처를 명기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보 공개 절차�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 여부 결정(10일 이내) → 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
수수료 징수 → 공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는

나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전화를 하셨거나 방문하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자체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

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분야별 업무지침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보상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관련 공무원 또는 부서장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분야별 업무지침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보상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기준을 공무원의 과실로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지키지 못한 사유를 구두, 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해 드리겠으며

관련 공무원이 해당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분야별 업무지침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보상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보상조치 실천 방안

고객이 두번 이상 방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방문 민원인 접수처리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1차 해당부서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2차 헌장관리 총괄 부서에서 연 2회(반기)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방법

헌장 및 서비스 이행실태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 하겠습니다.

의견 제출할 곳

주 소 : (우편번호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성과관리팀

대표전화 : (061) 339-8252

팩스 : (061) 339-2803

홈페이지 : https://www.naju.go.kr

서비스 분야별 담당부서

분 야 담 당 부 서 대표전화 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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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inwon.go.kr/


관 광 관광과 339-8591 339-2811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과 339-4612 339-2922

시립도서관 교육지원과
339-4581(나 주)

339-4591(빛가람)
339-2812

환 경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

339-8921

339-8941

339-2825

339-2923

건 축 건축허가과 339-7241 339-2828

상 하 수 도 상하수도과 339-7641 339-2832

주 민 복 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339-8191

339-8471

339-2809

339-2814

민 원 시민봉사과 339-8731 339-2815

세 무 세무과 339-8531 339-2810

차 량 등 록 교통행정과 339-8871 339-2823

농 업 행 정 농업정책과 339-7311 339-2834

영농기술정보 기술지원과 339-7461 339-2837

농기계수리 농업진흥과 339-7441 339-2836

보 건 행 정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333-3003

339-2833

339-2920

339-2928

분 야 담 당 부 서 대표전화 FAX번호

고객에 의한 평가 실시

우리시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 하

겠습니다.

평가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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