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청소행정서비스헌장
무주군 청소행정 담당공무원은 우리의 고객인 군민들에게 
진실된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고객인 우리 군민은 청소행정에 대해 만족스럽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깨끗한 청소로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든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 ․ 정확 ․ 
   공정 ․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민원처리와 사무착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청소계획 수립과 수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서비스 이행표준
Ⅰ.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1. 고객께서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겠으며, 1분 이내에 
   담당부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전화를 주시면 벨소리가 3회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으며,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담당자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3. 전화는 처음 받은 직원이 응대 하겠으며, 담당자가 없는 경우
   메모를 전달하여 1시간(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3시간)이내에 고객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 청소행정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이나 불법배출․무단투기․소각․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시면 현장 조사한 후 2일 이내에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화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5 . 접수된 청소관련 민원은 3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3일 이상
   경과될 때에는 전화로 지연사유 및 처리 진행상황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Ⅱ. 생활쓰레기(일반쓰레기, 재활용품등)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
1. 일반쓰레기는 매일 05:00~15:00까지 최대한 수거 하겠습니다.
2. 재활용품(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은 매주 수요일에 수거 하겠습니다.
3. 대형폐기물(가구류 등)은 전화로 배출신고 하시면 1시간 이내로 환경
   미화원이 현지에 도착,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후 수거하겠습니다.
4. 시가지 가로청소(대로변, 골목길 등)는 매일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 농경지의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수집하여 매각한 단체․개인에게는
   재생자원 수집 장려금(폐비닐 1㎏/70원, 농약공병 1㎏/300원)을
   드리겠습니다.
6.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하여 대형마트, 점포, 음식점, 숙박업소 등
   대상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녹색장터 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Ⅲ. 청소행정의 제도 개선으로 불편해소
1. 대형 폐기물은 직접 읍․면사무소까지 가져 오시면 수수료의 50%를
   감면하여 드리겠습니다.
2.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는 지역 주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지정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Ⅳ. 청소행정 의견수렴 및 홍보 실시
1. 청소계획 수립과 추진 시 고객이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청소행정에 관한 법규 및 제도를 고객께서 알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인터넷 무주군 홈페이지 및 반딧불 소식지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서비스 이행표준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연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Ⅴ. 잘못된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및 보상
1. 금품수수나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

○ 해당 공무원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2. 공무원의 과실로 재방문 등의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 바로 사실 확인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5,000원의 교통비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3.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공무원을 연락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 시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민원(서류, 인터넷, 전화 등)신고 후 중간연락(전화 또는 우편)이

   없거나 무성의 하게 처리했을 경우



○ 조사 후 고객에게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고
○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 되었을 경우는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5,000원의 교통비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5. 쓰레기 무단투기 등 청결위반 행위 신고를 하여 주시는 경우
○ 현장을 3시간 이내에 확인하고 신고하신 고객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해
   드리겠으며, 군 조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의견제출․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 무주군청

• 환경산림과  청소행정담당  320-2335~2337
                             320-2429
• 기획조정실  법무감사담당  320-2213~2217
                           324-3333

◆ 읍․면
• 무주읍 320-2620   FAX 320-2681
• 무풍면 320-2602   FAX 320-2682
• 설천면 320-2618   FAX 320-2683
• 적상면 320-2604   FAX 320-2684
• 안성면 320-2605   FAX 320-2685
• 부남면 320-2606   FAX 320-2686

   ☞ 전화를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org) 무주군에 바란다. 
     신문고, 방명록 어떠한 게시란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