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고객서비스 이행표준 이행실적
Ⅰ. 물공급서비스

항목
 사전정보제공

이행률
실적
100% 댐용수,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댐용수) 3일 이내: 76건, 3일 이후: 0건
▸검침(3일 이내/요청 시)
100% ▸(광 역) 3일 이내: 613건, 3일 이후: 0건
▸(지 방) 3일 이내: 22,338건, 3일 이후: 0건
▸(댐용수) 3일 이내: 82건, 3일 이후: 0건
▸요금(3일 이내/요청 시)
100% ▸(광 역) 3일 이내: 704건, 3일 이후: 0건
▸(지 방) 3일 이내: 32,944건, 3일 이후: 0건
 단수안내 및 복구
99.8%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역) 7일 이내: 6건, 7일 이후: 0건
(계 획) 7일 이내 100% ▸(광
▸(지 방) 7일 이내: 232건, 7일 이후: 0건
▸단수안내
▸(광 역) 1시간 이내: 8건, 1시간 이후: 0건
(비계획) 1시간 이내 99.5% ▸(지 방) 1시간 이내: 1,843건, 1시간 이후: 9건
* 지연사유: 단수 복구 선 처리 후 안내
역) 24시간 이내: 14건, 24시간 이후: 0건
▸단수복구(24시간 이내)
100% ▸(광
▸(지 방) 24시간 이내: 2,084건, 24시간 이후: 0건
시설물 기술진단 및 안전점검 100% 댐용수, 광역상수도
▸ 기술진단(1회/5년)
100% ▸ 광역정수장(취수장 포함) 10회, 관망 0건
항만(3건), 수도(50건)
정기점검(1회/6월) 100% ▸ 146건 : 댐(23건),
하천(68건), 건축물(2건)
▸안전점검 정밀점검(1회/1~3년) 100% ▸ 60건 : 댐(2건), 수도(10건), 하천(48건)
안전진단(1회/4~6년) 100% ▸ 26건 : 댐(6건), 수도(18건), 하천(2)
 수질검사
100% 지방상수도
▸수질검사(7일 이내)
100% ▸ 7일 이내 : 387건 , 7일 이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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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행률
실적
 사용승낙
100% 댐용수,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5일 이내: 4건, 5일 이후: 0건
▸사용승낙(5일 이내)
100% ▸(댐용수)
▸(광 역) 5일 이내: 125건, 5일 이후: 0건
▸급수공사(3일 이내)
100% ▸(지 방) 3일 이내: 1,188건, 3일 이후: 0건
▸급수개전(1일 이내)
100% ▸(지 방) 1일 이내: 1,178건, 1일 이후: 0건
 누수 정보제공 및 조치
99.7% 지방상수도
▸누수안내(전월대비 30% 초과시) 100% ▸총 190,590건 안내
이내: 3,868건, 2시간 이후: 27건
▸현장출동(2시간 이내)
99.3% ▸2시간
* 지연사유: 수용가 요청에 따른 출동시간 조정
 요금고지 및 납부
100% 지방상수도
▸요금고지(7일 이내)

100% ▸7일 이내: 2,632,151건, 7일 이후: 0건

Ⅱ. 토지공급서비스

항목
이행률
실적
 분양 관련 제반서비스
100%
전 공고 : 4건, 15일 후 공고 : 0건
▸분양공고(점수마감일 15일전) 100% ▸15일
* 구미확장 2건, 송산GC 1건, 시화MTV 1건
이내 환불 : 1,389건 , 5일 이후 환불 : 0건
▸환불조치(당첨발표후 5일 이내) 100% ▸5일
* 송산GC 656건, 시화MTV 733건
 정보제공
100%
송산GC(‘15.1월)
▸공사진행(반기 1회)
100% ▸시화MTV(‘15.1월),
구미확장(‘15.1월), 구미하이(‘15.1월)
▸준공시기(수시)
▸실시계획(수시)

100% ▸해당사항 없음
100% ▸송산GC 실시계획 변경 고시(‘15.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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