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고객서비스 이행표준 이행실적 점검결과
Ⅰ. 물공급서비스

항목
 사전정보제공
▸검침(3일 이내/요청 시)
▸요금(3일 이내/요청 시)
▸댐운영(실시간)
 단수안내 및 복구
(계 획) 7일 이내
▸단수안내
(비계획) 1시간 이내
▸단수복구(24시간 이내)

이행률
실적
100% 댐용수,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댐용수) 3일 이내: 39건, 3일 이후: 0건
100% ▸(광 역) 3일 이내: 2,496건, 3일 이후: 0건
▸(지 방) 3일 이내: 136,669건, 3일 이후: 0건
▸(댐용수) 3일 이내: 50건, 3일 이후: 0건
100% ▸(광 역) 3일 이내: 2,133건, 3일 이후: 0건
▸(지 방) 3일 이내: 164,682건, 3일 이후: 0건
100%
100%
100%

▸(댐용수) 홈페이지 실시간 공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광 역) 7일 이내: 5건, 7일 이후: 0건
▸(지 방) 7일 이내: 255건, 7일 이후: 0건
역) 1시간 이내: 3건, 1시간 이후: 0건
100% ▸(광
▸(지 방) 1시간 이내: 1,254건 , 1시간 이후: 0건
역) 24시간 이내: 8건, 24시간 이후: 0건
100% ▸(광
▸(지 방) 24시간 이내: 1,508건, 24시간 이후: 0건

※ 단수 기준 : 상수도 통계 기준과 동일 적용(단수 세대가 50세대 이상)

시설물 기술진단 및 안전점검
▸ 기술진단(1건/5년)
정기점검(1회/6월)
▸안전점검 정밀점검(1회/1~3년)
안전진단(1회/4~6년)
 수질개선 노력
▸부유물 수거(30일 이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댐용수, 광역상수도
▸광역정수장(취수장 포함) 9건
▸상수도관망 13건
▸185건 : 댐(26건), 항만(3건), 수도(52건), 교량(15건),
하천(85건), 건축물(2건), 옹벽(1건), 절토사면(1건)
▸30건 : 댐(1건), 수도(11건), 하천(18건)
▸4건 : 댐(1건), 수도(3건)
댐용수
▸해당사항없음

항목

이행률
실적
 수질검사
100% 댐용수,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댐용수) 매 월 : 111건
▸수질검사
100% ▸(광 역) 매 월 : 37건
▸(지 방) 7일 이내 : 2,771건, 7일 이후: 0건
 수질정보 제공
100% 댐용수, 광역상수도
67항목
▸수질정보(수시)
100% ▸(댐용수)
▸(광 역) 190항목
▸품질보고서(연 1회)
100% ▸(광 역) 37지점
 사용승낙
100% 댐용수,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5일 이내: 18건, 5일 이후: 0건
▸사용승낙(5일 이내)
100% ▸(댐용수)
▸(광 역) 5일 이내: 123건, 5일 이후: 0건
▸급수공사(3일 이내)
100% ▸(지 방) 3일 이내: 1,787건, 3일 이후: 0건
▸급수개전(1일 이내)
100% ▸(지 방) 1일 이내: 780건, 1일 이후: 0건
□8 누수 정보제공 및 조치
100% 지방상수도
▸누수안내(전월대비 30% 초과시) 100% ▸총 205,725건 안내
▸현장출동(2시간 이내)
100% ▸2시간 이내: 10,140건, 2시간 이후: 0건
* 도서지역 제외
□9 요금고지 및 납부
100% 지방상수도
▸요금고지(7일 이내)
100% ▸7일 이내: 2,584,841건, 7일 이후: 0건
Ⅱ. 토지공급서비스

항목
 분양 관련 제반서비스
▸분양공고(점수마감일 7일전)

이행률
실적
99.9%
100% ▸7일 전 공고 : 14건, 7일 후 공고 : 0건
이내 환불 : 1,036건 , 5일 이후 환불 : 1건
▸환불조치(당첨발표후 5일 이내) 99.9% ▸5일
* 지연사유 : 신청자 환불계좌 오류입력

정보제공
▸공사진행(반기 1회)


▸준공시기(수시)
▸실시계획(수시)

100%
17.2월), 송산GC(‘17.2월),
100% ▸시화MTV(‘
구미확장(‘17.2월), 구미하이(‘17.2월), 부산EDC(`17.2월)
100% ▸해당사항 없음
100%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