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깨.말.자. LETTER(12월)

CEO와 함께하는
청렴윤리 & 고객만족
담당부서 : 경영기획실 기획파트
담당자 : 안유림(청렴윤리), 김혜영(고객만족)

깨.말.자 LETTER?
공사의 깨끗하고 친절한 기업문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월 발행하는 ‘청렴윤리’ 및 ‘고객만족’ 관련 CEO 레터입니다.
공사에서 높은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를 위해 진행하는 계획 및 행사 등을 안내하고,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뉴스 등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언제든 알고 싶은 정보, 함께
하고픈 이슈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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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레터
*12월 청렴레터는 청렴지기 우수활동자(한류관광TF팀 조미숙대리) 인터뷰입니다

Q1. 더 나은 청렴지기 활동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청렴지기는 소속팀을 대표해서 청렴시책을 듣고,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 때문에 청렴지기를 선발할 때 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 청렴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팀원을 뽑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서무를 청렴지기로 뽑거나, 즉흥적으로 청렴지기
역할을 정하기보다는 1년 동안 청렴시책을 잘
챙길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

Q2. 올해 처음 실시한 청렴표어공모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TEST의 반응은?
·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어렵고, 막연했지만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있어서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 청렴표어는 캘리그라피로 만들어져 쉽게 눈에 띄게 만들어서 좋고, 청탁금지법 TEST는
대충만 알던 청탁금지법 내용을 세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새로운 시책들이 많아서 청렴지기의 역할이 올 한해 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팀원들에게
새로운 시책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팀의 참여도나 이해도가 크게 달랐으니까요.

Q3. 내년도 청렴지기 활동이나 청렴정책으로 추진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 청렴투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렴교육이나 워크숍 등은 모두 일반 기업들에서 하고
있다면, 관광공사의 특색을 살려 청렴과 관련된 인물의 유적지나 코스 등을 실제로
체험하면 차별화된 정책이 될 것 같아요.
·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과 같은 인물은 남양주에 투어코스가 마련돼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청렴이 아닌 몸소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이 추가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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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레터

SNS소통관제? 그게 뭐야?

Q1. ‘SNS소통관제’란?
· 2018년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SNS소통관제’는 SNS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고객,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민원을 즉각 처리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성남시 SNS소통관제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이미 시민 편익증대와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우수행정 정책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공사는 각 부서의 CS소통리더를 중심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며, CS리더들은 주요 부서
민원처리와 공사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는 CS소통리더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Q2. 경기관광공사 SNS소통관 명칭은?
· 경기관광공사를 대표할 SNS소통관의 명칭,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친숙한 명칭을 정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진행하였다.
공모 접수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접수기간 7일 동안 총 524개의 네이밍이 접수되었으며,
홈페이지 게시글의 단기간 조회수는 2,200회를 돌파했다.
예비 심사는 CS소통리더, 최종 심사는 전 직원이 참여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를 알아보자.
명칭
GTOgether

의미

시상

공사와 함께, 같이, 서로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며 소통하자는 의미

최우수

톡투미(美)경기

경기도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공사 SNS소통관을 의미

우수

GTOry(G토리)

GTO와 story를 결합, 공사 관련 소식,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가자는 의미

우수

경기愛놀러와樂

'경기도에 놀러와라'는 청유형 문장을 활용하여 내외부 고객참여 유도하는 명칭

소통상

경기관광톡앤통
(Talk&通)

톡(talk)과 소통의 통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

소통상

· CS 한마디
누군가에게는 SNS가
‘유일한’ 소통창구일
수 있다.

CS추진위원회(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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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