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사례

(9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객 매우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칭찬해주신 고객님 감사합니다.
9월 - ①
박o혁

2019. 9. 23.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이여진 대리

광주지역본부 직원 칭찬의 글
안녕하세요
서비스탑이라는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oo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채용시 사업주훈련 지원을 받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
공단 광주지역본부 이여진님의 친절에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처음 글을 남깁니다.
이전 담당자분과는 다르게 사업주훈련의 피드백을 잘해주십니다. 기존 다른분은 과정신고시
서류미흡등이 있을때 전산상에서 반려만하고 피드백이 없다보니 전산에 직접 들어오기 전에는
승인이 된건지, 어떤 서류가 미흡한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여진님은 매번 전화로
반려된 내용과 함께 잘 알려주십니다.
또 당일은 실시신고 문제로 꼭 과정신고 승인처리가 되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하니 상위자분께 보고하여 승인처리 후 직접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작다면 작을 수 있으나 이런 작은 차이가 저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귀찮음을 감수하는
작은 노력들이 귀사의 기업정신을 드높이고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 ②
김o호

칭찬일자

2019. 9. 24 .

경기지사 사업주훈련부

칭찬직원

성향자 대리

경기지사 직원 칭찬의 글
화성에 위치한 (주)델코코 입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산업인력공단 교육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절차에
대해 모르는것들이 많은데.....
성향자 대리님께서 항상 웃으시면서, 밝게 너무 잘지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 - ③
정o균

칭찬일자

2019. 9. 26 .

경기동부지사 직업능력개발부

칭찬직원

김정숙 차장

경기동부지사 직원 칭찬의 글
존경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친절하고 자질있는 역량
관리에 신경 써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정oo 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9년04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성남에 2019년도 우수
숙련기술자신청 접수를 위해 방문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수숙련인의 활성화를 통해 각업체와 학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조금 이나마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수숙련인들의 활동이 많다 할지라도 숙련인들의 신기술이
활용이 안돼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줄 수 없다면 이 또한 마음저리는
일 아닌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절실한 마음에 방문 접수하여 상담을 마치고 빠진 서류를 서둘러 제출 하고
돌아 왔지만.
더 고마운 것은 담당자님이 접수에서 접수로 끝난게 아닌 우수숙련기술자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냈는지 정말 꼼곰하게 체크하시고 빠트린게 없는지
살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시는가보다 했지만, 서류가 빠진게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 하였습니다.
접수할 책의 페이지가 100페이지 이상 됐지만 한 장 씩 넘기는 모습에서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은 물론 접수자들한테도 기회와 희망을 주는 고마움에
시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칭찬 주고 싶은 주인공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에 김정숙 차장님 이십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님!
여러 부처의 정책과 현안들의 고민과 기대감은 누구보다도 크실것으로 압니다.
책임감 있고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하여금 감동 받는 사람이 많다면
고민과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중에도 고분분투 하시는 김동만 이사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먼저 진심어린 존경과 심심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 o o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