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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 현대적 
디지털 서비스 
2023년 1월 3일 미디어 문의 

앨버타주 주민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각종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자신의 필요, 기대 및 우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앨버타주 주민들은 이제 각종 급여 관리, 적정 비용의 주택 및 탁아 서비스 찾기, 운전면허증 갱신 
등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디지털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앨버타주의 기술 및 혁신 부문은 경제적 다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다. 정부가 기술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앨버타주 정부는 각종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전략은 정부 
전반에서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다. 

공공 온라인 설문조사와 아울러 앨버타주 정부는 앨버타주 정부 부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해 기술 산업 지도자, 고등교육 기관, 보건의료 단체, 원주민 공동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과 아이디어는 앨버타주 디지털 전략(Alberta’s Digital 
Strategy)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동 설문조사는 앨버타주 주민을 대상으로 1월 24일까지 시행된다. 

간추린 사실 

• 앨버타주 디지털 전략은 앨버타주가 기술 팀, 절차, 그리고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 접근법 등을 현대화하는 작업의 지침이 된다. 

• 온라인 서비스는 근무 시간을 할애하여 출타하고 탁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필요를 없앰으로써 앨버타주 주민의 시간과 돈을 절약해준다. 

• 현재 앨버타주 주민이 언제 언디서나 각종 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 서비스는 70여 종이다. 

o 2019년 봄부터 30종의 정부 서비스가 온라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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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혁신부(Technology and Innovation)는 현재 다른 부처들과 협력하여 
새해에 추가로 20여 종의 서비스를 온라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o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웹사이트 alberta.ca를 통한 정부 서비스 
이용이 300%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접근은 500% 
증가했다. 

o 최근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75%는 각종 정부 서비스가 
온라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정보 

• Digital Strategy Engagement(디지털 전략 참여) 
  

 

이 발표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기 
앨버타주 정부 기자회견실 
정부 연락처  
구독 해지  

 

https://www.alberta.ca/digital-strategy-engagement.aspx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alberta.ca%2Frelease.cfm%3FxID%3D86227B604FDA6-E9A7-CA5D-8FE32B1FF9FB0066&data=05%7C01%7CAgnes.Nakitende%40gov.ab.ca%7C234454f23614404226ea08daedb8d936%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808367540695586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gOcgjO7kialH%2F03uMVYmO6jUOZTeYE%2FgG%2BbOC4o%2FPs%3D&reserved=0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alberta.ca%2Fannouncements.cfm&data=05%7C01%7CAgnes.Nakitende%40gov.ab.ca%7C234454f23614404226ea08daedb8d936%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808367540695586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DdiSrWwfeu%2Bd0t5V%2BreWKLH5NVZ3W4Halh7cm6RiLgA%3D&reserved=0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alberta.ca%2Fcontact.cfm&data=05%7C01%7CAgnes.Nakitende%40gov.ab.ca%7C234454f23614404226ea08daedb8d936%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808367540695586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WtkqNCtwjV9ftldHn%2Ft1rKsomGPJbDwNhTN7LZdatY%3D&reserved=0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alberta.ca%2Fannouncements.cfm%3Femail%3Dagnes.nakitende%40gov.ab.ca%26xCode%3D106734&data=05%7C01%7CAgnes.Nakitende%40gov.ab.ca%7C234454f23614404226ea08daedb8d936%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808367540695586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uU%2F9%2Fh2yDelIiUBH%2BZT58W2Bjcqwkdy9pRlhUSEylq8%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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