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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1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64개개개개 지방지방지방지방 정부가정부가정부가정부가 OPEN.NY.GOV 웹웹웹웹 사이트사이트사이트사이트 개시개시개시개시 후후후후 이이이이 웹웹웹웹 사이트에서의사이트에서의사이트에서의사이트에서의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공유에공유에공유에공유에 서명했음을서명했음을서명했음을서명했음을 발표발표발표발표 

 

 

15개개개개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22개개개개 도시도시도시도시, 25개개개개 타운타운타운타운, 7개개개개 마을마을마을마을 등등등등 총총총총 69개개개개 지방지방지방지방 기관에서기관에서기관에서기관에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투명성투명성투명성투명성 웹웹웹웹 사이트에사이트에사이트에사이트에 

참여참여참여참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체의 64개 이상의 지방 정부들이 새롭고 종합적인 

데이터 투명성 웹 사이트인 open.ny.gov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는데 열린 

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전국적인 운동인 Sunshine Week가 시작된지 3일이 

지났습니다. 5개 지방 기관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이미 공유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로 이제 

69개 지방 기관이 open.ny.gov에 참여하는 것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Open.ny.gov는 처음으로 뉴욕주 기관, 지방 기관, 연방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이 간편한 원스탑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 검색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색, 다운로드, 색인화하는 형식으로 경제 개발, 레크리에이션, 보건, 공공 서비스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open.ny.gov 개시로 뉴욕주는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 기관을 위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 이외에도 주민과 모든 

레벨의 주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64개의 지방 정부들이 open.ny.gov에 추가로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주 정부가 모든 뉴욕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pen.ny.gov는 주 전체의 지방 기관에 하나의 리소스로 제공되어 왔으며 주민들이 정부 데이터에 

통일된 방식으로 액세스하고 지역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Open.ny.gov는 리서치를 권장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촉구하며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기관에게 데이터를 더욱 

알리도록 기술적 능력도 제공합니다. 뉴욕주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선택한 모든 지방 기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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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서비스를 개시했을 때 Essex, Oneida, Onondaga, Suffolk 카운티와 Albany시를 포함한 5개 

지방 정부는 이 웹 사이트에서 이미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부터 15개의 카운티, 

22개 도시, 25개 타운, 7개 마을이 추가적으로 open.ny.gov에 가입했고 데이터를 일반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라 뉴욕주 IT 서비스국(ITS)은 64개의 새로운 파트너 지방 기관들과 

합력하여 데이터를 open.ny.gov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준비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ny.gov 참여에 관심이 있는 지방 정부는 opendata@its.ny.gov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참여 장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lbany 카운티 

2. Broome 카운티 

3. Chemung 카운티 

4. Clinton 카운티 

5. Dutchess 카운티 

6. Essex 카운티 

7. Franklin 카운티 

8. Oneida 카운티 

9. Onondaga 카운티 

10. Ontario 카운티 

11. Orange 카운티 

12. Nassau 카운티 

13. Suffolk 카운티 

14. Tompkins 카운티 

15. Ulster 카운티 

16. Albany시 

17. Amsterdam시 

18. Canandaigua시 

19. Cortland시 

20. Glen Cove 시 

21. Hornell시 

22. Ithaca시 

23. Jamestown시 

24. Kingston 시 

25. Long Beach 시 

26. Middletown시 

27. Mount Vernon 시 

28. City College of New York 

29. Niagara Falls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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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Norwich시 

31. Olean시 

32. Oswego시 

33. Rochester시 

34. Rome시 

35. Schenectady시 

36. Utica시 

37. Yonkers시 

38. Chesterfield 타운  

39. Babylon 타운 

40. Brighton 타운 

41. Brookhaven 타운 

42. Chesterfield 타운  

43. Chili 타운 

44. Colonie 타운 

45. East Hampton 타운 

46. Hamilton 타운 

47. Huntington 타운 

48. Islip 타운 

49. Jay 타운 

50. Minerva 타운 

51. North Hempstead 타운 

52. Plattsburgh 타운 

53. Potsdam 타운 

54. Ramapo 타운 

55. Riverhead 타운 

56. Salina 타운 

57. Smithtown 타운 

58. Southampton 타운  

59. Tonawanda 타운 

60. Union 타운 

61. Vestal 타운 

62. West Seneca 타운 

63. Aurora의 마을 

64. Canastota의 마을 

65. Gouverneur의 마을 

66. Johnson City의 마을 

67. Massapequa Park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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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North Syracuse의 마을 

69. Saranac Lake의 마을 

 

Peter Baynes 뉴욕 시장 협의회 행정 책임자는 “주지사의 open.ny.gov 웹 사이트는 주와 연방 정부의 

유용한 정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지역 정부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도 시 의원들이 이 데이터를 자체 리서치에 활용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반인이 이 데이터를 간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그러한 정보 요청에 대응하는데 드는 시간과 자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웹 

사이트는 모든 정부 레벨의 정보와 수치를 공유하고, 비교하고, 검토하는 유용한 도구이며 NYCOM 

멤버가 여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장점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ssociation of Towns의 최고 책임자 Gerry Geist는 “Cuomo 주지사의 open.ny.gov는 스마트 앱, 

에이전시 연락처, 통계 정보인지에 관계 없이 정부 데이터를 위한 정보 교환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성이 더해지므로 주민들과 공무원에게도 중요한 리소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