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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OPEN.NY.GOV에서에서에서에서 추가추가추가추가 기록기록기록기록 공개공개공개공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투명성투명성투명성투명성” 섹션섹션섹션섹션,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재정재정재정재정, 로비활동로비활동로비활동로비활동, 변호사변호사변호사변호사 등록등록등록등록, 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 예산예산예산예산 정보정보정보정보 등을등을등을등을 포함포함포함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지방기관 및 연방정부에 간편하게 통합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올해 초 

개방된 뉴욕의 새롭고 종합적인 데이터 투명성 웹 사이트인 Open.ny.gov에서 여러 정부 기관의 

추가적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웹 사이트의 새로운 “투명성” 섹션에 포함된 데이터에는 1999년 뉴욕주 선거위원회의 캠페인 

기부금 및 지출 기록, 공공 윤리 공동 위원회의 뉴욕주 로비활동 및 법률집행 기록, 1898년부터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의 변호사 등록, 뉴욕주 직원 전화번호부, Authorities Budget Office의 

공공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Open.ny.gov를 시작한 후부터 뉴욕 주민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캠페인 재무, 로비활동, 윤리 강화, 

뉴욕주 예산, 기타 공공 정직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많은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정부에게 다시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촉구하며 뉴욕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로 Open.ny.gov에는 키워드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다른 공공 데이터와 교차 검색이 

가능하고 분석을 위해 다운로드하고 이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그래프, 

지도 제작, 차트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pen.ny.gov에 오늘 게시한 데이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기부금기부금기부금기부금, 지출지출지출지출,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1999년부터의 캠페인 기부금과 지출에 대한 기록, 선거위원회에 

등록한 후보 전체 목록   

• 로비로비로비로비 활동활동활동활동: 뉴욕법에 따라 요구되는 로비스트, 민원인 공기업의 지난 6년 동안의 로비활동 

보고서에서의 전체 데이터 공개. 데이터에는 로비스트와 민원인의 신원, 로비활동 지출 및 보상, 

로비 대상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이트에는 또한 공공 윤리 공동위원회에 보고한 2011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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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성 개혁법(Public Integrity Reform Act)에 따라 민원인의 자금 출처 및 로비스트 및 민원인신고 

업무 관계에 대해 새롭게 필요한 정보와 로비스트의 공공 자금 지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변호사변호사변호사 등록등록등록등록: 등록 날짜, 현재 상태(예: 등록, 자격 박탈, 사망 등)을 포함한 뉴욕주 변호사 등록 

정보와 1898년 이후 법률 집행 허가를 받은 변호사를 포함하여 기타 뉴욕주에 등록된 모든 

변호사의 정보. 

• 예산예산예산예산 거부권거부권거부권거부권: 뉴욕주 예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3-2014년 예산 입법화 후 Cuomo 주지사는 입법기관이 추가한 202가지 

항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포함한 이러한 거부권에 대한 

정보는 검색 가능하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Open.ny.gov에는 또한 2008년부터  공공윤리 공동 위원회 및 그 전신이 취한 집행 조치에 대한 

정보와  2010년 뉴욕주 감찰국(Oi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Authorities Budget Office가 식별한 

새로운 공공기관 통합 목록,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사무실 전화번호가 포함된 뉴욕주 정부 

공무원 명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최고 정보 책임자인 Brian Digman은 “일반인들은 정부가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테크놀로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pen.ny.gov를 활용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pen.ny.gov는 2013년 3월 11일에 열리는 Sunshine Week 주간에 소개될 새롭고 종합적인 주 데이터 

투명성 웹 사이트로서 최초로 주 기관, 지방 기관,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간편하게 통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en.ny.gov는 경제 개발, 레크리에이션, 공공 서비스 정보 등의 데이터를 연구원, 시민, 

사업체, 기술 커뮤니티 등이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탐색하고 다운로드하고 공유하고 매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Open.ny.gov를 확장하는 것은 투명성을 촉구하고, 정부 성과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 위한 주지사의 2013년 State of the State 연설에 요약된 

운동인 “Open New York”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2013년 1월 22일에 실시한 

행정 예산 연설(Executive Budget Address)과 관련하여 Open New York의 일부로서 

OpenBudget.ny.gov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연대(Citizens Union)의 행정 책임자인 Dick Dadey는 “시민 연대가 공공 정직성과 관련하여 주 

공개 데이터 포털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특정 정보는 공개 

데이터가 투명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주정부의 뉴욕 주민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뉴욕 주민이 자금을 추적하고 정부를 상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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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 위원회(Committee on Open Government)의 책임자인 Robert Freeman씨는 “Open NY 

형식에 이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일반인들은 입법 및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영향력의 출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Reinvent Albany의 책임자 John Kaehny씨는 “뉴욕주 주민들이 뉴욕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활용하도록 강력한 공개 데이터 웹 사이트인 Open NY를 사용하게 된 것은 

Cuomo 주지사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Open NY의 모든 데이터는 뉴욕 주민이 정부의 운영에 

대해 이해하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의 Empire Center 책임자 Tim Hoefer씨는 “주지사의 더 나은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주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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