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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6월 1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기관들의기관들의기관들의기관들의 투명성을투명성을투명성을투명성을 증대하기증대하기증대하기증대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임시임시임시임시 오픈오픈오픈오픈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 오픈오픈오픈오픈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핸드북핸드북핸드북핸드북 초안을초안을초안을초안을 GitHub에에에에 발표하는발표하는발표하는발표하는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주가주가주가주가 되다되다되다되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정부 기관 및 공공 당국들이 Open.ny.gov에 참여하기 위한 임시 

오픈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뉴욕주 데이터 투명성 웹사이트를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조치로 뉴욕주는 열린 협업과 공유가 가능한 오픈 소스 플랫폼인 

GitHub에서 임시 오픈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중의 코멘트를 구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됩니다. 대중의 코멘트는 2013년 9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 출범 이래 Open.ny.gov는 계속 확장되어 주 및 지역 정부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투명성 웹사이트는 주정부 모두의 조율된 노력이기 

때문에 오늘의 임시 오픈 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주 기관 및 당국에 그들의 데이터를 분류하여 

Open.ny.gov에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정부에 새로운 

레벨의 공개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뉴요커들이 코멘트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13년 3월 11일에 주지사는 Open.ny.gov 출범과 함께 행정명령 제95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처음으로 주정부 기관들에게 그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NYS 정보기술서비스실(ITS)이 

개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 및 분류하고 Open.ny.gov에 공공 데이터를 발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임시 가이드라인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로 가십시오: https://github.com/nys-its/open-data-

handbook  
 

이 가이드라인은 지자체들을 포함하여 행정명령 제95호의 대상 주정부 주체 및 기타 대상이 아닌 

정부 주체들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발표를 위해 주정부 데이터를 식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ITS가 일반인의 의견 제출을 

장려하고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몇 달 내에 완성할 것을 지시합니다.  
 

열린 정부 위원회의 집행이사인 Robert Free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Github 사용은 50개 

주 중에서 최초를 나타내며 전세계에 열린 채팅방과 같은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려 깊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정부 작동을 개선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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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Union의 집행이사인 Dick Dad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픈 데이터 핸드북 초안의 

발표는 주지사의 Open NY 이니셔티브의 구현에서 중요한 이정표이며, 우리는 대중의 피드백을 

받기 위한 오픈 소스 플랫폼인 GitHub를 통해 일반인의 코멘트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일반인의 

피드백을 온라인에서 게시 및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종 핸드북 개발은 협업적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혁신적 플랫폼을 통한 핸드북 개선에 계속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New Amsterdam Ideas의 CEO인 Andrew Hopp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뉴요커들이 정부 

데이터 관리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관심이 많은 때에 우리 주정부가 GitHub를 통한 데이터 

공개뿐만 아니라 OpenNY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 정책에 대한 대중의 상세 의견을 받는 

데에도 노력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 대중 피드백 프로세스는 OpenNY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향상되고 뉴요커들이 주정부 데이터 자산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완전한 가치를 

향유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Open.ny.gov 소개소개소개소개  
 

Open.ny.gov는 뉴욕주 정부 기관, 지자체 및 연방 정부의 오픈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 원스톱 

액세스를 제공하는 종합적 주정부 데이터 투명성 웹사이트입니다. “오픈 데이터”는 제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웹 검색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회수, 다운로드, 색인 및 

검색될 수 있는 형식으로 공개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Open.ny.gov는 주 및 지역 정부가 

수집하고 유지하는 풍부한 정보에 대한 전례 없는 “오픈 데이터” 액세스 및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 시민, 기업 및 기술 커뮤니티는 가치 높은 정부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검색, 탐구, 

다운로드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제공하면 데이터에 근거한 유용한 “앱”의 개발이 촉진되고, 연구자와 

감시 단체들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뉴욕주 정부와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도록 장려하며, 

정보자유법(FOIL - Freedom of Information Law) 프로세스를 벗어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주정부 기관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Open.ny.gov에서 전체적으로 총 48개 주정부 기관, 지자체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데이터 및 

참여가 지속적으로 향상 및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기술을 활용하는 뉴욕주 정부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진흥하고 정부와 그 

시민들 사이에 새로운 차원의 공개성 및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또 하나의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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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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