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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10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교통교통교통교통 데이터셋데이터셋데이터셋데이터셋 공개로공개로공개로공개로 OPEN.NY.GOV을을을을 확대하다확대하다확대하다확대하다 

 

MTA, NY/NJ 항만청항만청항만청항만청, DOT, DMV, Thruway Authority의의의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정보정보정보정보 공개로공개로공개로공개로 사상사상사상사상 유례유례유례유례가가가가 없는없는없는없는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공개공개공개공개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접근접근접근접근 및및및및 투명성을투명성을투명성을투명성을 지속하게지속하게지속하게지속하게 되다되다되다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일반인들에게 100여개의 교통 데이터셋, 지도 및 차트를 

제공하는 Open.ny.gov에 교통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pen.ny.gov의 지속적인 확장은 방대한 뉴욕주 자원을 보여주기 위한 투명성, 이를 위한 기술 활용 

및 정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뉴욕주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pen.ny.gov은 

중앙집중식 고부가기치 정부 데이터를 검색, 탐색, 다운로드,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Open.ny.gov가 개설된 이후 우리는 수 백만 건의 주정부, 현지정부 및 연방정부 기록물을 

개방하였고, 뉴욕 주민들에게 우리 정부를 개방하기 위해 이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뉴욕 주민, 연구자 및 기업인들이 

뉴욕주의 교통망과 기관들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송 업계에 보다 큰 혁신과 효율성을 조성할 큰 잠재성이 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이 

Open.ny.gov를 탐색하여 정부 활동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새로운 정보에는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NY/NJ 항만청, NYS DMV(NY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NYS 교통부(NYS DOT), NYS Thruway Authority(NYSTA), CDTA(Capital 

District Transit Authority), NYSBA(NYS Bridge Authority)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 MTA가가가가 운영하는운영하는운영하는운영하는 다리다리다리다리 및및및및 터널에터널에터널에터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MTA 일일일일일일일일 교통통계교통통계교통통계교통통계 및및및및 차트차트차트차트: 각 다리와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자동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 대수가 포함된 일일 교통통계. 

• MTA Arts for Transit: 이 데이터셋에는 PAP(Permanent Art Program)에 따라 대도시 구역에 

있는 열차 및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갖가지 예술 작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점 또는 역사와 작가 및 작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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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A 지하철지하철지하철지하철 입출구입출구입출구입출구 및및및및 지도지도지도지도: 분선, 라인, 역사 이름, 위치, 이용권 구매 판매기 유무, 직원을 

포함한 MTA 지하철 역사 입출구 관련 정보. 

• NYS Thruway Canal System 선착장선착장선착장선착장 지도지도지도지도: 기존 NYS Canalway Trail 세그먼트 지도, Canal 

System 선착장 위치. 각 선착장 관련 정보에는 위치, 일일 사용 오락시설, 주차장 이용 유무, 

야영, 화장실 및 음료수가 포함됩니다. 

• NY NJ 항만청항만청항만청항만청 Maritime Terminals을을을을 통해통해통해통해 발생되는발생되는발생되는발생되는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연간연간연간연간 수출입수출입수출입수출입 물량물량물량물량: 이 

데이터셋은 2000년 이후 뉴욕/뉴저지항의 항만청 부지 내에 자리한 해양 터미널을 통해 

연간 수입/수출되는 총 자동차 대수를 담고 있습니다. 

• 511 NY 행사행사행사행사: 2010년부터. 511NY 데이터셋은 NYS DOT, 뉴욕시 교통부, NYSTA, Niagara 

ITTC(International Transportation Technology Coalition)(Buffalo-Niagara 지역)에서 제공하는 

역사적인 교통 및 수송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이 기간 동안의 511NY 교통 및 

수송 지도로 제공된 뉴욕주의 모든 사건/사고, 건설 프로젝트 및 특별 행사가 담겨 

있습니다.  

• 계획계획계획계획, 진행진행진행진행 및및및및 완공된완공된완공된완공된 Thruway 주요주요주요주요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및및및및 지도지도지도지도: 2005년부터 계획, 진행 및 완공된 

모든 NYSTA 주요 프로젝트. 이 데이터에는 상태, 위치, 착공된 년도별 프로젝트, 완공 

예정일, 승인된 자금이 포함됩니다. 

• NYS DMV 시설시설시설시설 파일파일파일파일: 자동차 딜러, 수리, 숍, 검사소 등을 포함한 DMV가 인가한 시설물 

관련 정보. 

 

또한 공개된 정보에는 NY/NJ 항만청이 뉴욕시에 심은 수목, 뉴욕주 공항의 민간 항공기 통계, 

Thruway 요금소 진출입 차량 대수 및 유형 등과 관련된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에 이허 뉴욕주가 임시 공개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게시하고 공개 협조와 공유를 

고려한 공개 소프 플랫폼 GitHub에 대해 일반인의 의견을 요청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공개 

데이터에 대한 요구 증대에 화답하는 의미로 뉴욕주는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 시민들에게 이 

새로운 전략적 자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공유, 활용, 혁신 및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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