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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8월 1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주주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걸쳐걸쳐걸쳐걸쳐 OFFICE365 구현에구현에구현에구현에 관해관해관해관해 MICROSOFT와의와의와의와의 합의합의합의합의 체결체결체결체결 발표발표발표발표 

이메일과이메일과이메일과이메일과 Office 응용응용응용응용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강화하는강화하는강화하는강화하는 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 기반기반기반기반 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 통해통해통해통해 연간연간연간연간 3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절감절감절감절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ew York 주와 Microsoft가 New York 주 모든 행정 기관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통해 강화된 이메일 시스템, 친숙한 Office 응용 프로그램 활용, 공유 

일정을 제공하는 단일 운영 플랫폼인 Microsoft Office365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합의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 이전에 주 정부 기관에서는 27개 이상의 각종 이메일, 워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공통 플랫폼을 사용하면 라이선스 비용, 하드웨어, 유지보수, 에너지, 

인건비 명목으로 연간 약 3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New York 주에서 

처음으로 체결된 이 합의는 주지사의 전략적 소싱 및 정보 기술(IT) 변화 프로젝트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Cuomo 주지사는 “New York 주의 IT 인프라와 소싱의 변화는 뉴욕 시민에게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는 데 중요합니다. Microsoft와의 합의를 통해 주 정부 

기관이 더욱 쉽게 협력할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우 연간 

3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주 정부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한편, 뉴욕 

시민에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 과정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ew York 주 최고 정보 책임자 Brian Digman은 “오늘은 New York의 IT 변화에 있어 또 다른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기술 향상을 통해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던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서비스 사무국 위원인 RoAnn Destito는 “Cuomo 주지사는 정부 기관이 기술을 사용하여 New 

York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모든 행정 기관을 

대신해 Office365를 구하기 위해 전략적 소싱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매년 비용 절감과 

향상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제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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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최고 운영 책임자 Kevin Turner는 “New York과 Microsoft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합니다. 

동일한 목표란 효율적이고 안전한 클라우드 기술로의 이전을 통해 주 정부 직원의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긴급 상황과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와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혁신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New York 주가 기술 리더십과 현대화를 

이루는 데 앞장설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그의 리더십이 지속되리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4월에 Cuomo 주지사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Sage 

Commission을 임명하여 New York 주 정부의 포괄적인 검토를 착수했고 구조적인 변화와 운영상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주 정부를 더욱 현대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며, 효율적인 정부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New York 주의 이메일 시스템 강화는 이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New York 주는 현재 26개 기관에서 사용하는 강화된 Microsoft Exchange 이메일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New York 주에는 자체 독립형 이메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50개 이상의 기관이 

더 있습니다. 

 

Digman은 “복수 이메일 플랫폼 시스템은 주 전체에 걸친 협력에 있어 장애물입니다.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이 상승하고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스템의 성능이 

뒤쳐지게 되면서 좀 더 현대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복수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전달 방법이며, 주 정부 기관의 핵심 사업이 아닙니다. 인력, 비용, 기술 및 시간 등 

자원을 절감해야 하는 시기에 이메일은 개별 기관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주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투입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20,000개의 주 행정 이메일함은 Office365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이전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3년이 끝날 때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강화 작업이 

완료되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Office365는 New York 주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 표준화된 이메일, 문서 생성, 일정, 연락처 및 주 행정 기관에 걸쳐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 이를 통해 모든 주 정부 직원은 Word, Excel 및 

PowerPoint와 같은 생산성 소프트웨어의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 랩톱,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과 파일에 안전하게 

액세스. 이를 통해 이동하는 직원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든 행정 기관 직원 및 일부 위원회, 태스크포스팀, 주 교육 부서의 주소 및 위치 정보가 

포함된 범용 주소록. 

• 데스크톱 컴퓨터로 유일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Word, Excel, PowerPoint, Access 및 Publisher 등 Office 도구의 최신 버전. Office365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될 수 있는 Office 프로그램 버전이 포함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라이선스로 인한 추가 비용 없이 주 정부 

기관에 최신 버전의 이메일 및 Office 프로그램 제공. 

• 주 행정 기관 직원의 보관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저장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표준 보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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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제공하여 현재 규제와 정책의 준수 보장. 

•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팸 및 암호화 절차 등 표준화된 보안 도구로 전자 통신 보호. 

• 전체 시스템 중복 및 백업을 통해 가동 중지 시간이 거의 없는 고가용성 서비스 보장. 또한, 

이를 통해 New York 주는 추가 컴퓨터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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