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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정부 및 지방 정부 투명성 강화 법안 2개에 서명  

  

법안(S.1150-A/A.1228-A)에 따라 회의 시작 최소 24시간 전에 공개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공개  

  

법안(S.4625-A/A.1442-B)에 따라 MTA는 일반 대중이 쉽게 다운로드 및 접근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 공개 의무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및 지방 정부 투명성 강화 법안 2개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법안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 논의될 문서는 회의 최소 24시간 전 

요청에 따라 제공 혹은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안에 따라 MTA는 

대중이 쉽게 다운로드 및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자치구에서 정부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점에는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취임 첫 번째 날부터 투명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자치구 주민들이 중요한 지방 정부 문서 

및 MTA 데이터를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뉴욕 주민은 반드시 매일 

정부의 활동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쉽게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공개 회의 전 문서 공개(S.1150-A/A.1228-A)  

본 법안은 공개 회의에서 논의될 문서를 회의 시작 최소 24시간 전에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공개회의법(Open Meetings Law)의 목적은 공공 단체 회의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에 따라, 규정 제안안, 규제, 해결책 등 

공적 성격의 문서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 의하면, 회의 전에 공개되는 

문서는 오직 "기관 또는 부서에서 결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정부 기관은 회의 전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본 

법안에 따라 모든 해결책, 법, 규정, 규제, 정책, 개정 제안안은 공개 회의 시작 전 최소 

24시간 전 요청에 의하여 제공 또는 해당 단체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에게 중요한 자료를 사전 제공해야 합니다.  

  

Anna M. Kapl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 회의에 대한 공공 참여는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시민들이 자신의 우려를 표시하고 대표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대중들이 정치 과정에서 의미있는 참여를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회의 이전에 논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뉴욕주의 

많은 공공 기관들은 기존 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토록 중요한 의무를 무시해 왔습니다. 

담이제 뉴욕주의 모든 공공 단체가 상식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는 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토록 중요한 정부 사안에 

대하여 Amy Paulin 하원의원과 협력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주정부의 투명성과 공개를 위해 노력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MTA에 접근이 편리한 방식으로 데이터 공개 의무화(S.4625-A/A.1442-B)  

본 법안에 따라 MTA는 의무적으로 일반 대중이 접근, 다운로드 또는 조작하기 쉬운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MTA는 데이터 조정관을 임명해야 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3년 간의 데이터를 180일 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2013년 행정명령 제95호 "투명성을 촉진하고, 정부 성과를 향상하고, 시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사용"을 법제화합니다.  

  

Leroy Comr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최대의 공공 기관이자 수천 

개의 일자리를 비롯해 수십 억 달러의 투자를 진행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기여자인 

정부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MTA 오픈 데이터법(Open Data 

Act)은 MTA의 재정, 계약, 성과 전반을 더욱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명성은 MTA 및 일반 승객 사이의 신뢰 

격차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번 법안을 지원해주신 운송 부문 지지자 및 

저의 동료들께 감사드리며,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Robert Carro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MTA 오픈 데이터법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법안 서명에 따라, MTA는 이제 

대중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것입니다. MTA 오픈 

데이터법은 MTA를 지하철, 버스, 통근 기차를 매일 이용하는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좀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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