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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주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 발표
70곳 이상의 행정 기관이 제출한 투명성 계획 및 FOIL 절차 변경에 따라 주정부 기관에

새로운 책임의 시대가 시작
Hochul 주지사는 모든 직원 대상 라이브 윤리 교육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표하고 회피

정책 공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에 대한 뉴욕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정부에 대한
주요 투명성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70곳 이상의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투명성 계획을 공개하고,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Law,
FOIL) 의무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 개선을 발표했으며, 회피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현직 주지사로서 이러한 발표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며, 부지사와 주지사 내각에 대한
회피 정책도 공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날부터 저는 투명성을 개선하고 책임을
확대하여 정부에 대한 뉴욕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변화에 따라 우리는 뉴욕 주민이 누려야 할 새로운 종류의 정부를 건설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이 최근 주지사 사무실에 제출한 새로운 투명성 계획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서 주정부 기관은 웹사이트
개혁, 주정부 리스닝 투어 실시, 외국어 접근성 확대, 프로젝트 선라이트(Project
Sunlight) 및 오픈데이터(OpenData)활용 증대 등 적극적으로 투명성을 증대할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모든 주정부 기관 투명성 계획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러한 계획을 실시하고 계속 투명성 및 책임 증대를 위해 주정부
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더욱 신속하게 공공 기록을 공개하고 Hochul 행정부가 인계 받은
FOIL 요청 수천 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FOIL 절차에 대한 주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 기관은 더이상 검토 목적으로 Executive Chamber에 FOIL 요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대신 주정부 기관의 제너럴 카운슬(General Counsel)을 통해 직접
FOIL 요청을 처리할 것입니다. 주정부 기관은 또한 자주 요구 받는 서류 및 공적으로

중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공개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유관 이해
관계자들이 FOIL 요구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FOIL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ITS는 주
전역에 FOIL 대응을 신속화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Executive
Chamber는 기관 요청을 검토하여 FOIL 인력 및 소프트웨어 수요를 채우는 한편, 주정부
기관 전체에 걸쳐 FOIL 교육을 실시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자신도 귀속을 받는 회피 합의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합의안은 이해
충돌을 막는 한편 부지사 및 주지사 내각에 대한 회피 합의안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합의안에 따르면, Hochul 주지사는 델라웨어 노스(Delaware North) 및 모든 연관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사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지사, 주지사 내각에 대한 회피 서류 일체는 공개되었으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임 첫 날부터 주지사가 주력해온 윤리 및 성희롱 교육 강화 노력에 따라,
Hochul 주지사는 모든 주정부 직원들이 근무 시작에 맞추어 라이브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고 이후 3년마다 재수강하며, Executive Chamber의 경우 2년마다
재수강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행정부가 시작한 윤리 교육 정책을 업데이트 및 확대합니다.
오늘 발표된 개혁안은 주정부 윤리 및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입니다. 이번 주 초, 주지사는 Executive Chamber 및 주정부 기관 전체에
걸쳐 희롱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MTA)에 추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주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공공 회의 시작 24시간 전 연관 서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중앙에서 관리하는 공공
코로나19 대쉬보드를 공개하여, 확진자, 백신, 입원 등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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