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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정보기술서비스청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FOIL 요청 처리를 신속화하기 위한 

조치 시행   

   

Hochul 행정부는 FOIL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기초 데이터에 따르면 취임 이후 

7개월 만에  FOIL 요청을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더 많이 처리  

  

FOIL RFQ 열람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공공 기록 요청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관이 공개 요청이 많은 문건에 대하여 사후 공개를 

가능하게 하고 정보법 자유화(Freedom of Information Law, FOIL) 절차에 대한 

이그제큐티브 채임버(Executive Chamber)의 검토를 면제하는 등 지난 10월에 발표된 

조치와 함께,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청(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ITS)에 주정부의 FOIL 요청 접수, 처리, 대응 절차를 간소화 및 

신속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마련을 위한 입찰(Request for Quotes, RFQ) 진행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 공개 및 투명성 노력을 강조하는 선샤인 주간(Sunshine 

Week)에 이루어졌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저는 올버니의 옛 방식으로 

회귀하여 정부에 대한 뉴욕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정보 

공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언론인 및 기타 일반 대중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제나 많은 일이 남아 있지만, 저는 제 행정부가 뉴욕주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이룬 조치가 자랑스럽습니다."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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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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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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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s.ny.gov%2Fdocument%2Fopen-foil-rfq&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eb43c23570904b93f65308da05d2581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869822939919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xQFGd4fJVGgQNS5ZYB%2FbcnPizvIF%2F4yLD748DX57GJM%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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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그제큐티브 체임버는 기관 요청을 검토하여 FOIL 인력 및 소프트웨어 수요를 

채우는 한편, 주정부 기관 전체에 걸쳐 FOIL 교육을 실시합니다.   

   

Hochul 취임 후, 기초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그제큐티브 체임버는 400건 이상의 FOIL 

요청을 처리 및 완료했습니다. Hochul 행정부가 지난 7개월간 처리 및 완료한 FOIL 요청 

건수는 2019년 전체(323 요청 완료) 및 2020년 전체(368 요청 완료) 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서비스청은 오늘 주정부의 FOIL 요청 접수 처리 및 

대응 절차를 신속화 및 간소화할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RFQ를 발령하여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투명성 증대와 공공 기록 접근성 

증대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FOIL 요청 접수, 처리, 

대응을 간소화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RFQ가 

진행됨에 따라, ITS는 몇 주 내에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Angelo "Tony" Riddick NYS 정보 기술 서비스청 정보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주정부가 열린 자세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커다란 진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저는 대중과의 정보 및 데이터 

공유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ITS는 공개와 투명성이 예외가 아닌 우리의 규칙이 되어야 한다는 주지사의 비전을 

달성하는 노력을 돕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발표는 주정부 투명성, 책임, 윤리 강화를 위한 Hochul 주지사의 가장 최신의 

노력입니다.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Hochul 주지사는 공공 윤리 공동 

위원회(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 개혁을 제한하고 주 전역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임기 제한 및 외부 수입 제한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취임 몇 주 만에, Hochul 

주지사는 70개 이상의 정부 기관에 대한 투명성 계획, 고위 공직자에 대한 회피 정책, 

이그제크티브 체임버 내 차별 및 남용 금지, 주정부 직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인재 정책 

등을 공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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