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배포용 2013년 3월 11일

CUOMO 주지사,
주지사 연방,
연방 주 및 현지 데이터에 대한 사상 유례 없는 사용자 친화적인 액세스를 제공하는
OPEN.NY.GOV를
를 출범시키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사상 최초로 뉴욕주 정부당국, 지자체, 연방 정부 데이터에
사용자 친화적인 원스톱 액세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종합 주 데이터 투명성 웹사이트
“open.ny.gov”를 출범시켰습니다. 경제 개발, 보건, 레크리에이션, 공공 서비스 정보를 담은 이
웹사이트는 열린 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전미 프로젝트
Sunshine Week 기간인 오늘 그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Open.ny.gov는 정부의 모든 레벨에서 사상 초유의 투명성을 구축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주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에 사용자 친화적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웹사이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인 데이터에 일반인들의 접근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Open.ny.gov가 확대 및 발달하면 혁신을 일으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책임성을 알리고 사람들을 다시 정부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지사는 주 정부기관이 사상 최초로 수집한 데이터를 검토 및 목록화하고 공공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국(ITS)이 개발할 예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으로 게시되고, 행정명령은 ITS에게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대로
사람들의 의견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있다. 오늘자로 30여개 주정부 기관과 관계자들, SUNY(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UNY(City University of New York)는 이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뉴욕주 교육부는 향후 이에 참여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Open.ny.gov는 또한 뉴욕주 지자체에 공유 리소스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정부
데이터에 대한 단일화된 액세스를 제공하고 지방 정부에게는 비용을 절감하게 해주며 투명성 제고
외에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ssex, Oneida, Onondaga, Suffolk 뿐만 아니라
Albany 시는 이미 웹사이트에 그들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이 서비스
이용을 선택하는 모든 지자체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Open.ny.gov는 연구 환경 조성,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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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한 의사결정 고취,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협업 증진을 통해 주정부기관 및 지방 정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기관과 지자체에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높은 기술 능력을
제공합니다.
연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 천 개의 연방 데이터까지 단독으로 또는 뉴욕 데이터와 함께
open.ny.go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욕의 데이터는 연방 웹사이트인 data.gov에서
다른 주들의 데이터와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정부 데이터 액세스, 검색 및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는 데 앞장선 공로로 칭찬
받아야 합니다”라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CTO인 Todd Park가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의
열린 정부 활동에 앞장서 온 사람입니다. “정부 데이터의 공개는 정부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더욱
고취시키고 민간부문 기업가 정신, 혁신과 발견의 물결에 불을 지펴줄 것입니다.”
“열린 데이터”란 제한이 없이 제공되는 데이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웹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검색, 다운로드 및 색인이 가능한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Open.ny.gov는 우리 주정부와 지방 정부가 수집하고 유지해온 풍부한 정보에 전례 없는 “열린
데이터” 액세스와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는 연구자, 시민, 상공업계, 기술 커뮤니티에게
검색, 탐색, 다운로드, 공유를 위한 중요한 정부 데이터에 직접적이고 집중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유용한 “앱”의 개발 환경을
조장하고, 연구자와 감시단체들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와 뉴욕에서의 생활을 개선시킬 제안을
할 수 있게 되며, 정부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부공개법(FOIL) 프로세스 밖에서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정부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전개되며, 민간부문과의 생산적인 협업이 고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사추세츠 주는 조달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문서 비용을 300만 달러 이상 절감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FOIL 요청이
1/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실시간 환승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서 311 전화량이 줄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 온라인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텍사스 주는 지출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절감액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재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2년 간 480억 달러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면서 정부 바깥 쪽 사람들이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는 Apps for Democracy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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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스트를 열어 5만 달러의 상금을 투자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23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이 참여를 지시 받기도 전에 오늘 출범한 open.ny.gov는 다음과 같이 상당한
보건, 공익 시설과 서비스 정보를 비롯해 대중들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량의 데이터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품 안전 점검 정보 레스토랑, 학교 구내식당, 스낵바, 무료급식소를 비롯해 주 전역에
분포된 식품 서비스 시설. 과거에는 주 및 지방 보건부가 식품 서비스 준수 점검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는 일부 부문에 한해서만 공개하였습니다.
• 지금은 누구나 1990년으로 되돌아가서 전문 의료행위 규율 정보를 바탕으로 편리하게
의사를 검색하고 보다 나은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합적인 건강보고 데이터베이스인 뉴욕주 SPARCS(Statewide Planning and Research
Cooperative System)의 데이터는 최초로 FOIL 요청 없이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0년 시설별 퇴원 데이터 및 뉴욕주 병원의
환자 인구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와 분석을 촉진하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율과 병원비 보고서에 관한 역사적 정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레크리에이션 정보 주립 공원, 유적지, 야영장, 스노모빌 트레일, 낚시터, 골프장, 선착장,
하이킹, 크로스컨트리 트레일.
• 가족들이 집 근처에 있는 아동 보호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제공업체와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 및 뉴욕주 전역에 있는 데이케어 시설의 검색 가능한 양방향식 지도에
관한 정보 --수용 능력에 대한 정보 포함.

200개가 넘는 데이터세트, 지도, 챠트 등도 수 천개의 정보로 구성된 일부 데이터세트와 함께 오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정부기관의 정보를 융합하고 매핑을 허용함으로써 open.ny.gov는 이
정보의 유용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공개되면 추가로 유용한
애플리케이션과 정보가 개발될 것입니다.
Open.ny.gov는 뉴욕주 보건부가 최근에 시행한 열린 데이터 시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프로젝트는 METRIX 또는 Maximizing Essential Tools for Research Innovation and
eXcellence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부기관의 열린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METRIX
프로젝트는 뉴욕의 보건 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대상이 되는 보건 정책을 개발할 목적으로
DOH 데이터 자산에 대한 일반인의 액세스를 향상시키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혁신, 참여, 협업을
이끌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 8월 METRIX 프로젝트가 출범된 이래로 DOH는 중요한 건강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재 open.ny.gov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강 사이트인 health.data.ny.gov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Nirav R. Shah, M.D., M.P.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ETRIX 프로젝트는
뉴욕 시민들에게 기술 발전을 통한 귀중한 건강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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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습니다. 저는 DOH가 뉴욕 주정부를 보다 개방되고 혁신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Open.ny.gov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분명 좋은 혜택을 줄 것이며, DOH는 그러한 역할의 일부를
맡게 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미국을 통틀어 오직 8개 주만이 주 데이터를 목록화하는 열린 데이터 웹사이트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open.ny.gov와 같은 형식으로 검색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open.ny.gov는 출범을 통해 개발자들이 가용 데이터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단독 리소스 페이지와 함께 “API” 또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데이터 세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Open.ny.gov에서
에서 제공하는 특징
• 중요한 정부 데이터에 대한 원스톱 액세스
• 강력한 다수 부처 관련 검색 도구: 제출된 모든 데이터는 단일 검색 도구를 사용해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모든 기관의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뉴욕의 우수 투명성 웹사이트로 집중 액세스: Citizens’ Connects, Tappan Zee Bridge
웹사이트; TheNewNY.com;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웹사이트;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종합 Business Resources; 뉴욕의 구인 데이터베이스인 Jobs Express.
• NYS 데이터를 활용한 "앱"과 모바일 도구의 집중 수집
• 소셜 미디어 참여: 시민들이 데이터를 자신들의 개인 환경에 채용하고, 이를 지도와
챠트로 시각화하며, 이러한 결과물을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손쉬운 방법; 웹사이트에서 소셜 미디어의 사용으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열린
데이터" 대화가 많아질 것입니다.
• 데이터세트 제안: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이트에 포함시켜야 하는 데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연방 정부 및 뉴욕주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에 따른 연방 및 지자체 데이터 검색 능력

Open New York 프로젝트
오늘 출범한 open.ny.gov는 지난 1월에 있었던 “OpenBudget.ny.gov”의 성공적인 출범에 이은
것으로, “Open New York”의 최신 단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개선시키며, 시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은 주지사의 2013년
시정 연설을 개략적으로 담은 것입니다. 2011년,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이 주지사의 과거 활동을
보고, 주 관련 회의에 대한 정보를 보며, 주지사 업무 활동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청"의
역할을 담당할 CitizenConnects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Onondaga 카운티장인 Joanie Mah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shine Week 기간인 오늘 출범한
open.ny.gov는 뉴욕주의 새로운 개방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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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마련해주신 덕택으로 뉴욕 시민들이 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주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의 유용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나은 연구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이트 출범일인 오늘 Onondaga 카운티의 데이터를 공유하자는
주지사의 초대를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였으며, open.ny.gov에서 이 중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Oneida 카운티장인 Anthony Picent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open.ny.gov 사이트 출범식에서
Oneida 카운티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웹사이트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나갈 것이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Oneida 카운티 시민들과 뉴욕주의
모든 시민들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정부의 개방성이 촉진되고, 또한
우리와 같은 지자체는 비용을 절감하고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감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Suffolk 카운티장인 Steve Bellon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열린 데이터
웹사이트 open.ny.gov는 뉴욕 시민들에게 전례 없는 양의 주, 지역, 연방 정보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Suffolk 카운티는 시민, 상공인, 정부 관료 및 기술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카운티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Open.ny.gov는 우리 커뮤니티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개방성을 증대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Essex 카운티 감리위원회 회장인 Randy Dougl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pen.ny.gov는 우리
카운티와 같은 지방 정부에게 훌륭한 자원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우리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비용
절감을 도와줄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사결정과 연구를 위해
소중한 주 및 연방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뉴욕의 모든 단계의 정부 투명성을
최우선사항으로 삼으신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Albany 시장인 Jerry Jenning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open.ny.gov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우리 지자체의 비용 절감을 도와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게 해주고 데이터로 더욱 효율성을 갖추고 투명해지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 웹사이틀 출범시켜주시고 데이터를 온라인에 올려서 모든 지방 정부에게 돈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킬 기회를 제공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Dick Dadey 뉴욕시 Citizens Union의 실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itizens Union은 뉴욕주를
위해 이처럼 중요한 열린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그의 Open New York 프로젝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웹사이트를 출범시킨 것에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정부를 칭찬하는 바입니다. 사용
가능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은 전에는 공개된
적이 없었던 공공 데이터에 처음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 시민들은
정부의 업무 활동뿐 아니라 레스토랑과 같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다른 조직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발전은 혁신을 촉발시키고, 뉴욕 시민들에게 정보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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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로 하여금 더욱 개방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열린 데이터는 줄어든 FOIL
요청과 실행 가능한 잠재적 효율성에 관한 사람들의 제안으로 실현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Committee on Open Government의 실무국장인 Robert Free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프로젝트는 정부 정보 공개에 있어 극적인 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배열이
인상적인 것은 물론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Open.ny.gov의 출범으로 정보는 얻기 위한 것인 동시에 분석,
추출, 통합되어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비즈니스 및 학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컴퓨터공학 및 인지과학의 Tetherless World Senior Constellation의
교수인 Jim A. Hendler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려고 준비한다니 무척 기쁩니다. 점점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오늘
공개되는 데이터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신기술을 만들고 있으므로 저는 뉴욕 및 다른 지역의
개발업체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NY Tech Meetup 회장인 Andrew Rasiej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Open New York은 기술 및
혁신에서 뉴욕의 떠오르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또 다른 훌륭한 모범 사례입니다. 또한 정부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투명한 활동을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다가서겠다는 목표를 위해 뉴욕은 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Reinvent Albany 실무국장인 John Kaehn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소중한 주, 시 및 카운티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흐름은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혁신 경제를 촉발시키며,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부 비용을 감축시켜줄
것입니다. 뉴욕주의 열린 데이터 프로젝트는 미국적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는 주의 데이터 웹사이트를 지방 정부가 그들의 데이터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서 활용할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Sunlight Foundation의 국가 정책 담당자인 Laurenellen McCa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들이 시와
지방 단위에서 의미 있는 개방을 보여주는 선례를 남기는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단순히 Albany를 위한 소명감에서 발로한 것이 아닌 뉴욕주 전역의
지방 정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가진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Albany의 뉴욕주립대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 센터장인 Theresa Par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간 데이터 공유는 오랫동안 어려운 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부 영역을 넘어서는
효율적이고 협조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Open.ny.gov는 뉴욕주 소속
정부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새로운 통합된 협조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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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쉽도록 공통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소속 정부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새로운 기회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Empire Center for New York State Policy의 Tim Hoefer 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털은
투명성을 조성할 훌륭한 단계로, 뉴욕 납세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NYPIRG(New York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의 법률변호인인 Russ Hav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기관과 관계자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게 되면 주정부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비교하고,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 결과를 보다 훌륭하게
평가하며, FOIL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도 데이터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날
것입니다. 주지사는 주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주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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