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과정 (The election Process Explained) 

ITU 가 설립 150 주년을 맞이하는 2014 년,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는 

ITU 향후 4 년을 이끌 고위직을 선출합니다. 

수장 한 명만 선출직인 다른 UN 기구들과는 달리, ITU 전권회의는 사무총장, 

사무차장과 전파통신총국 (BR), 전기통신표준화총국 (TSB), 전기통신개발총국 

(BDT)의 각 국장 세 명 등 총 다섯 명의 고위직을 선출합니다.  

ITU 헌장 규정에 따라, 모든 선출 고위직은 최대 두 번까지 4 년 임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미 선출직을 수행한 사람의 다른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거유세 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유세 막바지에 협상 방지 목적으로 5 개 

고위직에 대한 입후보는 전권회의 개최 전 28 일째 날인 2014 년 9 월 22 일 

월요일 23 시 59 분(제네바 시간)에 마감됩니다. 

선거는 회의 시작 4 일차인 10 월 23 일 목요일에 사무총장 선거와 함께 

시작됩니다.  

 

선출직 후보 정보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은 2006 년 처음 선출된 이래 연임에 성공하여 이제 

8 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ITU 에 훌륭한 업적을 남길것입니다.  

선출직 후보 목록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itu.int/en/plenipotentiary/2014/Pages/candidates.aspx. 

후보자 약력과 인터뷰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o come from ITU News] 

 

 

 

http://www.itu.int/en/plenipotentiary/2014/Pages/candidates.aspx


기타 선거 

2014 ITU 전권회의는 ITU 이사회의 이사국과 전파규칙위원회 위원 또한 

선출합니다. 

48 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ITU 이사회는 4 년 주기로 개최되는 각 전권회의 사이에 

운영기관 역할을 하며, 매년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할 뿐 아니라 전권회의가 

열리는 해에도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ITU 이사회는 ITU 의 활동, 정책, 전략을 끊임없이 감독하고, 전권회의 또는 

이사회가 설립한 특정 주제에 관한 실무반 관리와 전권회의에 제시할 ITU 전략 

및 재정 계획을 준비합니다.  

ITU 각 행정지역 5 곳의 이사회 의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지역 — 미주 (9 석)  

 B 지역 — 서유럽 (8 석)  

 C 지역 — 동유럽 (5 석)  

 D 지역 — 아프리카 (13 석)  

 E 지역 — 아시아 태평양 (13 석).  

이사회 총 의석은 전체 ITU 회원국 수의 25%이며, 총 회원국 수와 다섯 지역 

각각의 회원국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별 의석이 배정됩니다. ITU 총 회원국 

수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193 개 회원국) 이사회 의석 수는 2010 년 

전권회의에서 46 석에서 48 석으로 늘어났습니다. 

ITU 이사회 선거에 출마 가능한 국가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사국 연임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사회의 공식 출범이 있었던 1947 년 애틀랜틱 시티 

전권회의 때부터 이사국 최대 연임 횟수를 기록한 국가들로는 브라질,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스위스, 미국 등이 있습니다. 

http://www.itu.int/en/council/Pages/overview.aspx
http://www.itu.int/en/council/Pages/default.aspx


이사국 목록을 포함한 ITU 이사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itu.int/council  

전파규칙위원회(RRB)는 ITU 의 다섯 지역(미주, 서유럽, 동유럽과 북아시아, 

아프리카 및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하는 위원 12 명으로 구성된 

비상임위원회입니다. 

전파규칙위원회는 전파 주파수의 배정 및 이용, 위성 궤도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전파규칙 적용에 관한 절차규칙을 승인합니다. 또한 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와 전파통신총회 (Radiocommunication 

Assemblies)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전파규칙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itu.int/en/ITU-R/conferences/RRB/Pages/default.aspx 

 

투표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국들은 반드시 ITU 헌장과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며, ITU 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체납해서는 안됩니다. 

회원국들은 또한 유효한 ‘신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임장은 자국의 

2014 전권회의 대표에게 투표권 및 회의 최종 의정서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회원국 신임장은 국가 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무부장관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선출직 투표절차 

ITU 선출직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통상 선거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일 처음 사무총장 선거로 시작하여, 사무차장 선거, 세 개 총국의 국장 선거가 

차례로 이뤄집니다.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직에 출마한 후보가 한 명인 경우 

선거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선거가 진행된 후, 세 

개 총국 국장 선거가 열립니다. 세 개 총국의 국장 선거는 동시 진행됩니다. 

http://www.itu.int/council
http://www.itu.int/en/ITU-R/conferences/RRB/Pages/default.aspx
http://www.itu.int/pub/R-REG-RR/en
http://www.itu.int/ITU-R/index.asp?category=conferences&rlink=wrc&lang=en
http://www.itu.int/ITU-R/index.asp?category=conferences&rlink=ra&lang=en
http://www.itu.int/ITU-R/index.asp?category=conferences&rlink=ra&lang=en
http://www.itu.int/en/ITU-R/conferences/RRB/Pages/default.aspx
http://www.itu.int/net/about/basic-texts/index.aspx


각 후보는 선출되려면  필요한 다수의 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ITU 절차 규칙에 

따라, 필수 득표수는 투표권이 있는 출석 대표단의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됩니다. 

무효 표와 빈 투표용지는 득표수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칸 안에  ‘X’ 

표시로 후보 선택을 표시한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표시된 투표용지는 무효 

표로 간주됩니다. 

1 차 투표결과 어떤 후보자도 과반수 이상 특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컨퍼런스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결과 발표 이후 최소 6 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한 차례 또는 (필요한 경우) 두 차례의 추가 투표를 실시합니다. 

3 차 투표결과 아무런 후보자도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컨퍼런스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3 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최소 

12 시간의 시차를 두고 4 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만약 4 차 투표에서 두 후보자가 동점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경합중인 후보자 중 

가장 연장자가 선출된 것으로 공표합니다. 

 

취임 일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세 개 총국 국장들은 선거 당시의 전권회의가 정한 날짜에 

집무를 시작하며, 차기 전권회의가 정한 날짜까지 선출직을 유지합니다. 새 

ITU 고위 선출직들은 컨퍼런스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015 년 1 월 1 일부터 

집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선출직의 연임은 어느 

직책이든 한 번 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파규칙위원회의 위원 선거 과정 

전파규칙위원회 위원 투표는 통상 한 차례의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지역별로 

배정된 의석 수를 기준으로 위원이 선출됩니다. A, B, C 지역에 각각 의석 2 석이 

배정되고, D 와 E 지역에 각각 3 석이 배정됩니다. 총 12 석의 의석은 ITU 회원국 

총 수의 6%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지역의 의석 수는 각 지역 소속 ITU 회원국 

수를 기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투표는 단일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최다 득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즉, 각 

지역에 배정된 의석 수 내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2015 ~ 2018 년 위원으로 

선출됩니다. 

동일한 행정지역 내에서 동점자가 발생하고 동시에 그 동점자의 수가 해당 

지역에 배정된 남은 의석 수보다 많을 경우에 한하여 (컨퍼런스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결과 발표 이후 최소 6 시간의 시차를 두고 특별 투표가 실시됩니다. 

특별 투표에서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은 후보자중 가장 연장자가 선출된 

것으로 공표합니다. 

 

ITU 이사국 선거 과정 

ITU 이사회 선거는 통상적으로 한 차례의 투표로 진행됩니다. 지역별로, 후보국 

중 해당 지역에 배정된 의석 수 한도 내에서 최다 득표한 회원국들(즉, 유럽은 

8 개 최다 득표 국가, 아프리카는 13 개 최다 득표 국가 등)이 2015 ~ 2018 년 

이사국으로 선출됩니다. 

각 지역 배정 의석을 두고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컨퍼런스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 차 투표(특별 투표)가 해당국가만을 대상으로 1 차 투표 이후 최소 

6 시간 시차를 두고 실시됩니다. 만일 2 차 투표에서도 동점이 발생하면, 2014 

전권회의 의장이 제비를 뽑아 선출 회원국(들)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