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U 회원 확대 (ITU’s Evolving Membership)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ICT 업계가 모인 ITU 

ITU 는 1865 년 설립 당시부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193 개 회원국과 

700 여 개 이상의 민간 분야 단체 및 60 여 개 이상의 학술 기관을 회원으로 둔 

UN 내에서도 독특한 국제기구입니다. 

ITU 회원들은 세계 최대 제조업체 및 통신업체뿐 아니라 신기술과 새로이 

부상하는 기술에 초점을 둔 혁신적인 소규모 업체들, 선도적인 R&D 기관 및 

학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ICT 업계를 대변합니다. 

각국 정부 역시 ITU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야 단체들은 

부문회원(Sector Members) 또는 준회원(Associates)으로 가입하여 글로벌 표준 

확립과 모범사례 발굴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계 및 지역 수준 토론에 참여하고, 

혁신적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ICT 규제기관·정책입안자·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문회원과 준회원은 ITU 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회원국들이 

전기통신 및 ICT 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급변하는 ICT 환경에 대응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국제협력이란 원칙하에 설립된 ITU 는 당사국들이 미래 ICT 업계에 영향을 줄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중요한 글로벌 포럼입니다. 

 

정부 회원 구조 

ITU 의 회원국은 총 193 개국입니다. ITU 의 창립 회원국은 1865 년 5 월 17 일 

파리에서 국제전신조약에 서명한 유럽 20 개국입니다. 가장 최근 가입한 국가는 

2011 년 10 월 3 일 가입 한 남수단입니다.  

회원국들은 각각 다른 금액의 ‘분담금 수준(class of contribution)’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ITU 운영기금에 대한 자발적 분담금을 선택합니다. 

http://www.itu.int/en/membership/Pages/sector-members.aspx


2012-2015 년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국 분담금은 단위(a single Contributory Unit)당 

318,000 스위스프랑(CHF)입니다. 회원국이 선택할 수 있는 분담금 수준의 폭은  

40 단위부터 UN 지정 최빈개도국이 선택할 수 있는 1/16 단위까지 다양합니다. 

분담금 단위 금액은 2006 년부터 동결되었습니다. 

분담금 수준 전체 목록과 ITU 회원국 가입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야 및 학계 회원 구조 설명 

전파통신부문 (ITU-R), 전기통신표준화부문 (ITU-T), 전기통신개발부문 (ITU-D) 등 

ITU 의 세 개 부문은 민간분야 회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ITU 의 각 부문에는 부문 특정 분야와 관련된 여러 스터디 그룹(Study Groups)이 

있습니다. 

기구/기관들은 ITU 의 모든 부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세 개 부문 회원은 

모든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며, 특정 사안에 중점을 둔 

기구/기관들은 준회원으로 한 개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계, 대학교, 대학 연계 연구기관들은 일부 개발도상국의 부문회원들에게 

주어지는 회비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tu.int/en/membership/Pages/member-states-membership.aspx
http://www.itu.int/en/ITU-R/Pages/default.aspx
http://www.itu.int/en/ITU-T/Pages/default.aspx
http://www.itu.int/en/ITU-D/Pages/default.aspx


  연간 분담 금액 – 민간분야 

표준화 부문 / 전파통신부문 

  부문회원 31,800 

  
개도국 부문회원 

(일인당 소득이 2,000 US 달러 넘지 않음) 
3,975* 

  준회원 10,600 

  학계 및 연구 기관 3,975 

  개도국 학계 및 연구 기관 1,987.50 

개발부문 

  부문회원 7,950 

  개도국 부문회원 3,975 

  준회원 3,975 

  개도국 준회원 1,987.50 

 
학계 및 연구기관 3,975 

  개도국 학계 및 연구 기관 1,987.50 

[스위스프랑 기준] 

 * 아직 부문회원이 아니며 또한 본사가 선진국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기관 

  



ITU 의 개방과 포용 

학계 회원 

2010 년 멕시코 과달라하라 전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학계 참여를 시범적으로 

받아들인 이후, 총 63 개 학술기관이 ITU 에 가입했습니다. 신설된 ‘학계, 대학교 

및 연계 연구기관’ 카테고리는 학술기관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 받는 

동시에 표준 및 권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줍니다. 학술기관들은 관련 

분야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여 회원국, 부문회원, 준회원들에게 학계 전문지식을 

전하고 ICT 전략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수와 학생들은 

선도적인 ICT 통계와 연구를 접할 수 있습니다.  

2014 년 전권회의에서는 학계 참여를 더욱 장려할 제안들이 검토될 것입니다.  

 

NGO 참여 

ITU 는 NGO 의 부문회원 및 준회원 가입과 스터디 그룹, 글로벌 및 지역 워크샵, 

기타 행사 참여를 환영합니다. ITU 핵심 업무에 국제 주요 기구가 참여하는 경우 

종종 회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Internet Society 는 1995 년 ITU 가입 

이후 계속 회비를 면제 받아왔습니다. 

114 개 비영리기구 중, ITU 회비를 면제 받은 국제 및 지역 기구들은 NGO 의 약 

50%입니다. 면제 기준은 상호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회비 면제를 받은 기구들은 

ITU 에 해당 기구의 회의, 출판물, 기타 혜택에 준한 수준의 접근을 제공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2014 전권회의는 재정 및 인적자원에 관한 위원회 실무반(Council Working Group 

on Finance and Human Resources)의 자문을 바탕으로 NGO 회원 카테고리 신설과 

회비 면제에 관한 현재의 기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