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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개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단은 등록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승인이 완료되면 개인정보가 입력된 ID 카드가 발급되며, 원활한 행사장 출입 및 보안을 위해
행사장 내에서는 항상 ID 카드를 패용하여야 합니다. 세부 등록절차 및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 절차
2.1 . 등록방법
장관회의 등록 웹사이트(https://reg.unpko2021.kr)를 통해 2021 년 9 월 8 일(수)부터 11 월
16 일(화)까지 온라인 사전등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등록은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등록관(DAO: Delegation Accreditation Officer)은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 대표단의 모든
인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준비기획단은 국별등록관에게 등록 웹사이트 접속을 위한 사용자 아이디(Access Code)와
비밀번호를 송부드릴 예정이니, 11 월 16 일(화)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단 카테고리별 등록정보 |
 Head of Delegation: 국적, 성별, 국문성명, 영문이름/성, 영문 직위 및 소속기관명, 특이식단,
이동지원 필요여부, 숙박정보, 사교행사 및 부대행사 참석여부, 행사용 사진
 Delegation: 국적, 대표단 세부 구분(역할), 성별, 국문성명, 영문이름/성,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소속기관명(국ㆍ영문), 특이식단, 이동지원 필요여부, 숙박정보, 사교행사 및 부대행사 참석여부,
행사용 사진

2.2 . 사진 규격 및 주의사항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행사장 출입용 ID카드 및 회의 운영을 위해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을 사용할 시 등록 및 행사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등록 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 규격 |
• 최근 6 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JPG 형식의 컬러 사진(※ JPEG, BMP, PDF 파일 불가)
• 최소 480X640 픽셀, 최대 960X1280 픽셀
• 파일크기가 5MB 이하인 사진
• 신분증 스캔사진 불가
품질·배경

눈동자·안경

 포토샵 등으로 수정되거나 훼손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하며,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컬러렌즈 및 색안경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안경 테두리가 눈동자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얼굴모양·표정

의상·장신구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모자를 착용해서는 안되며, 장신구를 착용할 경우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
(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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