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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2021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02-2223-9010)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뮤직비디오 공개

□ 12.7(화)~8(수)간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뮤직비디오가 11.26(금) 오후 12:00 외교부 및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식 사회관계망 (SNS) 채널에 공개된다 .
※ 안테나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채널에는 동일 18:00 공개 예정

ㅇ 테마송(제목: Closer)의 제작과 가창에는 안테나 소속 싱어송라이터인
ㅇ

샘김 , 적재, 권진아가 참여하였다.

테마송은 ‘모두의 평화, 우리의 미래 (United for Peace,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라는 이번 행사 공식 슬로건의 의미를 반영

하여 나이와 성별, 국경을 초월한 평화가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개인의 평화가 모여 세계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는 마음을 한국어와 영어 가사로 표현하였다.

□ 서은지 준비기획단장은 “글로벌 테마송을 통해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지닌 중요성과 의미를 알려나가는 한편, ‘모두의 평화가
우리의 미래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면서, “이
테마송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노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테마송에 참여한 샘김은 ‘군인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할
필요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곡에 담았으며,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이런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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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 회의명 :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 Seoul UN Peacekeeping
Ministerial)
ㅇ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 확보, △PKO 강화를
위한 각국의 신규 공약 발굴 및 이행 현황 점검 등 목표
※ 2015년 오바마 대통령-반기문 사무총장 공동주최 「평화유지 정상회의」 후속회의로,
PKO 분야 유일의 장관급 정례 회의체(2016년 출범)
-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15.9월, 미국) → 1차 평화유지 국방장관회의(16.9월, 영국) →
2차 평화유지 국방장관회의(17.11월, 캐나다) → 3차 평화유지 장관회의(19.3월, 유엔)
- 평화유지는 외교-국방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년 3차 회의부터
외교·국방장관이 공동 참석하는 장관회의로 명칭 변경(우리 외교장관 참석)

ㅇ 공동의장국(Co-chairs)* :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인도네시아, 네덜
란드, 르완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루과이 등 총 12개국
*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15년) 및 장관회의(’16, ‘17년) 주최 또는 공동주최국

□ 기간 및 장소 : 2021.12.7.(화)-8(수) (1박 2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본회의)
/ 서울디자인플라자(DDP)(부대행사) 등

□ 참석 대상 : 155개국* 외교·국방장관, 국제기구 대표, 학계, 언론 등 총
700여명
* PKO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총회(4위)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34) 회원국
155개국(과거 및 현재 파병국)

Committee of 34

↲

□ 의제 :‘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주 테마 하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 ▴파트너십, 훈련, 역량강화(Partnership,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임무수행능력(Performance & Accountability), ▴민간인 보호
및 안전(Protection of civilians and Safety&Security) 등 4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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