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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 자선가 H.E. Sheikh Mohamed Bin Issa Al Jaber 의 런던 자선단체, 2014 예멘 

선거에 앞서 독립매체교육기관 설립 
  

(런던 2013 년 12 월 10 일 PRNewswire=연합뉴스) 예멘에서의 자유롭고 편파적이지 않은 

언론보도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개관을 기념하는 출범식이 61 Whitehall 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예멘의 새로운 헌법 채택과 내년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도의 높은 수준을 

고무하기 위해 독립적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자선가 Sheikh Mohamed Bin Issa Al 

Jaber 의 주최로 개최됐다.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Tawakkol Karman 과 전 미국대통령 보좌관 Dalia 

Mogahed 등을 포함한 기관의 고문위원단이 센터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지난 20 년 동안, MBI Al Jaber 재단(MBI Al Jaber Foundation)은 영국과 세계 각국에서 

교육과 자유 언론, 좋은 통치 및 서구와 아랍을 연결하는 통로를 구축하는 기타 많은 활동들과 

관련된 수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왔다.   
  

예멘의 MBI Al Jaber Media Institute 는 개인 자본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자, 

학생, 교사, 교육자, 매체의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것은 과거 

기자들이 폭력이나 구금의 위협에 직면했던 예멘에서 기자들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Sheikh Mohamed Bin Issa Al Jaber 는 “자유 언론은 자유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아랍의 

봄(Arab Spring) 이래로 많은 발전의 징후들이 쇠약해졌지만, 예멘과 같은 나라에는 진보의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BI Al Jaber Media Institute 의 개관은 이 지역과 

세계의 시민들이 상황에 대한 현장의 증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돕고, 내년의 중대한 선거가 공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도록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MBI Al Jaber Media Institute 는 프로젝트나 정부기관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자유롭고 

편파적이지 않은 언론 보도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Tawakkol Karman 은 “MBI Al Jaber Institute 의 개관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예멘에는 

이러한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기관은 진정한 세계를 위한 진정한 

기자들을 육성, 교육,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언론의 자유, 교육, 표현의 

자유를 지원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Sheikh Mohamed 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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