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eikh Mohammed bin Rashid와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중동 사상적 
리더십 프로그램 출범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2015 년 12 월 20 일 PRNewswire=연합뉴스)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Global Initiatives 와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오늘 세계적인 
사상적 리더십 플랫폼을 출범했다. 이 플랫폼의 목적은 중동에서 발생하는 주요 발전 
문제에 대한 지역 및 국제적인 논의를 구축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Middle East Exchange’는 노벨상 수상자, 국가 수장, 학계 및 지식인들을 포함해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독창적인 기사를 받고, 건강과 교육부터 발전과 혁신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새로운 기사들을 전 세계 신문에 매주 게재할 예정이다.  
 
UAE 내무부장관 Mohammed Al Gergawi 는 이달 6 일 아부다비에서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회장인 빌 게이츠와 만남을 가지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후 
그는 “중동은 오랜 세월 갈등과 문제의 시발점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라며 
“Sheikh Mohammed bin Rashid 의 비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혁신적이고 실제적인 솔루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용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면서 “Middle East Exchange 는 중동을 위해 긍정적인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내는 최고의 국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Middle East Exchange 를 출범하기 위해 Sheikh Mohammed bin Rashid 
팀 및 Project Syndicate 와 협력해 매우 좋았다”라며 “Middle East Exchange 는 이 
지역이 당면한 발전 과제와 관련해 인식을 높이고, 논의를 장려하며, 지역적 해결책을 
도모할 흥미진진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UAE 부통령 겸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Sheikh Mohammed 가 설립한 
인도주의적인 자선재단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Global Initiatives 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사와 지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Middle East Exchange 는 Project Syndicate 의 독자적인 사설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Project Syndicate 는 진보적인 사설 콘텐츠 유포에 전념하는 국제적인 
비영리단체다. Project Syndicate 는 모든 기사를 최소 12 개 언어로 번역하고, 468 개 
회원 간행물에 배포할 예정이다. 154 개국에서 468 개 회원 간행물의 독자 수를 합하면 
3 억 명에 달한다. 45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11 명의 국가 수장들이 Project 
Syndicate 에 기고한다.  
 
Middle East Exchange 는 인적 개발, 혁신, 보건, 교육, 관용, 지속가능성, 빈곤, 
청년, 기술, 고용, 기업가정신, 식량, 물 및 기타 공통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빌 게이츠,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및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가 쓰고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기사들로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