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MBRF, 아랍기구 최초로 유엔 ‘지식 파트너’로 선정돼 

 

-- 유엔 총회와 별도로 축하행사 진행 

 

(뉴욕 2018년 9월 21일 PRNewswire=연합뉴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이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지식 재단(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Knowledge Foundation, MBRF)을 ‘지식 파트너(Knowledge Partner)’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뉴욕 유엔 총회와는 별도로 진행됐다. 

 

멀티미디어 뉴스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08651-mbrf-named-

knowledge-partner-by-un/ 

 

재단에 이러한 영예를 준 것은 10년간 UNDP와 파트너십을 맺어 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아랍기구가 

‘지식 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MBRF의 많은 이니셔티브, 특히 131개 국가를 

포괄하는 최초의 글로벌지식지수(Global Knowledge Index)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지수의 

결과는 Knowledge Summit 2017에서 발표됐다. 

 

H.H. Sheikh Ahmed bin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을 대리해 MBRF의 CEO H.E. Jamal 

bin Huwaireb가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UNDP 사무총장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주 유엔 UAE 

차석 대표 H.E. Saud Al Shams, UNDP 부국장(Deputy Assistant Administrator)이자 아랍계 지역 

사무국 부국장(Deputy Regional Director)인 H.E. Mourad Wahba도 참석했다. 

 

H.E. bin Huwaireb는 MBRF가 UNDP와 10년간 함께 해온 강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속가능성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기반을 둔 지식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역 및 국제 

파트너십을 지지해 온 UAE 지도부의 비전에 따라 협력이 이뤄졌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10년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한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아랍 세계에서 지식의 

현실 및 지식의 생산, 보급 및 현지화 부문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세 가지 

지식보고서(Knowledge Reports)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MBRF CEO는 2015년 아랍지식지수(Arab Knowledge Index)와 Knowledge4All 전자 플랫폼의 발족과 

2016년 아랍독서지수(Arab Reading Index) 발족을 언급하면서, “독서에 대한 오해를 아랍 세계에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7년에는 파트너십이 글로벌지식지수(Global 

Knowledge Index)와 함께 아랍 지역을 넘어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야심 찬 비전 2030을 달성하려는 국가라면 지식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MBRF-UNDP 파트너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구로써 지식 중심의 공유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aud Al Shamsi는 지식이 고용 및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지식지수(Global Knowledge Index)는 학교 등록부터 노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문에서 개혁과 

투자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47533/MBRF_UN_Knowledge_Partner.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08651-mbrf-named-knowledge-partner-by-un/ 

 

출처: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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