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Knowledge Summit 2018, 온라인 등록 개시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8년 11월 16일 PRNewswire=연합뉴스)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지식 재단(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Knowledge Foundation, MBRF)이 제5회 

Knowledge Summit의 등록 개시를 알라며, 웹사이트 https://knowledgesummit.org/에서 등록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8449651-online-registration-knowledge-summit-2018/ 

 

올해 회담은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겸 총리이자 두바이 국왕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의 후원과 MBRF 회장 Sheikh Ahmed bin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의 지시로 

개최된다. 회담은 12월 5~6일에 두바이에서 열리며, “청년과 지식 경제의 미래(Youth and the 

Future of the Knowledge Economy)”라는 주제를 채택했다.  

 

MBRF CEO H.E. Jamal bin Huwaireb는 “올해로 5회를 맞이한 Knowledge Summit은 연중 열리는 

세계 지식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단단히 자리를 잡았으며, 전 세계에서 지식 부문의 

전문가와 의사 결정자들이 모여 견고한 지식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 새로운 아이디어 및 

계획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라며 “Knowledge Summit 2018은 지난 4회까지 거둔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 생산, 지역화 및 배포라는 MBRF의 사명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회담에서는 지식 투자, 지식 자본, 미래 스마트 도시에서 지식 경제의 역할, 아랍 사회를 

지식 소비자에서 지식 생산자로 전환하는 방법, 지식 경제에서 법과 입법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데이터 및 지식 경제에 대한 데이터의 기여를 비롯해 지식 부문에서 교육과 

이슬람 경제의 역할, 지식의 지역화와 지식이 우주 탐험에 미치는 영향 등도 다룰 예정이다.  

 

올해 회담에서는 글로벌지식지수(Global Knowledge Index) 2018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글로벌지식지수는 UNDP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 세계 지식을 추적하는 측정 도구로 

구축됐다. 한편, 올해 회담에서 세계 지식 선구자들에게 수여되는 제5회 Mohammed Bin Rashid 

http://www.multivu.com/players/uk/8449651-online-registration-knowledge-summit-2018/


Al Maktoum Knowledge Awards의 시상식과 제1회 ‘Illiteracy in the Arab World’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Knowledge Summit 2018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온 전문가, 의사 결정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연설자들이 45개가 넘는 토론 패널에 참가할 예정이다. Knowledge Summit 

2018의 주제는 국가 발전 계획에서 청년에게 지속해서 힘을 부여하고, 청년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전략과 맞추고자 하는 MBRF의 노력을 반영한다.  

 

(로고: 

https://mma.prnewswire.com/media/697421/Mohammed_bin_Rashid_Al_Maktoum_Knowledge_F

oundation_Logo.jpg ) 

 

출처: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Knowledge Foundation (MBRF) 

 

 

 

 

Mr. Hussain Mohammad, internalcomm@mbrf.ae, +971(0)4-423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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