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제5회 Knowledge Summit, 두바이에서 성공적으로 막 내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8년 12월 14일 PRNewswire=연합뉴스) Mohammed Bin Rashid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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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일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제5회 Knowledge Summit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는 

'청년과 지식 경제의 미래(Youth and the Future of the Knowledge Economy)'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65351-knowledge-summit-wraps-5th-edition-dubai/ 

 

MBRF CEO Jamal bin Huwaireb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된 Knowledge Summit은 

세계적 수준의 일류 지식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의 주제가 국가 발전 

계획에서 청년에게 힘을 부여하고, 청년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UAE 정부의 전략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2018 Knowledge Summit의 안건은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의 개발부터 아랍 국가를 지식 

소비자에서 지식 생산자로 변신시키기까지 청년과 지식 경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영향력에 

대해 다뤘다.  

 

Knowledge Summit에는 Princess Sumaya University for Technology 학장 Sumaya Bint Al Hassan 

공주, UAE 고등교육부 장관 Dr Ahmad Belhoul Al Falasi, 요르단 문화청년부 장관 Mohammad Abu 

Rumman, 말레이시아 청년스포츠부 장관 Syed Saddiq, UAE 국가미디어위원회 회장 Mansour 

Ibrahim Al Mansouri, Knowledge Economy Network 회장 Dr Boris Cizelj 교수, Entrepreneur's 

Organization 공동설립자 Kevin Harrington 등을 포함해 유명한 국제 연설자들이 참석했다. 

 

Knowledge Summit에서는 UNDP와 공동으로 작성한 글로벌지식지수(Global Knowledge Index) 

2018의 결과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 영국, 스위스, 핀란드, 싱가포르, UAE 및 브라질 

등과 같은 7개국이 지식 측면에서 세계를 주도할 전망이라고 한다. UAE는 2017년 순위에서 

6계단 상승해 19위를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Knowledge Summit에서는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Knowledge Award 

수여식도 진행됐으며, Magdi Yacoub Heart Foundat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Saudi 

Digital Library, Amersi Foundation 등이 상을 받았다. 

 

또한, Knowledge Summit은 'Literacy Challenge' 1라운드 우승자를 발표했다. 'Literacy Challenge'의 

목표는 2030년까지 3천만 명에 달하는 문맹 아랍 청소년과 아동을 교육시키고, 이 지역에서 

아랍 젊은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MBRF는 올해 회담에서 'Know Talks'도 선보였다. 'Know Talks'는 길이가 20~30분을 넘지 않고, 

전문가와 학자들이 청중과 직접 통찰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일상적인 대화 세션으로 

구성된다. 2018 Knowledge Summit에서는 16건이 넘는 'Know Talks'가 진행됐으며, 정상회담 

참가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2018 Knowledge Summit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온 100명이 넘는 전문가, 의사결정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45개가 넘는 토론 패널에 참석했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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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ndation_Logo.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65351-knowledge-summit-wraps-5th-edition-dubai/ 

 

출처: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Foundation (MB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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