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4의 Stars of Science, 다가오는 여섯 번째 시즌에서 젊은 아랍 혁신가들 소개 
 
(도하, 카타르 2014년 9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Qatar Foundation의 ‘에듀테인먼트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MBC4의 Stars of Science가 경쟁적인 새로운 형식을 가지고 여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차세대 혁신가의 개발을 촉진하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흥미를 강화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23-stars-of-science-sixth-season-
MBC4/ 
 
Stars of Science는 여섯 번째 시즌에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기회를 놓고 소그룹의 혁신가들을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쟁 
선발과정을 거쳐 아랍 전역에서 모인 18-30세의 후보자 12명이 선발돼 도하로 가게 되며, 그곳에서 
그들은 세계적인 엔지니어 및 디자인 전문가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의 도전 
과업에서 혁신가들의 탄력성과 독창성, 팀워크가 평가되며, 도전자들은 $600,000의 상금 
획득이라는 최종 목표를 놓고 발상에서부터 작업 원형까지 그들의 잠재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기술 
전문가와 산업 대표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후보자들의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다음 단계로 진출할 
참가자를 결정한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자를 가려내기 위한 6개국의 선발 순회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지원자가 
심사를 받았다. Stars of Science의 초반 4화에서 시청자들은 아랍 전역에서 최종 선발된 12명의 
후보자들의 선발 세션을 볼 수 있다.  
 
Qatar Foundation의 Hamad bin Khalifa University 학장인 heikh Abdulla bin Ali Al-
Thani 박사는 “Stars of Science는 이 지역의 가장 전도 유망한 젊은 혁신가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연결시켜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도록 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아랍 젊은이들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열정을 자극하고 아랍 세계의 교육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시즌을 통해 2만8천 명 이상의 젊은 아랍 혁신가들이 Stars of Science에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Stars of Science 후보자들은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지속되는 유산을 확립했다. Stars of 
Science 출신자들은 아랍 세계 전역에서 다른 혁신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중 연설과 지역 스타트업 지원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출신자들은 
STEM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기 위해 TEDx 행사, 백악관, 국제 포럼, 학교 견학 행사를 
제공했다. Stars of Science에 출연한 80명의 후보자들은 62개의 특허를 신청했고, 이 지역에 
기반을 둔 16개의 기업을 설립했다. 
 
종신 배심원이자 QSTP의 Qatar Shell Research and Technology Centre의 총괄 매니저인 
Youssif Abdulrahman Saleh는 “Stars of Science에 참가하고자 하는 젊은 아랍인들의 
압도적인 관심은 아랍 전역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새로워진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재능 
있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다수의 수준 높은 지원으로 선발 과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최종 선발된 
상위 12명의 후보자들은 지금껏 최고의 혁신가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Stars of Science는 이번 시즌에서 팬들의 시청 경험을 향상시켜주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시작했다. 웹사이트는 기술 관련 토의를 위한 상호작용의 중추가 되고, 아랍 혁신가들이 서로와 
재원에 연결되도록 도와주며, 방송 전, 방송 진행 중, 방송 후에 토의 포럼과 라이브 챗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심사위원과 전문가들, 후보자들이 대중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tars of Science 시즌 6은 최초로 Haneen Al Naqdi과 공동으로 Khaled Al Jumaily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9월 13일 오후 9시(KSA)/오후 6시(GMT)에 MBC4에서 첫 
방송된다.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는 10회의 방송에서 후보자들은 도전 과업에 맞서 시간 제약과 서로 



간의 경쟁 속에서 싸우게 될 것이다. MBC4에서 10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KSA)/오후 1시(GMT)에 
방송을 시작하는 동반 프로그램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시즌 6은 대중 
투표와 심사위원의 신중한 평가로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라이브 결승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추가 정보 문의처: 
Taylor Bossung or Hanane Rougani 
T +974-44364385 
 
추가 정보: 
웹사이트 - http://www.starsofscience.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tarsofScienceTV 
트위터 - https://twitter.com/starsofscience 
유튜브 - http://www.youtube.com/user/Starsofsciencetv 
인스타그램 - starsofscience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