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rs of Science 마지막회, 아랍 세계 최고의 청년 혁신자 선정 
 
-- 토요일 MBC4에서 라이브로 방송 
 
(도하, 카타르 2014년 11월 12일 PRNewswire=연합뉴스) MBC4에서 방영되고 있는 카타르 
재단의 “엔터테인먼트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Stars of Science의 라이브 마지막회에서 
아랍권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네 명의 청년들이 지역 최고의 혁신자 자리를 놓고 경쟁할 
예정이다. 바레인의 Thieab Al Dossary, 오만의 Sultan AlSubhi, 레바논의 Rania Bou 
Jaoudeh, 카타르의 Mohammed Al Housani 등 네 명의 결승 진출자들 순위는 
마지막회에서 대중 투표와 심사위원 판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마지막회는 오는 15일 
토요일 8:00pm KSA / 5:00pm GMT에 MBC4에서 도하 Stars of Science 스튜디오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93-stars-of-science-live-
finale/ 
 
전 세계 시청자들은 국가 및 모바일 통신사에 따라 각기 다른 번호로 SMS나 유선 통화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 라이브 마지막회에서 대중 투표와 심사위원 판정에 따라 결승 
진출자들의 순위가 결정된다. 투표 방법은 웹사이트 
http://www.starsofscience.com/English/Vote를 참조한다.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은 Stars of Science는 혁신자들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경쟁의 
장을 연다. 18-30세 후보 12명이 카타르 도하에 모여, 카타르 과학 기술 파크(Qatar 
Science & Technology Park, QSTP)에서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전문가들로부터 멘토어링을 받는다. 후보들은 프로젝트 자금 지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며, 챌린지마다 회복탄력성, 독창성 및 팀워크 테스트를 받는다.  
 
수 개월에 걸쳐 개발, 탈락 및 심사위원 피드백이 진행됐고, 그 결과 Stars of Science 
역사상 가장 발전된 견본이 나왔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지성인”으로 통하는 Thieab Al 
Dossary는 사용자의 팔에 동기화된 펄스를 중계함으로써 멀티미디어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자신의 Tactile Communication Bracelet으로 바레인 1등상을 희망하고 있다. 
“전략가” Sultan AlSubhi는 우두 지역 Robotic Cleaner를 가지고 오만 1등상을 
노린다. Robotic Cleaner는 기도 시설과 모스크의 목욕 공간을 자동으로 청소하는 로봇 
장치다.  
 
“계획자”로 알려진 레바논의 Rania Bou Jaoudeh는 Automatic Zucchini Corer를 통해 
Stars of Science 역사상 최초의 여성 우승자가 될 수도 있다. Automatic Zucchini 
Corer는 일반적인 아랍 요리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힘든 노력을 크게 줄여주는 
장치다. “과학자” Mohammed Al Housani는 태양광을 전력으로 전환하는 성능을 높이는 
Efficient Solar Energy System을 통해 카타르에서 두 번째로 Stars of Science 
우승을 희망하고 있다.  
 
출처: Qatar Foundation 및 MBC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