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아랍 세계 최고의 에듀테인먼트 TV 프로그램 Stars of Science, MBC4에서 시즌 8 

시작하며 강력하게 혁신 재조명 

 

(도하, 카타르 2016년 9월 14일 PRNewswire=연합뉴스) 이달 17일 오후 10시(KSA), 카타르 재단의 

대표적인 미디어 프로젝트 Stars of Science를 통해 아랍 세계 최고의 혁신가를 찾는 여정이 

MBC4에서 시즌 8로 막을 올린다.  

 

아랍 세계 전역의 혁신가와 기업인에게 영감을 제공해온 이 지역 최고의 ‘에듀테인먼트’ 

리얼리티 쇼인 Stars of Science가 이번 주 MBC4에서 시즌 8로 돌아왔다. 교육, 과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카타르 재단(Qatar Foundation, QF)이 시작하고 지원하는 시즌 8은 신선한 접근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접근법에 따라 후보들은 정보 기술, 에너지, 환경 및 건강 부문 내에서 

지역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품질과 우수성의 문화를 장려한다는 

카타르 재단의 미션과 맥락을 같이 하는 Stars of Science (SOS)는 야심 찬 차세대 과학 및 기술 

문제 해결자 간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진작하는 도구로 활약한다. 지난 8년간 아랍 

세계 전역의 시청자들은 근면한 혁신가들이 영향력 높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며, 그 과정에서 50개가 넘는 국제 및 지역상을 수상하고, 

국제적인 규모로 자신의 지식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914651-stars-of-science-innovation/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Braci의 설립자이자 CEO인 Anwar Almojarkesh와 

같은 Stars of Science 출신들의 성공 사례는 아랍 청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Almojarkesh는 결승에 진출할 기회를 아깝게 놓친 후 덴마크와 영국으로 가서 창업하는데 

성공했으며, 국제적인 엔젤 투자자, 정부 및 인큐베이터로부터 미화 1,000,000달러가 넘는 

자금을 조달했다.  

 

Anwar 대표는 “Stars of Science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플랫폼”이라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람된 학습 경험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그의 성공 사례는 15명의 Stars of 

Science 출신들 사이에서 모범이 됐다. 이들은 추가적인 제품 개발 단계를 지원하고자 미화 총 

9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카타르 재단 지역사회 발전 책임자 Fahad Al Qahtani는 “카타르 재단은 카타르의 과학 혁신을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여를 항상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0906/404179 ) 

 

출처: Stars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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