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Stars of Science, 아랍 혁신 10년 기념 

 

- 카타르 재단 인기 TV 프로그램의 새 시즌, 아랍 전역에 방송  

 

(도하, 카타르 2018년 9월 15일 PRNewswire=연합뉴스) 아랍 혁신 10년을 맞이하는 카타르 재단(Qatar 

Foundation, QF)의 Stars of Science는 아랍 최고의 혁신 ‘에듀테인먼트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다. 

Stars of Science 시즌 10은 이달 22일부터 아랍 전역에 방영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398751-stars-of-science-10-

years-of-innovation/ 

 

2008년에 처음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아랍 전역의 과학 및 기술 혁신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신 

시즌은 아랍 지역의 여러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Stars of Science' 웹사이트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자막도 함께 볼 수 있다. 

 

10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이번 시즌은 시청자에게 최첨단 혁신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카타르 재단의 미디어 담당 Khalifa Essa Al Kubaisi는 “아랍 청년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혁신 포럼을 시작하는 것은 Stars of Science의 원동력”이라며 “Stars of Science의 

성공은 큰 꿈을 가지도록 용기를 얻는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그 영향력은 엄청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tars of Science 캐스팅 기간에는 수백 명의 참가 희망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후보자가 일단 

선정되면, 전문가와 Stars of Science 출신자의 조언과 도움을 받은 상위 9명이 시제품 및 고객 검증 

라운드에 참여하게 된다. 심사위원단 투표 결과에 따른 탈락자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발표되고, 최종적으로 

네 명의 결선 진출자가 종잣돈으로 사용할 60만 달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후보자들이 최종 결선 진출을 놓고 경쟁하는 동안, Stars of Science의 심사위원단인 Fouad Mrad 교수, 

Abdelhamid El-Zoheiry 교수, Khalid Al Ali 박사는 후보자들에게 건설적인 비평을 한다. 이 프로그램의 

오랜 진행자인 Khaled Al Jumaily가 다시 진행을 맡았다. 

 

레바논 출신의 작년 우승자 Fouad Maksoud와 같은 Stars of Science 출신자는 지역 사회, 국가 및 기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창조자다. 지난 10년간 이 프로그램 출신의 131명이 수익금, 크라우드펀딩 및 

연구 보조금으로 1천400만 달러를 모았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달 22일(토요일)에 방영된다. Stars of Science 시즌 10의 전체 방송 일정은 

웹사이트 http://www.starsofscienc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 MDiefallah@webershandwick.com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41585/Stars_of_Science.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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