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맛집을 찾아서 예능

방송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JULY + AUGUST

‘진짜 미식가들이 온다!’

출연 MC 김구라·정보석·김태우
허영지 외

우리 동네 맛집 탐방
<미식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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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맛집은 어디?
우리 동네 맛집 랭킹이
궁금하다면?
전국 방방곡곡 맛집 탐색전
<미식클럽>에 주목하라!

취향별 맛집 리스트가 아닌 동네별

답하는 정보석을 필두로, 가수 김태우와

맛집 리스트 공유에 앞장서기로 한 것.

허영지, 이원일 셰프와 미식 평론

“우리 동네에서 이건 꼭 먹어야 해!”

전문 기자 출신의 요리 연구가 박준우가

온라인 유저와 동네 주민이 직접 선정해

가세해 맛집 탐방에 동참, 한남동과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인 우리 동네

성북동, 상암동, 신사동 등을 돌며 솔직

맛집은 과연 어디일까?

리얼한 후기를 쏟아낸다.

MBN이 새로운 포맷의 미식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난 6월
8일 첫 방송된 <우리 동네 맛집

2 공정한 온오프라인
맛집 선정

味美 食

탐방–미식클럽(이하 미식클럽)>은

맛 미 아름다울 미 밥, 먹다 식

대한민국 동네 방방곡곡의 맛집을

“이번 주 온오프라인 맛집 1위는 어디?”

: (사전적 의미) 좋은 음식, 좋은 음식을 먹다

찾아 낱낱이 검증하고 ‘리얼 맛 후기’를

<미식클럽>에서는 매주 한 동네를 선택,

전달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맛집 베스트5를

<미식클럽>에서는 매주 한 동네를

선정한다. 그 지역의 빅데이터가

선정해 빅데이터와 현장 리서치를

검증하고 지역 로컬 주민 300명이

총동원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준의

직접 뽑은 최고의 맛집을 가려내는 것.

‘빅데이터·지역민 맛집 베스트5’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택된 맛집 가운데

꼽는다. 방송에선 ‘이 동네에서 꼭 먹어야

온라인과 오프라인 1위 맛집을 찾아

하는 음식’에 대한 정보 전달은 물론

미식 군단이 출동한다. 이들은 맛집의

음식과 맛에 얽힌 스토리도 다양하게

‘최애 음식’을 주문해 맛을 보고

풀어내 기존의 미식 프로그램과

솔직한 후기를 전한다.

•

味美 食
•

클럽

맛 미 아름다울 미 밥, 먹다 식

: (방송에서의 의미) 우리 동네 맛집 탐방기 “이 동네에서 이건 꼭 먹어야 해!”

차별화했다. 또 연예계 대표 미식객
5인이 온오프라인 1위로 선정된
동네 맛집을 방문해 직접 맛을 본 뒤,
솔직하고 예리한 평가로 시청자들의
한 끼 선택에 결정적 한 방을 제시한다.

3 다재다능 매력의
소유자들, ‘미식’으로
총집합
“팔방미인 미식 군단의

<미식클럽> 제대로 즐기는
관전 포인트 셋

1 동네별 맛집 리스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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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 만족 동네 탐방기”
<미식클럽>의 미식 군단은 연기 인생

시청 포인트
•우리 동네에 이런 숨은
맛집이? 전국 방방곡곡
동네별 맛집 소개
•빅데이터+현장 리서치+

30년 배우, 26년차 방송인, 아이돌 출신

지역민 추천을 통해

가수, 전문 셰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하고 깐깐하게 매긴

재능을 뽐내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온오프라인 맛집 순위로
신뢰도 수직 상승

“이 동네 맛집은 여기!”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무한 음식

친구를 만나거나 연인과 데이트 할 때

사랑’이지만 같은 음식도 모두에게

한 동네를 콕 집어 투어에 나서기도

다 맛있을 순 없는 법. 자주 가는 단골

한다. 식사 때가 되어 맛집을 검색해

식당의 음식도 평범하다고 독하게

보지만 동네별 맛집 리스트가 아니라

평가하는 김구라와 편안하고 재밌고

맛 정보와 함께 음식에 대한

전국의 맛집이 모두 검색되는 슬픈 현실.

맛있게 먹어 달라는 제작진의 요구에

지식 공유

그래서 <미식클럽>이 나섰다. 음식별,

“맛있어야 맛있게 먹죠”라며 냉철하게

•이보다 더 솔직할 순 없다!
연예계 대표 미식가 5인의
리얼 후기로 맛 엿보기
•전문가 셰프 군단 출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