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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좋고 먹기 좋은 음식을 찾아 동네 탐방에 나선 연예계 대표 미식객 5인에는 방송인 김구라와 배우 정보석,
가수 김태우, 걸그룹 출신 가수 겸 배우 허영지 등이 함께한다.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맛 표현을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

“맛이 있어야
맛있게 먹는다. 남다른
입맛으로 미식계를 평정하기
“솔직히 엄청난 맛은 아니다.

위해 나왔다.”

“살면서 못 먹겠다고

비싸다고 다 맛있는 건

말한 음식이 없다.

아니잖나.”

다 먹을 수 있다.”

미식객 #1 김구라

미식객 #2 정보석

미식객 #3 김태우

미식객 #4 허영지

#외식의 달인 #깐깐한 입 #맛 좀 터는 입 #냉철한

#미식 버라이어티 초보자 #자칭(?) 미식가 #걸어 다니는

#많.먹.아.많.男 #맛 좀 아는 푸드 파이터

#상큼 발랄 걸그룹? #알고 보면 우리 동네 미식 대장

미식가 #독설 작렬 #고독한 독설가

맛집 앱 #맛있어야 맛있게 먹지 #연예계 미식 다크호스

#무조건 잘 먹는 男 #위대한 대식가

#아재 입맛 #대식가 #반전 매력 소유자

평소 스타일대로 맛 평가 역시 독하고 깐깐하게!

배우 정보석이 맛 예능 프로그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많이 먹어 봐서 맛도 좀 아는 젊은 입맛의 소유자, 자타

많이 먹기는 기본, ‘아재 입맛’까지 장착한 걸그룹

김구라는 정직한 입맛의 소유자답게 ‘고독한 독설가’로

그는 “나 스스로 미식가라 칭하면 쑥스럽지만,

공인 푸드 파이터 가수 김태우도 ‘위대한 대식가’로

카라 전 멤버이자 배우 허영지는 ‘미식클럽의

활약한다. 평소 자주 가는 기사 식당을 두고도

안 먹어 본 음식이 없고 아는 맛집만 해도 전국에 천여

<미식클럽>에 합류했다. 그는 “평소 한번 먹기 시작하면

홍일점’으로 여성 시청자의 취향 저격에 나선다.

“솔직히 엄청난 맛은 아니다. 비싸다고 다 맛있는 건

곳이 넘는다”며 연예계 미식 다크호스로서의 활약을

멈추기 힘든 대식가 타입”이라면서 “군침 도는 제대로

허영지는 “음식 맛을 잘 감지해 별명이 ‘생혀’다.

아니잖나. 가격 대비 괜찮아서 자주 가는 곳”이라며

예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보석은 까다로운 입맛을

된 먹방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맛 표현을 전달하는 데

자신의 단골집에도 일침을 가한다. 맛집 탐방에

자랑하는 ‘미식계의 대부’로 알려진 바 있다.

과거 어느 방송에서 “식탐을 자제할 수 없다”고

힘쓰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전했다. 또 그녀는

나서서는 “비비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비빔밥도

이에 정보석은 “맛이 있어야 맛있게 먹는다. 남다른

털어놓기도 했던 그는 “살면서 못 먹겠다고 말한 음식이

“하루에 50끼를 먹고 먹방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적이

밥과 야채를 따로 먹는다. 된장찌개에 밥을 넣고 끓여

입맛으로 미식계를 평정하기 위해 나왔다”고 포부를

없다. 다 먹을 수 있다”면서 “물론 배가 부르면 그만

있다”면서 “먹는 건 자신 있다”고 식욕을 뽐내기도 했다.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아귀찜으로 유명한

밝혔다. 이어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잘 안 먹거나

먹는다. 그때까지가 한참 걸릴 뿐이다. 내가 생각해도

평소 한식 마니아라는 허영지. “새로 나오는 디저트는

인천 출신이지만 매운 걸 좋아하지 않아 아귀찜보다는

입맛이 까다로울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참 대단하다”고 말해 무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잘 몰라도 추어탕, 고기, 닭백숙은 잘 안다. 갈비탕,

물텀벙(탕)을 즐겨 먹는다”며 의외의 식성을 공개하기도

단, 단골 음식점이나 어느 식당의 음식 맛이 변하는 건

또 김태우는 “많이 먹어 본 사람이 맛도 잘 안다. 젊은

설렁탕, 감자탕 등 탕 종류를 좋아하는데 특히 추어탕을

했다. 앞으로 <미식클럽>을 통해 어떤 폭탄 발언을

금방 알아차린다. <미식클럽>을 통해 미식의 진면목을

입맛 대표로서 허영지와 ‘먹방 남매’를 결성, 매주 동네

가장 좋아한다”며 최애 푸드를 공개, 걸그룹 이미지와

쏟아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제대로 보여 주겠다”고 당찬 각오를 전했다.

맛집을 ‘잘 털어’ 보겠다”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상반되는 아재 입맛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