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일상

예능

방송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JULY + AUGUST

16

MAKING MAGAZINE

17

더 넓고 깊어졌다!

출연 MC 이소라·서장훈·이수근
홍석천 외 게스트

리얼 마켓 토크
<카트쇼2>가 전하는
강력한 쇼핑 꿀팁

시청 포인트
•현대인에게 친숙한 공간인

알찬 쇼핑 팁이 한가득,
쇼핑&정보? 요리? 케미?
<카트쇼2>에 다 있다!
MBN <리얼 마켓 토크, 카트쇼2(이하

시청자들의 현명한 소비 습관과 똑똑한
쇼핑 노하우를 책임진다.

2 <카트쇼2>와 함께라면!
건강+든든+맛있는 한 끼

대형마트를 무대로 진행하는

카트쇼2)>가 매회 알찬 쇼핑 꿀팁으로

독특+신선한 포맷 자랑

다채로운 재미를 더하고 있다.

<카트쇼2>가 소개하는 초간단 요리

•이소라+서장훈+이수근+

<카트쇼>는 국내 최초로 실제

레시피는 보는 이의 입맛을 무한

홍석천 4MC의 특급 케미+
완벽한 호흡
•핫한 스타 게스트의 쇼핑
스타일과 잇아이템을 엿보는
재미+흥미 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쇼핑 꿀팁+쉽게 따라할 수

대형마트에 스튜디오를 설치, 스타들의

자극한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쇼핑 습관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있는 <카트쇼2>만의 특급 요리 팁은

살펴보는 오픈 마켓 버라이어티다. 특히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한껏 끌어올리고,

이번 시즌2에서는 다양한 쇼핑 정보는

업그레이된 먹거리와 볼거리, 살거리가

물론 특급 요리 레시피에 4MC 군단의

시청자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찰진 케미까지 강화해 시너지를 한층

책임진다.

•텅 빈 마트를 홀로 누비는
모두의 로망 실현

1 내 귀에 쏙쏙!
깔끔+다양해진 쇼핑 팁

•직접 보고 뜯고 만지고

<카트쇼2>는 시즌1의 제한들을 없애고

홍석천이 ‘쇼핑 메이트’로 활약하며

쇼핑 물품을 다양화했다. 시간과 비용

더욱 현명하고 합리적인 쇼핑 노하우를

습관+똑똑한 쇼핑 노하우

제한 없이 카트에 물건을 담은 뒤 직접

전수한다. 이들 4MC 군단은 각자의

뜯고 만지고 사용해 보며 솔직 리얼

스타일에 개성을 더해 작은 쇼핑 포인트

업그레이드

이수근

서장훈

#이태원 실세 #요섹남

#분위기 메이커 #나야 나

#여심 저격 #모범 남편

#프로 잔소리꾼 #까다로운

#요리 레시피 #자동 출력기

#투 머치 토커 #게스트 쇼핑

#체험 마니아 #좋아 보이는

#미식가 #알고 보면

#못하는 요리 #무엇?

물품이 #곧 나의 것

것은 #내가 먼저!

#살림 고수

전방위 방송 활동과 뛰어난

이소라는 원조 슈퍼모델

‘믿고 보는 웃음 제조기’

‘연예계 대표 청결왕’으로

요리 실력으로 ‘이태원동

포스를 뒤집는 허당 이미지로

이수근은 특유의 호기심으로

통하는 예능 대세 서장훈은

재벌, 이태원 지주’로 불리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카트쇼2>의 모든 물품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더해

홍석천은 명성에 걸맞은

연출한다. 또한 특유의

꿀팁을 직접 체험해 보인다.

게스트들의 쇼핑 꿀팁에 힘을

다양한 요리 꿀팁을 공개한다.

친화력으로 게스트들에

그의 눈부신 활약 덕에

보탠다. 섬세한 살림 내공과

같은 재료로 전혀 다른 음식을

완벽히 녹아들어 끊임없이

시청자들 역시 게스트의

입맛을 자랑하는 그의 반전

만들어 내는 간단 레시피로

토크를 이끌어 내며

살림 노하우를 말뿐이 아닌

매력이 한층 돋보인다.

시청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된다.

만든다.

선사한다.

“저랑 하면 느긋하게
쇼핑할 수 있어요. 서장훈
“지금도 충분히 맛있지만,

씨랑은 이렇게 못 하죠!”

여기에 이 소스만 더 넣으면
다르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편하게
쇼핑하세요. 제가 물품을
찾아올 게요~.”

<카트쇼2>는 이소라와 서장훈, 이수근,

리얼 토크, 현명한 소비

꿀팁으로 쇼핑 정보력

이소라

3 한층 눈부신
쇼핑 메이트들의 활약!

사용해 보며 나누는 솔직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홍석천

업그레이드했다.

있는 초간단 요리 레시피
대방출

<카트쇼2> 쇼핑 메이트 4인 탐방

토크를 나눈다. 여기에 게스트들이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딱딱 들어맞는

선택한 ‘쇼핑 물품 TOP5’를 통해

예능 센스에 찰진 입담, 극강의 케미를

공유하는 알찬 살림 노하우와 정보들은

뽐내며 보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제가 맛에 까다로운
편인데, 이 요리는 정말
역대급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