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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스타들의 트로트 오디션

MBN 당신이 바로
〈보이스트롯〉

2020년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한 MBN의 주부 음
악 서바이벌 보이스퀸 과 트로트 서바이벌 트로트퀸 , 라스트싱어 가 그

뜨거운 열풍을 이어 간다.
오는 7월 방송을 앞둔 MBN 트로트 서바이벌 보이스트롯 은 사상 최초로
스타를 대상으로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다.
2020년 뜨거운 트로트 열풍 속에서 트로트 가수를 제외한 장르 불문 스타들
이 파격적으로 오디션에 도전, 숨겨 둔 끼와 매력을 대방출하여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을 전망이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참가자들의 등장과 보이스
트롯 을 통해 탄생할 트로트 스타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흥겹게 만들어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이스트롯 을 찾게 된 사연과 숨
겨 두었던 막강한 실력, 스타 출연자들이 펼치는 반전 무대는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단단히 고정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80명의 스타가 펼치는
트로트 도전기!
별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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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포인트

ON AIR

서바이벌 버라이어티 쇼

〈보이스트롯〉
방송

장르

출연

매주 금요일
2020년 7월 10일 첫 방송 /12부작
서바이벌 버라이어티 쇼

MC 김용만
심사 위원단 (남진·혜은이·김연자·진성·박현빈) 외
스타 출연진

• 노래를 사랑하는 ‘스타+셀럽’ 총출동으로 화려한 볼거리 선사
•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흥미진진한 대결!

• 시간속에 잊혀졌던 스타들의 깜짝 등장과 도전으로 감동 UP!

• 대한민국 명품 MC 김용만 X ‘레전드 심사 위원단’의 찰떡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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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서바이벌 명가,
올여름은
MBN 보이스트롯 이어라~

노래 + 퍼포먼스!
화려한 볼거리

대한민국 셀럽 80명이 ‘찐’ 트로트 실력을 공개한다.
트로트와 음악을 사랑하는 스타들이 숨겨 온 끼와 매력, 감동 사연을 바탕으
로 박빙의 대결을 펼친다. 또한 긴장감 넘치는 오디션 현장과 화려한 무대는
지금까지 없던 강력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모든 세대가 즐겁게 시청할 수 있
는 재미로 안방극장을 사로잡는다.

잊혀진 스타의
재발견!

기존 가수부터 배우, 아이돌, 유튜버, 정치인, 개그맨, 스포츠 스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한민국 스타와 셀럽들이 보이스트롯 의 문을 두드린다.
이들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다양한 인생 스토리와 더불어 수준급 트로트
실력으로 최후의 1인에 도전한다. 이름만 들어도 이슈와 화제를 불러 모으는
초특급 스타는 물론, 시대를 풍미했던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역대급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역대급 규모의 세트와 스케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초대형 오디션으로 어
디서도 볼 수 없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우승자에게는 총 1억 원의 상금
과 함께 음원 발매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비롯한 해
외 콘서트까지, 다양하고 화려한 공연 기회도 부여된다. 이미 대중적인 인지
도를 쌓은 스타들을 대상으로 한 트로트 오디션인 만큼, 최종 우승자의 부가
가치는 하늘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