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올여름, MBN이 지상파의 스타 PD 출신 박태호 본부장
의 지휘 아래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강력한 한 방이
있다. 스타들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보이스트롯 이
바로 그것. 이번 maKing 에서는 박태호 본부장을 만
나 80여 명의 스타들과 더불어 레전드 심사 위원단의
출연으로 이미 방송가와 연예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보
이스트롯 의 제작 관련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고객
사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들어보았다.

14
15

Q. 본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박태호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 TV는 사랑을 싣고 , 체험
삶의 현장 , 슈퍼 선데이 등 30년 동안 KBS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을 제
작해 왔고, 2019년 MBN으로 이적해 제작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준비 중인 보이스트롯 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별들의 트롯 전쟁,
보이스트롯 의 수장,
박태호 본부장을 만나다
글 조유리(콘텐츠 기획자) 사진 김연희(LOOK STUDIO)

A. 한국 방송 사상 최초 스타들을 대상으로 한 트로트 오디션, 보이스트롯
은 그간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온 보이스퀸 , 트로트퀸 , 라스
트싱어 에 이어 MBN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MBN 자체 제작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에
힘입어 제작되는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MBN 내부에서도 관심이 집중
되고요. 그렇지만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출한 구력이 30년을 훌쩍
넘어서는 덕분에 자신은 있습니다. 게다가 MBN은 동치미 와 나는 자연
인이다 등 정보 교양 프로그램 제작 경험도 풍부하잖아요. 감동과 공감
포인트를 잘 아는 방송사의 장점을 살려 보이스트롯 에 잘 녹여 낼 계획
입니다. 예능은 이제 쇼만으로 승부를 걸기 힘들어졌어요. 볼거리 이상의
무언가를 줘야 되죠. 그래야 시청자 연령층도 넓어지고요.

Q. 타 경연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A. 뭐니 뭐니 해도 출연진이죠. 일반인이 아니라 80여 명의 셀럽이 총출동
합니다. 배우, 아이돌, 유튜버, 정치인, 개그맨, 스포츠 스타 등 다양한 분
야와 20대에서 6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대한민국 스타들이 트로트 도
전을 펼칩니다. 이름만 들어도 환호성이 나오는 초특급 스타도 있고, 한
때 시대를 풍미했지만 잊고 있던 반가운 얼굴도 만날 수 있어요. 끼와 매
력으로 똘똘 뭉친 연예인들의 에너지가 기대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연
예인들의 퍼포먼스에만 포커스를 두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본질이 음
악 경연인 만큼 정확한 잣대로 심사해야죠. 그래서 출연진만큼이나 고심
을 거듭해 섭외한 부분이 바로 심사 위원입니다.
남진, 혜은이, 김연자, 진성, 박현빈 등 트로트 전설로 통하는 레전드 심
사 위원단이 그들입니다. 리스트업이 대단하죠? 심사 위원으로 잘 나오
지 않는 분들이라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심사 위원을 엄선한 이유는 트
로트의 진정성을 놓치지 않겠다는 프로그램의 의지입니다. 스타들의 퍼
포먼스는 거들 뿐, 진짜는 그들의 트로트 실력으로 평가 받는 거죠. 보
이스트롯 은 절대 모창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실력자를 가려내는 것이 목표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