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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제작 자회사
스페이스래빗의
2020 여름 New 프로젝트,
상금 쟁취를 놓고 벌이는
인터렉티브 음악 퀴즈 쇼

1. ‘마케팅’

스타 마케팅, 스튜디오 단순 PPL, 유튜브 디지털 콘텐츠, 리얼 예능 기획 PPL을
총망라했다. 로또싱어 는 대중에게 신선한 매력을 선보이는 45인의 경연자와
MBN 사상 최대의 화려한 무대 세트, 경연자들의 치열한 무대 뒤 모습, 유튜브
채널을 통한 연습 동영상 업로드까지, ‘親 마케팅 콘텐츠’라 불러도 손색이 없
을 만큼 새로운 포맷을 자랑한다. 광고주들의 다양한 니즈에 즉각적으로 화답
할 수 있는 마케팅 콘텐츠로 MBN이 자신 있게 론칭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2. ‘퀴즈’

연출 유일용 PD
1박2일 , 불후의 명곡 ,
現 스페이스래빗 본부장

현재 대한민국은 가히 ‘트로트 전성 시대’다. 스페이스래빗 역시 트로트에 눈
길이 갔다. 그래서 만지작거린 트로트 기획안만 10여 개. 하지만 무언가
아쉬웠다. ‘다른 시청 포인트는 없을까?’ 고민하던 제작진은 ‘퀴즈’에
주목했다. 노래와 퀴즈가 결합된, 하지만 연예인 패널들의
유도된 추리가 아닌 진짜 시청자들의 예측. 오로지 무대만
보고 평가하며, 그 결과는 마지막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시스템. 이 모든 비밀이 로또싱어 에서 공개된다.

3. ‘공정’

심사 위원은 없다. 각계각층의 방청객이 모여 심사하고, 그 결과는
어떤 외부 요인 없이 고스란히 점수로 반영된다. 아울러 공정한 무대를
이끌어 갈 최고의 MC를 섭외할 계획이다. 로또싱어 의 MC는 경연 프로
그램에서 단 한 번도 노출된 적 없는 신선하고 공정한 인물이 될 것이다.

4. ‘로또’

말 그대로 ‘로또’다. 시청자는 45명의 출연자 가운데 6명을 맞히면 된다.
이런 저런 복잡한 룰과 형식은 다 잊어도 좋다! 최고의 무대를 그저 즐기고
최후의 6인만 맞히면 끝.

5. ‘스타’

눈 호强,귀 호强,주머니 호强,

여섯 개 키워드로 톺아보는
로또싱어

시청자들은 늘 ‘새로운 스타’를 원한다. 송가인, 임영웅처럼 지금까지 없던 순
수한 매력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수많은 노력과 실패 끝에 이제 그 잠재력이
폭발한 스타 말이다. 마치 우리가 늘 ‘로또’ 당첨을 꿈꾸듯이.
로또싱어 의 가장 큰 목표도 우리가 몰랐던 ‘스타’의 강림이다. 45인의 도전
자 모두가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제작진은 MBN 역사상 최고의, 최대의, 최상
의 무대 퀄리티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도 이 무대가 인생의 로또가 될 수 있게!

6. ‘상금’

음악과 퀴즈를 결합한
MBN의 새로운 음악 버라이어티
로또싱어 coming soon …

로또싱어 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시청자와의 ‘쌍방향’ 음악 퀴즈 쇼다.
시청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거대 메신저 앱을 통해 손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시청자는 처음 무대에서 최초의 6인을 선택하고,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투표를 번복할 수 있다. 단, 앱 내부의 ‘동영상 광고’를 1회 시청
해야 번복 기회가 주어진다. 광고를 볼수록 광고로 인한 수익금이 고스란히
시청자의 상금으로 적립되고, 시청자는 투표를 번복할수록 받을 수 있는 상
금이 늘어나고, 상금이 늘어날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진
정한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