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차드 보나 (Richard bona) 카메룬 출신의 베이시스트, 보컬리스트

-특유의 스타일과 타고난 음악성으로 거의 모든 장르를 섭렵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10대 시절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음악을 듣고 베이시스트의 길을 결심하게 되고, 

 프랑스를 거쳐 미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1999년  첫 앨범 [Scenes from my life]를 발매 하였고, 이후 펫 메스니, 

 마이크 스턴 등과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꾸준히 음악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Play List

O sen sen sen -2005년 발매된 앨범[Tiki]의 수록된 곡

Richard Bona’s live performance   - 리차드 보나가 라이브에서 자주 선보이는 레파토리

정재원(적재) 한국 출신의 기타리스트/싱어송라이터

- ‘적재’라는 활동명으로 여러 가수들의 스튜디오 세션과 라이브 세션으로 활동

- 재즈 펑크 밴드 JSFA의 맴버로 활동하며 재즈 연주에도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2014년 1집 [한마디]로 싱어송라이터 정재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Play List

View -2014년 민트페이퍼 컴필레이션 앨범 [bright #2]를 통해 처음 선보인 자작곡 

요즘 하루 -2014년 발매한 1집 앨범[한마디]에 수록된 곡

선우정아 싱어송라이터/작곡가/작사가/프로듀서

-2006년 정규 1집 [Masstige]으로 데뷔하였고, 이 후 YG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로 활동하였다.

-건반과 기타를 연주하면서 무대를 꾸미기도 하고, 최근에는 

 신디사이져를 활용한 무대도 많이 선보이고 있다.

Play List

봄처녀

-2015년 발매한 싱글 [봄처녀]

-펑키하고 댄스블한 베이스 라인과 기타리프 위에 가곡‘봄처녀’의 후렴구를 

녹여낸 매력적인 곡

구애 -2017년 발매한 동명의 싱글 앨범[구애]수록곡

에스파란자 스팔딩 (Esperanza Spalding)

미국 출신의 2010년대 가장 실험적인 재즈 아티스트/보컬/베이시스트
- 2006년 스페인 레이블에서 발표한 첫 앨범 [Junjo]로 데뷔, 2011년 그래미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받게 된다.

- 13살 때 콘트라 베이스를 처음 접하였으며, 여러 가지 악기를 독학으로 마스터 하였고, 

 버클리음대를 졸업하고, 그와 동시에 교수로 활동 중이다.

- 재즈에 기반을 두고, 음악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아티스트이다.

Play List

Overjoyed(Stevie Wonder) - 그녀의 음악적 색으로 재해석한 스티비 원더의 곡 

Unconditional Love - 2016년 발매된 앨범 [Emily's D+Evolution]의 수록곡



쳇 페이커(Chet Faker / 니콜라스 제임스 머피)

호주 출신의 일렉트로니카 장르를 연주하는 보컬리스트

-2012년 EP 앨범 [Thinking in Textures]로 데뷔

-주 장르는 일렉트로니카, 인디락이지만 라이브에서는 의외로  건반 한 대로 차분하게  

곡을 끌어 나가기도 한다.

Play List

Talk Is Cheap (M/V)
-2014년에 발매한 1집 앨범 [Built on Glass] 의 수록곡

Talk Is Cheap (Live)

No Diggity -원곡은 R&B/SOUL 팀인 ‘Blasck street'의 곡을 쳇 페이커가 커버한 버전

김반장 한국 출신의 흑인음악 보컬/드러머

-모던 락밴드‘언니네 이발관’의 드러머로 시작하여 R&B 밴드‘아소토 유니온’을 거쳐 

 현재는 밴드 ‘윈디시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국적 흑인음악의 선구자

-흑인 음악의 감성을 차용하는 수준을 넘어 R&B를 깊이 있고 진중하게 파고드는 아티스트

Play List

Drum -2015년에 발매된 싱글곡

혼자 걷는 이 시간 -2015년에 발매된 싱글곡

라울 미돈 (Raul midon) 시각장애를 극복한 미국의 보컬/기타리스트

- 1983년 기타리스트로 데뷔하였고, 이후 많은 아티스트들의 백업 보컬로 활동하였다.

- 2005년 두 장의 싱글을 발매 하였고, 2006년 정규 앨범 [State of mine]을 발매하였다.

- 독특한 기타 연주 주법과 입으로 내는 트럼펫 솔로가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Play List

State of mine  (w/ Richard bona) - 2006년 발매된 1집[State of mine]의 타이틀곡

Sunshine (I Can Fly) - 2006년 발매된 싱글앨범 [Sunshine]에 수록된 곡

헨리 - 가수/슈퍼주니어-M 의 멤버

- 5-6살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춤, 노래, 작곡 능력에서도 재능을 보이는 

  실력파 아이돌

- 방송에서 루프스테이션을 활용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음악적 천재성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Play List

길(G.O.D) + Uptown Funk(Brno mars) - 유희열에 스케치북에서 보여준 루프스테이션을 활용한 무대

Bounce(조용필) - 조용필의 ‘Bounce'를 루프스테이션과 다양한 악기를 이용해 커버한 영상

잭 가렛 (Jack Garratt) 영국의 ‘원맨밴드’ 아티스트

- 영국 팝계의 대표뮤지션들의 뒤를 잊는 차세대 아티스트

-건반, 기타,베이스, 드럼 등 거의 모든 악기를 활용한 무대와 힙합, EDM,하우스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아티스트

Play List

Worry -2014년 발매된 EP 앨범[Remnants]의 수록곡

The love you're given -2016년 발매된 [Phase]의 수록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