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성 & 톤의 대표적인 보컬리스트 >

 

Michael Bolton (마이클 볼튼)

15세 때에 처음으로 레코드 계약을 한 마이클볼튼은 1970년대 헤비메탈 
그룹 ‘blackjack’ 활동을 통해 뛰어난 보컬실력과 더불어, 작곡과 감수성을 
연마하면서, 이후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주축돌을 쌓았다. 
Ray Charles나 Marvin Gaye와 같은 R&B 거장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그
는 백인 아티스트로서는드문 목소리와 예리한 작곡 실력을 바탕으로 소니
와 계약을 체결하여 1983년 메이저 데뷔를 하였다.
‘핏줄을 솟게 하고 마치 토해 내는 듯한’ 창법을 구사한다는 평을 받으며, 
4옥타브를 충분히 넘나드는 넓은 음역의 뛰어난 
보컬 실력으로 전세계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Celine Dion (셀린 디온)

캐나다 퀘벡 주 출신으로, 셀린 디온은 뛰어난 가창력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 미국에서는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 ‘여성 3대 디바'로 
불린다. 영국에서 싱글을 200만 장 이상 판매한 기록을 보유한 
유일한 여성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2004년 이후 그녀의 앨범 판매량은 1억 7천만장이 넘었으며, 2004년 월
드 뮤직 어워드에서 초파드 다이아몬드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디온은 세계적으로 2억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 퍼포먼스의 대표적인 보컬리스트 >

Chris Brown (크리스 브라운)

마이클 잭슨, 어셔를 잇는 미국 최강의 춤꾼, 흑인음악계의 악마의 재능이
자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린다.
랩, 노래, 춤, 작사, 작곡까지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다재다능한 뮤
지션이지만 좋지 않은 인성으로 항상 가십거리를 끌고 다닌다.
2005년 데뷔한 크리스 브라운은 첫 데뷔곡인 ‘Run It’을 빌보드 1위 차트
에 올리며 팝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16살의 어린나이에도 안정적
인 가창력과 뛰어난 춤 실력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크렁크라는 흔치않은 
장르임에도 데뷔 싱글을 빌보드 1위에 안착시켰다.
이후 발매한 첫 앨범인 'Chris Brown'은, 전 세계적으로 300만장의 판매
를 기록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 당시 음반 침체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한 판매량이다. 

Beyonce (비욘세)

미국의 대표적 국민가수이자 21세기 팝을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한명이다.
특유의 올드 스타일 벨팅을 고수하면서도 폭발력이 있는 가창력의 소유자,
여기에 뛰어난 춤 실력과, 오랜 무대 경험으로 다져진 무대 기획력과 연출
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퍼포머로 손꼽힌다. 
1997년 데뷔한 이래로 그래미상을 22개 수상하였고, 솔로 앨범은 3000만 
장,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앨범은 6000만 장을 팔아, 
상업적 성공과 평단의 인정을 동시에 얻어내고 있다.
빌보드가 선정한 2000년대 가장 성공한 여성 아티스트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보컬리스트



< 싱어송 라이터 >

John Mayer (존 메이어)

미국의 블루스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레코드 프로듀서. 젊은 세대들에
게 현대 블루스의 대중화에 기여한 거장이자 롤링스톤이 선정한 새로운 
세계 3대 기타리스트이며 최연소 펜더 시그니쳐 기타 라인으로 명명됬고 
그에게 붙여진 별칭은 Slow Hand Jr.같은 어마어마한 타이틀들을 젊은 
나이에 모두 이루어낸 인물이다.
17살 무렵, 심근경색으로 졸도한 이후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음악의 가
치를 다시 한 번 평가해보게 되는 계기를 통해 이 시기부터 곡을 쓰기 시
작하고, 주변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자, 자신이 직접 노래 하게 되며,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나아가게 되었다. 
2002년 1집 싱글 Your Body is a Wonderland로 그래미시상식에서 최우
수 보컬 퍼포먼스상을 수상하고 성공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데뷔하자마자 가장 높은곳에서 시작을 하며, 
뮤지션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첫해를 보내게된 셈이다.

Tory Kelly (토리 켈리)

1992년 미국 캘리포니아 태생으로,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9 출신의 여성 
싱어송 라이터이다.
어릴적부터 아버지(자메이카),어머니(아일랜드/독일 혈통)의 영향으로 
다양한 음악에 노출되어 성장하였다.
12살이라는 어린나이에 음반제작사와 계약했으나, 
이해관계 차이로 해지한 후, Youtube에 자신의 음악을 올려오며 뮤지션으
로 이름을 알리게되었고, ‘Sing(2016)’작품을 통해 영화에 데뷔하여, 
현재 싱어송라이터/음반제작/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