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미 어워드란?
그래미 어워드는 1958년 에밀 벌리너가 발명한 축음기(gramophone, 그래머폰)의 이름을 따 그래모폰상이라는 이름
으로 시작해서 현재 그래미상으로 변경 되었다. 1959년에 시작되어 2019년까지 총 61회의 시상식을 열었으며, 가수
들도 그래미에서 수상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래미 어워즈는 2월에 시상식을 하며 후보자 명단은
보통 11,12월에 공개를 하며 100가지가 넘는 부분의 상이 있으나 본상 4부문과 몇몇 메이져상들을 제외하고는 공개
방송 시작 전에 수상이 마무리 된다. 수상결과는 홈페이지와 공개방송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수상자 선정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Recording Arts and Science(미국 녹음 예술·기술 협회, 약칭 NARAS) 회원들이 투표
로 선정한다. 회원들은 현직 음반기획자부터 방송국PD, DJ까지 미국 대중 음악계의 현업 종사자들이다.
메이저 상
메이져상이라고 알려진 본상 4부문은 가장 권위있다고 알려진 Album of the Year(올해의 앨범상)를 필두로, 작사,
작곡가에게 주는 Song of the Year(올해의 노래상), 프로듀서와 엔지니어, 아티스트에게 주는 Record of the Year,
그리고 신인상인 Best New Artist가 있다.
올해 주요 부문 수상자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 Golden Hour
차일디쉬 감비노 This is America

올해의 레코드
베스트 뉴 아티스트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레이디 가가 - Joanne

베스트 팝 듀오 퍼포먼스

베스트 팝 보컬앨범

아리아나 그란데 - Sweetner

베스트 댄스/일렉트릭 앨범

베스트 락 퍼포먼스
베스트 알앤비 퍼포먼스
베스트 랩 퍼포먼스
베스트 컨트리 퍼포먼스
베스트 컨트리 송
베스트 아메리칸 루츠
퍼포먼스
베스트 아메리칸 루츠 송

크리스 코넬 When Bad Does Good
H.E.R - Best Part
차일디쉬 감비노 This is America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 Butterflies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 Space Cowboy

베스트 락 앨범
베스트 랩 앨범

차일디쉬 감비노 This is America
두아 리파
레이디 가가/브래들리 쿠퍼 Shallow
저스티스 - Woman
Worldwide
그레타 밴 플릿 From The Fires
카디비 - Invasion of
Privacy

베스트 랩 송

드레이크 - God's Plan

베스트 컨트리 그룹 퍼포먼스

댄 샤이 - 데낄라

베스트 컨트리 앨범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 Golden Hour

브랜디 칼라일 - The Joke

베스트 알앤비 앨범

H.E.R - H.E.R

브랜디 칼라일 - The Joke

베스트 락 송

St. Vincent - Masseduction

그래미 어워드의 의미
그래미상은 텔레비전의 에미상, 연극의 토니상, 영화의 아카데미상과 같이 음악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 되고 있다. 매년 2월 시상식이 열리며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과 대표적인 몇몇 수상 모습을 텔레
비전을 통해 세계에 방영될 정도로 음악관련 최고의 쇼로 자리매김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