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 헨리 Cory Alexander Henry 1987.02.27.출생

테일러 스위프트 Taylor Alison Swift 1989.12.13.출생

코리헨리는 미국의 R&B/Soul 싱어송라이터, 피아니스트, 오르간연주자, 프로듀서이다. 스나키 퍼피의 초창기 멤버였으
며, 첫 독립앨범인 Art of Love라는 앨범을 시작으로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으며, 2살부터 피아노와 오르간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6살 때는 Apollo Theater에서 공연
을 했으며, 2006년(19살)부터 스프링스틴, 마이클맥도날드, 보이즈투맨, 케니 가렛 뿐 아니라 가스펠 아티스트인 이스
라엘 휴튼, 도니 맥클러킨, 커크프랭클린, 욜란다 아담스와 같은 주류 아티스트들과 투어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Wild Willis Jones Records와 함께 2014년 7월 21일 첫 번째 앨범을 발매하였는데, 빌보드 차트에 등재되고, 
Top Jazz Albums 와 Top Heatseekers Albums에서 각각 5위와 30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두 번째 앨범인 The Revival은 라이브 실황이 녹음된 앨범으로 2016년도 3월 18일  Ground Up Music에 의해 
발매되었고, Top Gospel Albums 와 Top Jazz Albums에서 각각 5위와 2위를 기록하였다.
2018년도 4월 13일 "Trade It All"이라는 데뷔 싱글 앨범을 그의 밴드인 The Funk Apostles와 함께 발매했으며, 그
로부터 3달 뒤 7월 13일 그의 첫 독립 앨범인 "Art of Love"를 발매하였다. 최근에는 그의 밴드인 Cory Henry & 
The Funk Apostles 과 함께 투어를 하며 녹음도 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1989년 12월 13일 펜실베이니아 주 레딩 크리스마스트리 농장에서 태어났다.
2010년대 대표적인 월드스타 중 한명으로, 미국 10~20대 여성들에게 가히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컨트리 음악
으로 유명한 남부에서도 여전히 그 인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앨범 판매량, 싱글, 투어, 그래미 및 평단 모든 부분
에서 최상위권을 달리는, 굉장히 밸런스 있는 커리어를 지닌 가수 중 한 명이다. 특히 앨범 판매량과 투어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압도적이다. 미국에서 총판 100만 장만 넘겨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에 1집부터 6집까지 400만 장 
이하로 판 앨범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팝으로 전향한 이후부터는 약하다고 지적받았던 싱
글 차트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5년 데뷔때 부터 2019년까지 7장의 앨범 모두 성공적인 커
리어를 유지하고 있다.

싱어송라이터로 자신의 곡 모두를 자신이 직접 또는 공동 작사, 작곡한다.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자신의 모든 노래의 
작사작곡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3집 "Speak Now"는 전 곡의 송라이터 목록에 테일러 스위프트 한 명의 이름만이 기재
되어 있다. 이는 한 곡에 5~6명씩, 많으면 10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태반인 현실에서 실로 대
단한 것이다. 공동작곡가들에게도 자신은 별로 한 것이 없으며 테일러가 거의 다 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신에 음
악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자신의 음악으로 여러 주요 매체에서 싱어송라이터로써의 음악성을 평가받고 있다.



B.T.S 방탄소년단 (RM(리더),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2013.06.13. 데뷔

더원 1974년 3월 26일 대한민국 출생, 2002년 데뷔~2019년 현재 활동 중

방탄소년단(한국 한자: 防彈少年團, 영어: BTS)은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대한민국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7
인조 보이 그룹이다.'방탄소년단' 이라는 그룹명에 대해서는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이 있는데, 살아가는 동안 힘
든 일을 겪고 편견과 억압을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3년 방탄소년단은 《2 COOL 4 SKOOL》을 발매하며 데뷔하였고, 이어서《O!RUL8,2?》도 발매하여 그 해 신인상을 
수상했다. 2015년 《화양연화 pt.1》을 발매해서 이 음반의 타이틀 곡 〈I NEED U〉가 가온 디지털 차트 5위권 내에 진
입하게 되고, 첫 음악 방송 1위를 수상하였다. 이후 2016년에 발매한 《WINGS》가 흥행하면서 2016년 대한민국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였고, 타이틀 곡 〈피 땀 눈물〉은 첫 가온 디지털 차트 1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방탄소년단은 그 
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에는 《YOU NEVER WALK ALONE》을 발매하고, 타이틀 곡 〈봄날〉은 201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주요 음원 차
트에 최장기간 진입하였다. 이어서 《LOVE YOURSELF 承 'Her'》를 발매해 2017년 대한민국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
록했다. 그리고, 타이틀 곡 〈DNA〉로 빌보드 핫 100에 처음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2018년 발매한 《LOVE 
YOURSELF 轉 'Tear'》는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하였고, 방탄소년단은 최초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음악 그룹이 되었다. 또한, 타이틀 곡 〈FAKE LOVE〉는 빌보드 핫 100 10위에 진입하면서 방탄소년단은 최초로 빌보
드 핫 100 10위권 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음악 그룹이 되었다. 이어서 발매한 《LOVE YOURSELF 結 'Answer'》는 
2018년 대한민국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고,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하였다. 타이틀 곡 〈IDOL〉 역시 빌보드 핫 
100 11위에 진입하였다. 그 해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 주요 음악 시상식의 대상들을 휩쓸었으며, 2019년 한국대중음
악상에서 올해의 음악인을 2년 연속 수상하면서 음악성과 상업적 성과를 모두 인정 받은 음악 그룹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보컬 트레이너. 스페이스 에이의 초기 멤버였으나 1집 활동을 마치고 탈퇴 후 보컬 트레이너 활
동을 했다. 2002년에 1집 앨범 'The Last Gift The One!' 을 내며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허스키한 목소리와 애절한 
음색을 합한 폭발적인 가창력이 특징이며 여러 드라마 OST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2집 수록곡 'I Do'는 광고음악으로 
삽입되며 현재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곡은 2007년에 나온 내 남자의 여자의 OST인 '사랑아', 2013년에 나온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OST인 '겨울사랑'. 더원(The One)이라는 예명은 '세상에 하나뿐인 목소리'라는 의미라고 한
다. 나는 가수다 2에 출연해 재조명받은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고, 2015년 중국 후난TV에서 
방송된 중국판 나는 가수다 시즌3에 한국인 최초로 출연하며 왕성한 중국활동을 하고 있다. (여담으로 팬들에게는 애
칭으로 가왕님이라 불린다.) 주로 아이돌 가수들을 트레이닝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소녀시대의 태연이 있으며 
슈퍼주니어와 동방신기의 보컬 트레이너 담당을 주로 했다. 이후 태연과 듀엣으로 낸 싱글 음반인 '별처럼'이 그야말로 
인기를 끌었다. 참고로 이들은 6년전 2집 수록곡인 'You Bring Me Joy part 2'에서도 듀엣을 부른 적이 있다.



이스라엘 뉴브리드 Israel & NewBreed(Israel Houghton + NewBreed) 1971.5.19.출생.

Israel Houghton(이스라엘 휴튼)은 미국의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이자 워십리더로, 1971년에 백인어머니와 흑인아버
지 사이에서 혼열로 태어나 라틴문화에서 자랐다. 가스펠 기반으로 재즈, 락, 펑크 등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보여주
고 있는 아티스트로, 천재 뮤지션으로 불리운다. 그가 만들어낸 음악들을 보면 다양한 장르와 디테일한 편곡이 혀를 내
두를 정도인데, 악기도 못다루는 악기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피아노, 기타, 드럼 등 모든 악기를 수준급으로 연주할 
수 있다고 한다.) 
Israel & NewBreed는 이스라엘 휴튼과 뉴브리드 밴드로 이루어진 팀으로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백인음악도 아닌 흑
인음악도 아닌 천국음악을 한다’라고 말할정도로 인종과 나이,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
하는 것을 목표로 찬양사역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앨범은 “Whisper It Loud” 인데 1997년 CD 형식으로 발매되었다. 데뷔앨범 발매 이후로 그는 꾸준히 퀄리
티있는 앨범들을 내기 시작했고, 2003년 휴튼은 Michael Gungor의 “Bigger Than My Imagination”이라는 앨범을 
프로듀싱하며 올해의 최고의 워십앨범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2004년 “Live From Another Level”  앨범과 2005년 
앨범 “Alive in South Africa” 두 앨범 모두 미국에서 최고로 인정받았고, 그래미 어워즈의 후보에 오르며 총 6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Alive in South Africa” 앨범은 베스트 팝/현대 가스펠앨범 카테고리에서 3번의 1위를 차지했
고, 베스트 트래디셔널 가스펠 앨범 카테고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GMA 도브 어워드와 스텔라 어워드
에서 여러 번 상을 받으며 인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