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tern Standard Sounds
동양표준음향사
All Roots and Clture :
앨범제작,유통, 파티, 투어매니지먼트,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레이블/에이전시로 정기적인 파티,
문화 활동을 통해, 많은 공간들과 함께 교류하며 씬의 확장과 더불어 한국의 루츠 뮤직을 연주하
는 음악인들과 팬들을 서포트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현과 해석의 차이로부터 벗
어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뿌리와 문화의 가치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합니다.

Eastern Standard Sounds
"All Roots and Culture"
We believe that
all roots and cultures have values that
transcend time and space, and our
mission is to find those values and
turn them into treasure
of the modern world.

주요분야
- 음반제작: A&R, 프로덕션, 유통
- 콘서트, 이벤트 & 페스티벌: 기획, 프로덕션
-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 DJ 이벤트
- 국내외 투어 매니지먼트

CONCERTS & FESTIVALS
- Planning, Production
2013 – 2019 Rise Again: Korea Reggae Fest
2015 – 2018 Stepping Stone Festival
2015. 4. The House of Marley
2015. 5. Saritah (USA) Korea Tour
2016. 2. Amsterdam Faya Allstars (Netherland) Korea Tour
2016. 6. Pato Banton (UK) Korea Tour
2016.10. Jamaican Reggae Legend ' RICO RODRIGUEZ'
Photo Exhibition
2017. 3. Shama Rahman(India) Korea Tour
2017. 5. Seoul Music Week
2017. 5. Muju Film Festival / Opening Performance
2017. 9. Zandari Festa / Conference & Party Stage
2018. 1. Korean Reggae Project Exhibition/Showcase
2019. 2. Namsangol Hanok Village Lunar New Year’s Day Performance
2019. 3. Hyundai Card Curated Performance
2019. 3. Live Club Day / Eastern Standard Stage
2019. 9. Gyeonggi Music Conference & Showcase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라이즈어게인 @ 무브홀

라이즈어게인 @ 무브홀

PROGRAMMING

레게 페스티벌 라이즈어게인 2017 Teaser

Seoul Trip 首爾之行Ear Up Music Global 2017/18

EAR HUB Hong Kong 2018 Teaser

경기컨퍼런스 Hands in Asia 2019

PROGRAMMING

세종 페스티벌 X 서울뮤직위크 2017

레게 페스티벌 라이즈어게인 2015 Teaser

Hyundai Card Curated Vol.42 2019

동양표준음향사 X 하나투어 ‘후지락페스티벌 투어패키지’

ARTIST MANAGEMENT

[NEW RELEASE] 2019.3.9일 발매 (동양표준음향사/ 소니뮤직)

노선택과 소울소스meets 김율희
한국 최고의 레게 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
와 소리꾼 김율희가 만난 미지의 Sound
& Groove!
레게, 덥, 재즈, 아프로비트, 훵크, 소울,사이키델릭의 요소
를 내포하는 독자적인 사운드와 한국전통음악에 깊이 뿔리
를둔 사운드를 융합시켜 미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창출하
는 한국을 대표하는 레게 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 2016
년에 싱글 'Heaven is Here / Song for Rico에서 데뷔
한 이후 일본 후지록 페스티벌(2016년)과 미국 시에라 네
바다 월드뮤직 페스티발(2017년), 콜롬비아 서큘아트
(2017년), 칠레 엔 오비타(2018년) 등 세계 각지를 대표
하는 음악페스티벌에 초청되었으며 2017년 레전더리 레
게 아이콘 ‘리 스크래치 페리’의 미국 투어 오프닝 액트로
발탁되는 등 이례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고있다.
2017년 이들은 장르를 초월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국의 전통 소리꾼 김율희와 손잡았다. 그리고 2019년 3월 김율희와의 협업 앨범 ‘Version’
(버젼)을 선보였다. 버전은 판소리 12대목중 4곡을 현대적인 레게/덥의 사운드스케이프와 혼합한 마스터피스로 세계적인 엔지니어 우치다 나오유키가
믹스 및 공동 프로듀싱을 맡았으며 레게와 판소리라는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파워풀하고 영적인 레게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청자의 귀와 마음속에 녹아
든다.

Video

한국의 맛과 멋을 바탕으로 한 정서와 태도를 독자적인 사운드로 펼쳐내는 한국을 대표하는 레게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
2016년 결성, Heaven is Here/ Song for Rico (EP)로 데뷔한 이래 일본의 후지락 페스티발(FRF), 홍콩 레게스카 페스티발(HKIRSF), 미국 시
에라 네바다 월드뮤직 페스티발(SNWMF), 콜롬비아 서큘아트(CirculArt), 칠레 엔오르비타(En Orbita)등 해외 유수의 페스티발 초청을 비롯 밥
말리의 프로듀서이자 레게음악의 레전더리 아이콘인 리 페리(Lee “Scratch” Perry)의 미국투어에 게스트 초대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펼치며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독자적인 레게,덥 사운드와 한국의 정서를 융합시킨 정규작 Back When Tigers Smoked(2017), 소리꾼 김율
희와 협업한 Version(2019)등 에서 파워풀하고 영적인 레게 사운드를 들려준다.
노선택/ 송영우/ 강택현/ 이시문/ 이종민/ 신현필/ 유승철/ 박준

노선택 Noh Seon Teck
2010년 3인조 밴드 “그릇”의 멤버로 활동하며 2013년초 부터 레게밴드 “윈디시티
Windy City”의 멤버로 활약했다. 이 시기, 미국텍사스의 SXSW 페스티발, 캘리포니
아에서 열리는 북미 최고의 레게 페스티발 시에라 네바다 월드 뮤직 페스티벌
(SNWMF) (2013, 2017 출연), 캐나다 최고의 무대인 토론토의 CMW (캐나디안 뮤
직 위크) 등의 무대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이름을 알린다. 2016년 노선택의 솔로데뷔
앨범 [Low and Steady]을 발표이후 함께 연주했던 멤버들과 노선택과 소울소스를
결성. 2016년 Song for Rico / Heaven is Here EP/ 7inch를 발표하며 그해 후지
락 페스티벌(FuJI Rock Festival 2016), 홍콩 국제레게페스티벌, 시에라 월드 뮤직
페스티벌등에 초청되었고 한국의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울산 월드 뮤직 페스티벌과 같은 대형 페스티벌에 초청되었다.
2017년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정규 첫 앨범인 Back When Tigers Smoked 를 발표
하며 콜롬비아 서큘아트(CirculArt), 칠레 엔오르비타(En Orbita) 등 해외 유수의 페
스티발에 연이어 초청되어 큰 호평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밥 말리의 프로듀서이자
레게음악의 레전더리 아이콘인 리페리의 미국 투어의 오프닝 액트로 초빙되는 등 이
례적인 약진을 계속해 왔다. 유네스코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 유산인 판
소리와 레게를 융합한 작업으로 ‘노선택과 소울소스 meets 김율희- Version은 소리
꾼 김율희와의 이년여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으로강력한 스피리추얼 사운드라
는 호평을 받았다. 한국레게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연주자로 평가받는 그는
한국의 뿌리와 문화를 다각도에서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음악에 투영하는 작업으로 우
리의 문화와 뿌리를 바탕으로한 레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Folk & Reggae SingerSongwriter

태히언(Tehiun)
태히언은 대부분의 싱어송라이터가 가지고 있는 포크 감성은 물론이고 그 속에 레
게의 리듬과 타령의 가락을 더한다. 그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음악의 뿌리는 그 지
방의 자연 환경과 문화 속에 있다는 점을 깨닫고, 그 중에서도 타령과 민요가 레게
와 닮은 점이 많고 그 뿌리가 단단한 것을 발견하고 그 뿌리에 집중한다. 그는 2012
년, 인디펜던트 레이블인 ‘뿌리자 레코드’를 설립하고 잡지 발간, 인터넷 방송, 뿌
리자 페스티발 등을 기획하며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밥 말리(Bob Marley)를 비롯한 얼 친나
스미스(Earl ‘Chinna’ Smith) 같은 자마이카 레게 거장들이 음악 속에 담았던 사
랑과 평화의 메세지와 자연과 공생하려는 그의 자연 사랑이 자연스레 그의 노래로
나온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통이 또한 그의 음악의 주제가 된다. 삶은 곧 리듬이
고, 리듬이 곧 삶이라는 말처럼 삶을 대하면서 그 속에서 영감을 받고 리듬을 만난
다.
영국에서의 음악 생활을 비롯하여 인도, 네팔, 태국 등지와 전국 각지의 여행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태히언은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제주도로 이주하였고, 현
재는 그의 집 마당에 두 개의 컨테이너를 놓고 업싸이클링의 마음을 담은 작은 빈
티지 가게 겸 음반 가게 ‘선셋봉고의 창고’와 ‘캐비넷사운드’라는 작업실 겸 공연 공
간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어쿠스틱의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표현하는

“Acousoljah ( 어쿠솔쟈 ) ”
유니크하고 독보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세계관과 생각을 노래
하는 레게뮤지션 'Rupshan‘, 아직까지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한국 레게씬의 여러 뮤지션들이 주목하고 기대하
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2015년 그 재능을 발견한 '루드페이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에 '덥 타운 부개' 라는 디지털 싱글을 통하여 데뷔한
룹샨은 발매 직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자신의
음악적 가치관 확립을 위해 돌연 인고의 시간을
가졌고 2017년 '어쿠솔쟈'라는 팀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어쿠솔쟈의 또다른 멤버 '추일엽' ,특유의 타고난 센스
와 실력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이다. 버클리와 함께 미국 최고의 실용음악 대학교로 꼽
히는 Musicians institute 에서 기타를 전공하던 중
군입대로 인하여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전역 후 Monofeed
라는 프로듀싱 팀에서 룹샨을 만나 함께 어쿠솔쟈를
결성하게 되었다.

오마르와 동방전력

김율희

Eastern Standard Sounds DJ CREW:
: All Roots and Culture

Cheong Dahl
( a.k.a. Blue Beat Masta)
Founder of Eastern Standard Sounds, Selector,
Producer, Music Event Organizer, Trumpeter
레게, 루츠, 스카, 록스테디, 캐리비안 음악 셀렉터
CHEONG DAHL (오청달)은 60년대초 Ska 시절의 고전부
터 Rock Steady, Reggae, Caribbean Music을 플레이하
는 자메이칸 뮤직 셀렉타로, 동양표준음향사(Eastern
Standard Sounds)의 설립자이며 결성 15년에 접어든 대
한민국 대표 스카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의 멤버이자 노선
택과 소울소스의 원년멤버이다. 현재는 다양한 밴드의 프
로듀서로 활동하며 셀렉타, 플레이어, 제작,기획자로 다
방면에서 활동중인 그는 Ska N' Seoul의 월드와이드 릴
리즈를 필두로 Dr. Ring Ding, Brian Dixon, Uchida
Naoyuki 와 같은 뮤지션, 엔지니어들과의 협업을 어레인
지하며 한국씬의 월드와이드 커넥션을 이뤄냈다는 평가
를 받았다. 레이블 '동양표준음향사' 를 운영하여 자메이
칸 뮤직의 새로운 경향과 현대의 음악인들까지 소개하고
있는 그는 다양한 레게파티를 진행함과 동시에국내최대
레게페스티벌’라이즈어게인’의기획자로 활동하는등많은
레게이벤트에서 항상 그의 이름을 항상 찾아볼수있다. 씬
을 이끌로 있는 가장 중요한 멤버이기도 한 그는 Lee
Perry, Dr. Ring Ding, Pato Banton, Saritah, DJ Scratchy,
Cumbia Kid, Carribean Dandy와의 공연, 셀렉터로는
Hong Kong International Reggae-Ska Festival, 미국의
Sierra Nevada World Music Festival과 일본의 메이져 페
스티벌 Fuji Rock Festival에 2년연속 초청을 받은바 있
다. 셀렉터 청달은 빈티지 자메이칸 뮤직 애호가답게 그
음악이 나왔을 당시 오리지널 방식인 바이닐로 플레이 하
는것을 고집하며 50,60년대 시원한 카리브해의 정취가
담긴 자마이칸 무드를 재연한다.

Smiley Song
Selector, Producer, Percussions/Melodica Player
악기 연주와 레코드 수집을 좋아하여 뮤지션들과의 교류가 잦았던
Smiley Song은 여러밴드에서 객원으로 경험을 쌓은 후2007년 시작
한 I&I Djangdan을 거쳐, 현재는 밴드 NST & The Soul Sauce의 일
원으로 활동 중이다. 밴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 아티스트들의 앨
범에 참여하는 등 연주자로서의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도, 덥와이저를
비롯하여 본인 스스로의 프로듀싱을 통하여 디지털/바이닐/CD 등 여러
포맷으로 발매를 하고 있다. 사운드 시스템 컬처를 기반으로 한 셀렉타
도 겸하고 있어, 일본, 동남아, 미국 등 다양한 장소에서도 플레이를 하
고 있다. 온고지신을 모토로 저음역대가 풍부한 음악들을 밸런스 좋게
플레이 하며, Dubplate제작에도 힘쓰고 있다.
Windy City와 Kingston Rudieska를 비롯한 다수의 밴드 혹은 그룹
에서 객원으로 연주 활동을 시작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Dub밴
드 I&I Djangdan(아이앤아이 장단)의 오리지날 맴버로 활동, 같은 시기
셀렉타로써의 활동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프로듀서로 활동영역을
확장했으며, 전설적인 영국의 Alpha & Omega의 새로운 프로젝트,
Dub Dynasty의 앨범에 참여, Alpha Steppa와 콜라보를 하는 등 유
럽/일본 등 해외 아티스트들과 많은 협업 결과물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4년~15년 상반기까지 네차례에 걸쳐 동경/오사카/나고야를 비롯
한 일본 7개도시의 십여곳이 넘는 장소에서 초청을 받아 장기 투어를 하
였으며, 2년 연속 사운드시스템의 대부 Jah Shaka의 일본 투어(나고
야 2회, 동경 1회)의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활발히 해외 아티스트와의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Moho
Selector

moooood selecta !!

와다다사운드, 윈디시티, 아이앤아이 장단, 노선택과 소울소스 펜타포트의 레게존의 디렉터 ,
국내 모든 레게씬 중심에서 활동해온 라국산의 새로운 이름

슈가석율 SUGAR SUKYUEL
한국 ‘SKA'의 시작, 전 세계 ’SKA'씬 슈퍼스타들과 동료로서 콜라
보레이션 작업을 이어내 오며 한국 ‘SKA'를 글로벌 무대에 올린
스카밴드 ’Kingston Rudieska'의 프론트맨. 킹스턴루디스카 보
컬 슈가석율의 또 다른 이름은 Vinyl DJ다.
소문난 Vinyl 애호가로 Digging을 최고의 낙으로 삼는 슈가.
Kingston Rudieska의 트롬보니스트인 최철욱(A.K.A Ska
Champion)과 와다다 사운드 시스템 유인상의 조언으로 Vinyl을
처음 접했다. Digging을 위해서는 일본의 여러 Record Shop 방
문도 마다않는 슈가석율은 한국 ‘Bombino Records', ’동양표준
음향사‘와 협력, 세계 곳곳의 희귀 Jamaican Music Vinyl을 디
깅하고 있다.
2012년 일본에서 열린 자메이칸 뮤직계 뮤지션 유니온 파티에서
바이널 셀렉타로 본격 데뷔했고 이후 Jamaican music vinyl
crew ‘얼쑤 in the Earth'를 결성, 한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2015년 고정된 장르의 벽을 깨트리고 서로 다른 장르들의
셀렉타들과 융합, ‘7X5=45 Family'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오
직 7inch Vinyl로만 서로 다른 장르를 셀렉하는 디제이들의 크루
인 ‘7X5=45 Family'는 슈가석율과 ’장기하와 얼굴들‘의 기타리스
트이자 오랫동안 바이널 콜렉터/Dj로 활동해 온 ’하세가와 요헤이
(A.K.A 양평이형)‘, 1세대 DJ ’Super Fly' 그리고 ‘최철욱 (A.K.A
Ska Champion), ’미미‘ (from Revival Mods club)가 멤버로
모였다. 달콤한 셀렉타로 평가받는 슈가석율. 자메이카 음악 장르
라면 가리지 않지만, Ska Rocksteady, Lover Rock 등 평온하
고 감미로운 리듬과 멜로디 장르를 즐겨 셀렉하는 것으로 유명하
다.

AND MORE⋯

Selector (DJ)
2016 래디컬 뮤직 네트워크 Radical Music Network (일본)
2016-2018 홍콩 국제 레게 페스티벌 (홍콩)
2016. 2017, 2019 (예정) 후지락 페스티벌 - Blue Galaxy (일본) 3회 출연
2016, 2017 시에라 네바다 월드 뮤직 페스티벌 SNWMF (미국)
2016 Reggae on Sunday with Saritah 내한공연
2016 Amsterdam Faya Allstars (fron Netherland) Korea Tour
2016 자메이칸 레전드 ' RICO RODRIGUEZ' 사진전 with Koichi Hanafusa (from Japan)
2018 동양표준음향사 일본 투어
2018,2014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 레게존 Reggae Zone 동양표준음향사
2015- 2019 레게 페스티벌 ' Rise Again' Korea Reggae fest
2017 Pato Banton (from UK) in Seou 내한공연
2017.9 Zandari Festa 국제 컨퍼런스, 파티 스테이지 Produce/ DJ
2017 서울뮤직위크 Seoul Music Week
2018 Pentaport Rock Festival :Eastern Standard Sounds Stage
2019 서휘진 Whee Up Fashion show (China) 2019
2019 K-Fiesta 2019 w/ Seo Whee Jin/ Somi Chung/O MIn (China)
2019 OMIN Beauty Show (China)
2019 Eastern Standard Sounds Spinning Night (Starcruises, China)
2019 Ear Hub After Party (Hong Kong)

SELECTORS: International events

INTERNATIONAL TOUR MANAGEMENT
•

2014 South by Southwest(SXSW) / U.S.A.

•

2018 Guangzhou Club Tour / China

•

2015 Glastonbury / U.K.

•

2018 Sierra Nevada World Music Festival /

•

2015 Berlin Tour / Germany

•

2015, 2016 Sound of the Xity(SOTX)

U.S.A.
•

2018 Victoria Ska and Reggae Festival /
Canada

Strawberry Festival / China
•

2016 Fuji Rock Festival / Japan

•

2018. 11 En Orbita / Chile

•

2017 Sierra Nevada World Music Festival /

•

2018. 12 Simple Life Festival / Taiwan

U.S.A.

•

2018. 12 Hong Kong Tour

•

2017 Circulart / Colombia

•

2019. 6 Ear Hub / Hong Kong

•

2017 K-Music Festival / U.K.

•

2019. 7 Fuji Rock Festival / Japan

•

2017 Hong Kong International Ska Reggae

•

2019. 7 Playtime Festival / Mongol

Festival / Hong Kong
•

•

2019. 10 Nonstop Ska Festival / Mexico

2017 Hong Kong Designer's Award Tour

•

•

2018 Tokyo DJ Tour / Japan

2019. 10 WOMEX / Finland

•

•

2018 Ear Hub(Music Expo) / Hong Kong

2019. 11 Mundial Montreal / Canada

TOUR VIDEO

노선택과 소울소스 칠레투어 2018.11.20

킹스턴 루디스카 북미투어 2018.7.

https://www.youtube.com/watch?v=h8f6t3D_qpY

https://www.youtube.com/watch?v=U_8bbjBul_A

오마르와 동방전력 아프리카 투어 2018.11
https://youtu.be/Yf9R0twICvA

노선택과 소울소스 북미투어 2017.7
https://www.youtube.com/watch?v=rl-kfB8Cn3I

TOUR VIDEO

ludiSTELO 홍콩투어 2019. 06

NST & The Soul Sauce meets Kim Yulhee
홍콩투어 2019.6

킹스턴 루디스카 몽골투어 2019.7.

ludiSTELO 대만투어 2019. 06

RECORDS
A&R
Production
Distribution

Work with

OFFICIAL WEBSITES
동양표준음향사
http://www.easternstandardsounds.com/
https://www.facebook.com/2asternstandardsound/
https://www.instagram.com/eastern_standard_sounds_/

Contact:
이현민 실장
Email: viviankorea@gmail.com
Mobile: 010-9580-0336
오정석 대표
Email: easternstandardsounds@gmail.com
Mobile: 010-2648-4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