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쿠스틱 레게 듀오 어쿠솔쟈, 첫 정규 앨범 [+-Scale] 발표

긍정 속 부정, 또 그 모두를 뒤덮는 긍정에 관하여
어쿠스틱 레게 듀오 어쿠솔쟈, 드디어 첫 정규 앨범 [+-Scale] 발표
타이틀 곡 ‘Positive’ 를 통하여 모든 어둠을 이기는 긍정의 힘을 관찰
유니크하고 독보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세계관과 생각을 노래하는 레게 뮤지션 ‘Rupshan’, 아직까지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한국 레게 신의 여러 뮤지션들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특유의 타고난 센스와 실력으
로 중독성 있는 기타 선율을 보여주는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추일엽’, 버클리와 함께 미국 최고의 실용음악 대학교
로 꼽히는 Musicians Institute에서 기타를 전공하였며 이후 한국에서 여러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둘은 2017년 어쿠스틱 레게 듀오 어쿠솔쟈를 결성, Rude Paper의 RD 프로듀서를 만나 지원을 받으며 싱글
[We A Soljahboy]를 통해 그 해 데뷔하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4곡의 싱글 발매, 다수 음반 참여, 여러 공연과 경연
출연 참가를 비롯하여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400:1의 경쟁률을 뚫고 2018 무소속프로젝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들은 특유의 신나는 에너지로 주목 받고있으며 드디어 8월 13일 그의 첫번째 정규 앨범 “+SCALE”이 정식 발매 된다.

어쿠솔쟈는 Reggae, Soca, Ska, Dancehall 등 캐리비안 음악을 기반
으로 그 주변의 색감들을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 중심으로 풀어내는
팀으로 한가지 장르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하여 그 역량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듀오이기도 하다.

2017년 8월 첫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인 [We A Soljahboy] 를 발표
하며음악적 걸음마를 시작한 어쿠솔쟈는 그동안 3장의 싱글 앨범과
2장의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를 하였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여러 공
연들을 거치면서 찬찬히 내실을 다져왔다.

어쿠솔쟈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Scale] 은 기존에 발표하였던 5
Track 과 신곡 6 Track 그리고 3track 의 Interlude 를 포함하여 총 14
Track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들려주었던 그들의 음
악처럼 Reggae, Soca, Ska 등 카리브 제도의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곡
들이 주를 이루며 우리들이 편하게 들을수 있는 가요와 같은 곡들도 몇
곡 포함되어 있다.
어쿠솔쟈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늘 도움을 주었던 어
쿠솔쟈 제 3의 멤버인(그들이 칭하길) 루드페이퍼의 RD 가 이번 정규
앨범에도 함께 하여 그들의 음악적 풍성함을 더하여 주었으며 이프이
너프, 디핑가, 1DB의 김동렬, 콤아겐즈의 MHMD, 천재이승국, 김한,
Koinrush의 INSP 또한 이들을 서포트하였다.

앨범의 타이틀인 [+-Scale] 은 그들이 음악 속에서 추구하는 ‘Soljah’ 와 현
실의 ‘나’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써내려간 곡들로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각각 1번 트랙부터 6번 트랙까지를 ‘+’로 7번 트랙부터 12번
트랙까지를 ‘ - ‘ 로 마지막 트랙을 ‘+’ 로 다시 구분하여 엮어서 발표하였으
며 청자들은 어쿠솔쟈가 느꼈던 치열한 감정의 오르내림을 오롯이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이틀 곡인 ‘Positive’ 는 모든 어둠을 이기는 긍정의 힘에 관한 내용을 담
은 곡으로 Country 와 Ska, 그 각각의 요소들에 룹샨의 보컬과 멜로디 라인
이 어우러지며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제목처럼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어쿠솔쟈의 정규 앨범인 [+-Scale] 은 지금껏 한국에서 들어
볼 수 없었던 어쿠솔쟈만의 독특한 개성이 가득한 앨범으로
많은 이들에게 신선함과 물씬 풍기는 그 매력적 내음을 전달하는
앨범이 될 것이다.

Rupshan ( 룹샨 )

Ilyeob Choo ( 추일엽 )

2015. 02 싱글 [Dub Town Bugae] 발매
2015. 04 Allrude 싱글 [My story in the…] 피쳐링 참여
2016. 04 J. Dylan O 싱글 [무효] 피쳐링 참여
2016. 05 Allrude 싱글 [In the lonely city] 참여
2016. 08 Monofeed 보컬 및 작곡 활동
2016. 09 Monofeed X 천재이승국 이음콘서트 Vol.1 공연 참여
2016. 09 EastJamrock (레게크루) 결성 및 Sound bwoy
2016. 11 Acousoljah 결성
2016. 12 Monofeed X 천재이승국 이음콘서트 Vol.2 공연 참여
2017. 01 Blackz Avenue Vol.1 공연 참여

2012. 09
2016. 08
2016. 09
2016. 11
2016. 11
2016. 12
2016. 12
2017. 01
2017. 12
2018. 07
2018. 11

Musicians Institue (MI) Bachelor in Guitar
Monofeed 기타 및 작곡 활동
Monofeed X 천재이승국 이음콘서트 Vol.1 공연 참여
Acousoljah 결성
Zeddy 싱글 [For My Eddy] 기타 세션 참여
J. Dylan O [Snow, Love, Santa, Christmas Tree] 기타 참여
Monofeed X 천재이승국 이음콘서트 Vol.2 공연 참여
Blackz Avenue Vol.1 공연 참여
Double K 앨범 [Analogue] Part 2 기타 세션 참여
RD 앨범 [Breath Of Purple Ocean] 기타 세션 참여
Lutto X Venko 싱글 [Sauna Park] 기타 세션 참여

Acousoljah ( 어쿠솔쟈 )
Discography

Notable Performances

Notable Events

2017. 08
2017. 10
2017. 12
2018. 04
2018. 05
2018. 09
2018. 12
2019. 08

2017. 07
2017. 08
2017. 12
2018. 03
2018. 07
2018. 10
2018. 12
2019. 05

2018. 08 인디스땅스 Top 10
2018. 12 무소속프로젝트 우승

싱글 [We A Solajhboy] 발매
싱글 [Weh Yuh Sunshine] 발매
쿨러닝 [Re: Volt] 리믹스 앨범 피쳐링 참여
싱글 [Walk Like A Lion] 발매
Estimm [IEaf] 정규앨범 피쳐링 참여
인디스땅스 컴필레이션 앨범 [꿈을 꾼듯 해] 발표
무소속프로젝트 컴필레이션 앨범 [Mi A Lonely] 발표
정규앨범 [+-Scale] 발매

자라섬 레인보우 페스티벌 초청공연
제주 놀100 페스티벌 초청공연
Rise Again Vol. 4 Reggae Festival 출연
The Red Stripes 내한공연 오프닝 게스트
라이브클럽데이 출연
제주신화 페스티벌 초청공연
Rise Again Vol. 5 Reggae Festival 출연
포스코 콘서트 출연

Live Clips
https://www.youtube.com/watch?v=VI2O8iAegyM
https://www.youtube.com/watch?v=mw9D_O5iF4s
https://www.youtube.com/watch?v=9KDxhKnT5k4
https://www.youtube.com/watch?v=cUSYeo7mAtc
https://www.youtube.com/watch?v=Q8EVys1c8DY
Yo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bcsc4KppKrJbx3loHSPzFg
Facebook
https://www.facebook.com/oneacousoljah/
Instagram
http://www.Instagram.com/acousoljah
Email : acousoljah@naver.com
Tel : 010-4572-9897 ( 변웅 대표 )
기획사 홈페이지 : www.hoperoad.co.kr

Pressings / Blogs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07003091?OutUrl=naver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9053115321462976a6b374224_16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468
https://blog.naver.com/musistance/221423970534
https://blog.naver.com/po_dae_m/221549437778
https://blog.naver.com/kkd02337/22147942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