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게 듀오 ‘어쿠솔쟈’, 신곡 ‘단비’ 발표]
제4회 무소속프로젝트의 우승 이후 1집 앨범 활동으로 독특한 음색을 선보여왔던
어쿠솔쟈가 오랜 침묵을 깨며 신곡 ‘단비’로 돌아왔다.
1집과는 또 다른 편곡과 사운드로 힙합, 레게, 월드 등
다양한 장르적 색채를 가미한 이번 곡 ‘단비’는
Rupshan의 라가머핀(랩)을 보다 한층 더 전면에 내세우며 이전보다 더욱더 깊어진 루츠적인 세계관을 선보이
고 있다.
싱글로 발매되는 신곡 ‘단비’는
어제의 가치가 오늘을, 또 오늘의 가치가 내일에 닿아서 다시금 어제를 보듬어 주기를 원한다는 개인적인 내용
을 담고 있다.
멤버 룹샨과 일엽으로 이루어진 어쿠솔쟈는
2017년 싱글 [We A Soljahboy]로 데뷔해, 2018년 무소속프로젝트 우승, 2019년 정규 1집을 발매하며
레게, 스카, 덥, 힙합, 월드, 아프로 등 다양한 장르적 색채를 가미한 활기찬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팀이다.
[Reggae Duo Acousoljah Releases New Single: ‘Danbee’]
Acousoljah returns with the release of "Danbee" (Sweet Rain), following the release of their
2019 debut album "+-Scale."
Showcasing a more roots sound than their previous releases, the new single is a blend of Hiphop, Reggae, and World Music, and it features Rupshan’s raggamuﬃn at the forefront of the
production.
The new single talks about Rupshan’s struggles and how one’s future comes back to console
one’s past in retrospect.
Comprised of Rupshan and Ilyeob, Acousoljah started in 2017 by releasing their first single,
"We A Soljahboy." The duo won the 2018 Independent Artists Competition hosted by
Indiestance and released its debut album "+-Scale" in 2019. ACSJ continues to put out music
with their vibrant signature sound by taking influences from Reggae, Ska, Dub, Hip-hop, World,
and Afro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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