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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를 보낸곳 (1)
레이닌 (alskdjfh0926)
비 : 대기 중의 수증기가 높은
곳에서 찬 공기를 만나 식어서
엉기어 땅 위로 떨어지는 물방
울

※본 포스트는 2011년 가요계를 결산하거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K-POP의 문화적 고찰 따위는 개나주라지
뭐 어쨌든 그냥 올 한해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들었던 앨범단위로 그냥 내보는거.

프로필 쪽지 이웃추가

category

닉 혼비의 소설 [하이 피델리티]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 3명처럼 나도 그냥 재미로.
^

10위. 푸른새벽 - 푸른새벽

전체보기 (1743)

Bluedawn

-----------------------

줄비

아티스트 푸른새벽
발매 2003.02.14, 다날
장르 록/포크(국내)

노래집

리뷰보기

고즈넉이
산돌림

얼굴
┗블로그씨
┏마당
┣外
┗표 동가리
새해 프로젝트

집착
시념
푸른자살

매구
우리말
┗옴니암니
┗사부주

현재 소장중
소장중.
그냥 얼떨결에 들은 호접지몽이라는 곡 하나로 바로 필받아서 구입한 앨범.
2집에 비해 1집은 뭔가 거칠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FL Studio
-----------------------

단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적게 듣긴 했지만 충분히 좋은 곡들이 많다.

J.O.B
컴퓨터

9위. V.A. -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방명록
다솜
농구
만화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아티스트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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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발매 2011.07.02, 케이티 뮤직
장르 OST

activity

리뷰보기

블로그 이웃 69 명
글 보내기 28 회
포스트 스크랩 215 회
순정마초

사용중인 아이템 보기

정주나요

recent comment

^

visited blogger

^

말하는 대로 (Remix Ver.)
현재 소장중
소장중.
방송 직후 차트 1위부터 7위까지 완전 장악했던 앨범.

neighbor

^

사실 제일 좋아하는 곡은 말하는대로 로,
20대의 아플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그러한 역경을
충분히 겪었고 공감할 수 있으며 다독여 줄 수 있는 노래라기 보다는
그냥 유느님이기 때문에 최고의 곡이라고.
8위. Bill Evans Trio - Waltz for Debby

◀

2011.12 ▶

월별보기

Waltz for Debb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

5

6

7

1

2

8

9 10

아티스트 Bill Evans Trio
발매 , Universal Music Publishing Korea

3

11 12 13 14 15 16 17

리뷰보기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1
202,852

My Foolish Heart
Waltz For Debby
Detour Ahead
사실 워낙 유명하고 인정받는 명반이라서 앨범에 대한 평가를 감히 적기는 그렇고.
책 팔아 모은 돈으로 정말 긴급하게 저렴한 헤드폰을 장만했던 이유는 바로
이 앨범이랑 밑에 있는 Kenny Dorham의 앨범ㅡ재즈를 듣고자 했었고.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Waltz for Debby는
Verve사에서 출시한 베스트 앨범 중 Monica Zetterlund가 함께 참여했던 버전이 개인적으로 좋다
(원래의 앨범이 있을거지만 현재 소장하고 있는건 베스트 앨범 뿐이라 미천한 지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이루 말할 수 없다)
7위. Simon & Garfunkel - Best of Simon and Garfunkel

Best of Simon and Garfunkel
아티스트 Simon And Garfunkel
장르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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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보기

Sound Of Silence
A Hazy Shade Of Winter
El Condor Pasa
현재 소장중
소장중.
평소 베스트 앨범이나 컴필앨범을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가급적이면 원래의 앨범을 다 들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래된 가수들의 대표곡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고치고 샀던 앨범.
원래 베스트 앨범이라는게 다 유명했던 곡들이고 그만큼 인정받았던 곡들만 모아놓은 것이라서
귀에는 착착 감길 수 밖에 없지만
정식 앨범이 4장밖에 안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다시 회의감에 들기는 한다.
6위. Ken Elkinson - Midnight Conversation

Midnight Conversation
아티스트 Ken Elkinson
리뷰보기

Waves
Midnight Conversation
Waiting
현재 소장중
소장중.
지금은 없어진 catcd라는 중고음반 사이트에서 업어온 여러장 중 하나로
2천얼마였나로 구매했지싶다.
catcd가 사라지지만 않았으면 지금 있는 CD장 가득 채우는건 작년정도만 했어도 충분했을 듯.
사고나서는 거의 손도 안댄 앨범이다가 작년부터 슬슬 듣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턴가 완전히 빠져드는 앨범.
Ken Elkinson의 앨범이 없는건지 한국에 발매가 안되는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도 그리 유명하지는 않고, 그에 따라 앨범도 이게 유일하다.

5위. 짙은-짙은

짙은
아티스트 짙은
발매 2008.10.09, 브라우니 엔터테인먼트
장르 록/포크(국내)
리뷰보기

나비섬
곁에
이유
현재 소장중
소장중.
08년부터 4년동안 너무 오래 상위권에 있는 앨범이다.
진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최고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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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올해 들어서 조금 주춤했는게 5위.
4위 . Kenny Dorham - Quiet Kenny

Quiet Kenny
아티스트 Kenny Dorham
리뷰보기

Lotus Blossom
Alone Together
Old Folks
Old Folks라는 곡이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의 시그널곡이기도 하고(이 방송은 고등학교 다닐때부터 들었으니..)
Kenny Dorham을 대표하는 명반이기도 해서 mp3에 넣어두고 잘 듣는 앨범.
Waltz for Debby와 더불어 정말 자주 들었던 재즈 앨범이고
재즈총론까지 빌려서 들어보려는 노력을 했던게 올해 초였는데
재즈총론은 앨범을 갖춘 다음 직접 소장해야하는 책이라는 점을 깨달은 이후
그냥 듣기만 하는 중.
3위. V.A. - Into the Celtic Folk

Into the Celtic Folk
아티스트 Various Artists
발매 2005.09.09, 킹핀 엔터테인먼트
장르 ROCK/FOLK
리뷰보기

Paint
From Clare To Here
Planxty Irwin
현
현재
재 소장중
소장중.
그냥 Y사이트에서 이벤트로 싸게 팔길래 샀을 뿐이었는데
2년째 계속 자주 듣고 있다.
Into the Celtic New Age라는 앨범도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한국에는 없는 것 같고
이 앨범을 계기로 켈틱음악쪽에 입문을 했지만 여전히 미천한건 사실이긴 하다.
개인적으로는 Bohinta의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볼 수 없는 앨범이라 외국사이트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

2위. 짙은 - Wonderland

Wonderland (EP)
아티스트 짙은
발매 2010.06.15, 케이티 뮤직
장르 록/포크(국내)
리뷰보기

Feel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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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Save
현재 소장중
소장중.
짙은의 짙은 이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EP때문으로
그냥 이것도 최고다.
2년정도 꾸준히 듣고 있고,
곡들 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
희한하게 짙은의 앨범들은 1번 트랙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
1위. 푸른새벽 - 보옴이 오면

보옴이 오면
아티스트 푸른새벽
발매 2006.12.27, 브라우니 엔터테인먼트
장르 록/포크(국내)
리뷰보기

사랑
우리의 대화는 섬과 섬 사이의 심해처럼 알 수 없는 짧은
짧은...
Tabula Rasa
현재 소장중
소장중.
올 초만 해도 이틀에 한번씩은 자기 직전에 누워 듣는 음악.
요즘은 일주일에 두번정도로 줄긴 했지만
진짜 잘샀다고 여기는 몇 앨범 중 하나.
1집에 비해 이펙트를 많이 써서 그런지 뭔가 잘 다듬어져있기도 하고
푸른새벽의 마지막 앨범이라는 점이 참 아쉽기도 하고.

사진, 일상·생각, 음악, Bluedawn, 보옴이오면, BestofSimonandGarfunkel
이 블로그를

덧글 쓰기 엮인글

보내기

24헤르츠
헤르츠 무도가요제 듣기

런던 TOP 베테랑메쎄

베스트앨범 대교리브로

서해안고속도로가요제, 최신곡감상, 250
만음원, 소셜뮤직, 뮤직앱, 둘째달무료

런던 소품, 인테리어, 선물용품 박람회 해
외 박람회 전문 경력19년 여행사!

베스트앨범, 음반 전 상품 마일리지 10%
지급.

www.24hz.com

www.veteran.co.kr

www.LiBRO.co.kr
Ad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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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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