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Calling The Calling The Calling The Calling 발매로발매로발매로발매로    재기하는재기하는재기하는재기하는    닐닐닐닐    숀숀숀숀((((Neal SchonNeal SchonNeal SchonNeal Schon))))     

--락스타 패션에서 자신의 일곱 번째 솔로 앨범과 함께 Real Housewives 의 스탈렛 

살라히(Starlet Michaele Salahi)와의 약혼을 자축하는 닐 숀 

워싱턴, 2012 년 10 월 22 일 /PRNewswire/ -- 락 밴드 Journey 의 리드 기타리스트에서 그의 

주 본업으로 돌아간 다재다능한 닐 숀(Neal Schon)은 그의 최근 앨범이자 Frontiers RecordsFrontiers RecordsFrontiers RecordsFrontiers Records 에 

의해 전세계에 2012201220122012 년년년년 10 10 10 10 월월월월 22 22 22 22 일일일일    월요일에월요일에월요일에월요일에 발매될 The CallingThe CallingThe CallingThe Calling 의 마지막 작업을 마쳤다. 

이 발매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산은 

http://www.multivu.com/mnr/58458-neal-schon-solo-album-the-calling-engagement

-michaele-salahi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1022/MM95571) 

숀이 모든 기타와 베이스를 맡고 프로듀싱한 The CallingThe CallingThe CallingThe Calling 은 숀과 전 Journey 밴드의 멤버이자 

새 앨범 12 트랙의 드럼을 담당한 스티브스티브스티브스티브    스미스스미스스미스스미스(Steve Smith)(Steve Smith)(Steve Smith)(Steve Smith)와 GRAMMY 수상한 특별 

게스트이자 Fifty SixFifty SixFifty SixFifty Six 와 TumbleweedTumbleweedTumbleweedTumbleweeds 두 트랙의 전자음 합성장치를 담당한 잰잰잰잰    해머해머해머해머(Jan (Jan (Jan (Jan 

Hammer)Hammer)Hammer)Hammer) (Jeff Beck, Mahavishnu 오케스트라)와의 재회하게 했다. 성공한 클래식, 재즈 

그리고 영화 음악 작곡가이고 전에 숀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이고어이고어이고어이고어    렌렌렌렌((((Igor LenIgor LenIgor LenIgor Len))))이 The CallingThe CallingThe CallingThe Calling  

앨범의 어쿠스틱 피아노 부분을 담당했다.  

버클리의 유명한 환타지 스튜디오에서 Journey 의 바쁜 투어 스케줄 가운데 숀은 단 4 일 만에 

이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했다. 숀은 다시 한번 댄댄댄댄    버넷버넷버넷버넷(Dan Barnett)(Dan Barnett)(Dan Barnett)(Dan Barnett) (Journey: 

마닐라에서의 라이브)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에서 첫 싱글과 타이틀 곡 The The The The 

CallingCallingCallingCalling 의 영상을 제작했다. 긴 버전의 영상은 현재 iTunes 에서 감상할 수 있다. 

숀은 19 개의 탑 40 싱글들과 25 개의 금과 플래티넘 앨범을 보유, 2011 빌보드 투어링 

어워즈에서 “Legend Of Live Award”을 수상, 2005 년 Hollywood Walk of Fame 에 등재됐다. 

Journey 앨범 전체의 녹음에 참여한 유일한 멤버 숀은 현재 아직까지도 밴드를 리드하고 있다.  

세대의 선두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인 숀은 오직 그를 위해 Paul Reed Smith 이 제작한 

커스텀 PRS 닐 숀 LTD Private Stock 기타 를 사용한다. 

""""의도적으로의도적으로의도적으로의도적으로    교향곡처럼교향곡처럼교향곡처럼교향곡처럼    들리는들리는들리는들리는    이이이이    작품은작품은작품은작품은    짜릿하고짜릿하고짜릿하고짜릿하고, , , , 날카롭고날카롭고날카롭고날카롭고, , , , 멋있고멋있고멋있고멋있고, , , , 감동적이고감동적이고감동적이고감동적이고, , , , 아름다운아름다운아름다운아름다운    

작품이다작품이다작품이다작품이다....    불운한불운한불운한불운한    다른다른다른다른    작곡가들과작곡가들과작곡가들과작곡가들과    기타리스트들은기타리스트들은기타리스트들은기타리스트들은    지금지금지금지금    울울울울고고고고    있을있을있을있을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Guitar Player 

Magazine – 미국 

""""육현으로도육현으로도육현으로도육현으로도    부족하지부족하지부족하지부족하지    않은않은않은않은    교향곡교향곡교향곡교향곡!" !" !" !" – ROCK iKON Magazine – 영국 

"The Calling"The Calling"The Calling"The Calling 은은은은    흠흠흠흠    없이없이없이없이    작곡되고작곡되고작곡되고작곡되고, , , , 연주되고연주되고연주되고연주되고, , , , 악기들이악기들이악기들이악기들이    조화롭게조화롭게조화롭게조화롭게    프로듀싱됐으며프로듀싱됐으며프로듀싱됐으며프로듀싱됐으며, , , , 숀이숀이숀이숀이    장식한장식한장식한장식한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묶음으로묶음으로묶음으로묶음으로    된된된된    작품이다작품이다작품이다작품이다.... " " " " –Metal Discovery –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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