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르와 동방전력’의 2021년 신작 Sunshine/ Htalen

제주 서쪽, 작은 어촌 마을.  
수평선이 보이고 볕이 잘 드는 어부의 집 마당에 악기를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물결 위로 부서져 일렁이는 '햇살'은  
몽환적인 디스코 리듬이었습니다.  

그때 우린 깨달았죠.  
그 햇살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여행은 저 먼 ‘사막의 블루스’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을 내려놓고 운명에 몸을 맡기세요. 삶은 거칠고 아름답습니다.” 

아티스트:오마르와 동방전력 (Omar and the Eastern Power) 
타이틀: Sunshine/ Htaleen  
레이블: 동양표준음향사  
형식: Digital Single / 7 Inch Vinyl  
일련번호：ESS7-003 / PR7-001 

디지털 싱글 출시일: 2021. 4. 20   
7인치 바이닐 출시일: 2021. 5. 30 



[Production Note] 
오마르와 동방전력은 모로코 출신의 오마르, 이집트 출신의 와일, 한국 제주의 태히언과 오진우가 만나 2016년 결

성된 아프로 비트Afrobeat, 데저트 블루스Desert blues 밴드이다. 싸이키델릭 락을 사랑하는 국내외의 음악팬들에

게 지지를 받았던 전작Walking Miles (2018)년을 발표한 이후 제주도를 기점으로 활동하며 모로코의 Visa for 

Music 페스티벌을 포함한 북아프리카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21년 동양표준음향사에서 두번째로 발표되

는 신작인 Sunshine/ Htalen은 싸이키델릭한 질감을 담은 디스코로 시작해 덥으로 이어지는 A면의 ‘Sunshine’에 

이어 B면에는 데저트 블루스Desrt Blues 장르를 담은 Htalen을 담고 있다.후반 작업에는 전세계의 많은 음악 애호

가들의에게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는 덥 뮤직의 거장 엔지니어 우치다 나오유키(内⽥直之)가 사운드메이킹 작업

에 함께 하였으며 밥 말리의 마스터링을 담당했던 스털링사운드Stering sounds의 수석 엔지니어인 그렉 칼비

Greg calbi, 동양표준음향사의 박준 감독이 각각  7인치 바이닐과 디지털 마스터링을 각각 맡았다.녹음에는 뿌리자

레코드의 봉고 스튜디오에서 봉고 삼춘(aka 태히언)이, 다섯 편의 비주얼 영상 작업은 비디오 디렉터 그

룹 ABT,  Rafi Malek의 일러스트, 디자인의 SSQQ등 짜임새 있는 프로덕션으로 진행된 이번 싱글은 4월 20일 음

원 선공개, 5월에는 7인치 싱글 바이닐로 발매 될 예정이다.  

티져1 https://youtu.be/n1yqN0YtNS8 
티져2 https://youtu.be/BS0hEV7lCC0 
티져3 https://youtu.be/S5PNqabYFGs 
티져4 https://youtu.be/FiCsgRjD6Vo 
뮤직비디오:  https://youtu.be/tg5Mk8fwWpg 

[CREDIT] 
Produced by 오마르와 동방전력 Omar and the Eastern Power  
Written by 오마르와 동방전력 Omar and the Eastern Power  
Lyrics by Omar Benassila 
Recorded by 엉클봉고 Uncle Bongo(aka 태히언) at Bongo Studio, Purijah Records, Jeju, Korea 
Mixed by Naoyuki Uchida at Makisato-Lab, Fusion, Kanagawa, Japan 
Mastered by  박준 Jun Bak(동양표준음향사 Eastern Standard Sounds)  
Mastered(Vinyl) by Greg Calbi, Steve Fallone at Sterling Sound, NJ, USA 
A&R 오청달 Oh Jeong Seok (동양표준음향사 Eastern Standard Sounds)  
Art Work by Rafi Malek aka chinchinray 
Design & Manufactured by slswqcqk 
Video by ABT  
Distribute by 동양표준음향사 Eastern Standard Sounds 

[오마르와 동방전력 Omar and the Eastern Power] 
오마르 Omar Benassila : Vocal, E Guitar 
오진우Jinwoo Oh: E Guitar, Vox 
태히언 Tehiun: Bass, Vox 
와일 Zaky Wael: Drums, Vox 

INSTAGRAM-  the_eastern_power 
FACEBOOK- OmarandtheEasternPower 

[CONTACT] 
동양표준음향사  
02-336-4342/  010-2648-4341 
 ess.ojs@gmail.com 
www.easternstandardsou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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