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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덩컨 - 키보드

 독특한 뮤직비디오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록밴드. 미국의 파워 팝, 

얼터너티브 락 밴드. 1998년 시카고에서 결성 되었으며 2000년 EP "OK 

Go"로 데뷔 했고 2002년 1집 앨범 "OK Go"를 발매했으며, 지금은 LA 

캘리포니아를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다. 독특하고 재미있는 뮤직비디오로 

2007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뮤직비디오상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널리 인기를 

얻게 되었다. 특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안무나 퍼포먼스 적으로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준수한 퀼리티의 퍼포먼스와 독특하고 잘 짜여진 안무로 

호평을 얻고 인지도를 가진 밴드이다. 초반에는 독특한 분위기의 안무를 넣은 

스타일이 많았으나 후에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대부분의 뮤직비디오가 

원테이크로 제작되는 기법으로 촬영되었다. 독특한 뮤직비디오와는 별개로 

노래 자체의 평도 준수한 편이다. Here it goes again 은 역대 최고의 뮤직 

비디오로도 유명하지만 곡도 대히트하여 이들의 커리어를 대표하는 곡이 

되었다. 

 첫 번째 정규 앨범인 "OK Go" 2002 년에 발매 되었지만, 2000년에 데뷔 싱글의 이름도 "OK Go" 이기 때문에 "brown 

EP" 라고 불리고, 2001년에 낸 싱글은 "Pink EP" 라고 불린다. 밴드 이름이기도 하고 앨범 제목이기도 한 "OK Go" 라는 

이름은 Damian Kulash 와 Tim Nordwind 가 11살 때 아트 캠프에서 만났을 때 캠프의 미술교사가 "OK…. Go" 라며 이제 

시작하자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 싱글인 'Get Over It' 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 107위를 하였고 2003년에는 

영국차트에 진입하였다. 미국에서 순위는 그럭저럭 이었으나 영국에서는 차트에 이번 주의 Top of Pops 에 들었고, Q 

magazine 이라는 잡지에서 이주의 비디오로 선정되었다. 

 두 번째 정규 앨범인 "Oh No" 2005년에 발매 되었고, 녹음 후 이전 멤버인 기타리스트 겸 키보디스트인 andy duncan 

은 다른 멤버와의 음악적 성향이 맞지 않고, 회사의 압박이 너무 심하며, 투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점 등을 들며 밴드를 

나가게 되었고, 이후 34명의 기타리스트들의 오디션을 보고 각 후보자들에게 무대에서 안무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과정을 통해 Andy Ross 가 새로 영입되었다. 집에 수록된 "Here It Goes Again" 의 뮤직비디오가 2007년 그래미 

어워드의 뮤직비디오 상을 받으면서 크게 널리 알려졌다. 이 앨범의 뮤직비디오는 대체로 안무를 이용한 것들이 많은데 'A 

Million Ways' 도 뮤직비디오 전체가 안무만 하는 독특한 형태이다.3번째 앨범인 "Of the Colour of the sky" 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독특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낸다. 

 2009년 11월 3집 첫 싱글 'WTF?' 가 발매되고 2010년 1월 코난 오브라이언 쇼에 출연하고 그 달에 두 번째 싱글 'this 

too shall pass' 가 발매되었다. 'WTF' 의 뮤직비디오는 사람의 잔향을 이용한 형태의 뮤직비디오였고, 'this too shall pass' 

의 뮤직비디오는 골드버그 장치를 이용한 뮤직비디오 인데, 제작에 NASA 가 참여하여 화제가 되었다. 골드버그 장치란, 

나비효과를 연상시키는데 최초의 동력을 제외하면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어진 장치를 말한다. 

 이후 2014년에 4번째 정규앨범인 "Hungry Ghosts"를 발매하였다. 수록곡 'Upside Down & Inside Out' 에서는 무중력 

상태에서 안무를 하고 합을 맞추는 형식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고, 'The Wrighting On The Wall' 은 착시를 

이용하였으며, 'The One Moment' 는 뮤직비디오 중반까지 4초정도를 고속으로 촬영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음악에 맞추는 

형식을 이용하였다. 그중에서도 'I won't let you down' 이 오랜만에 HOT 100에 진입하였다. 빌보드에서 Youtube 조회 

수를 순위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수혜자가 된 셈이다. 2집 때부터 OK Go 의 뮤직비디오는 대부분의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