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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참여한‘새비지 러브’(Sav-

age Love) 리믹스 버전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인‘핫 100’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다이

너마이트’에 이어 두 번째 핫 100 1위 곡을 탄생시켰

고 두 곡이 나란히 빌보드 1·2위에 오르며 또 한 번 대

기록을 썼다.

13일‘연합뉴스’에 따르면 빌보드는 전날 조시 685와 

제이슨 데룰로, 방탄소년단의‘새비지 러브’리믹스가 최

신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예고했다. 핫 100

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낸다.

‘새비지 러브’는 뉴질랜드 출신 프로듀서 조시 685가 

만든‘랙스드’(Laxed)에 미국 가수 제이슨 데룰로가 보

컬을 더한 곡으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며 인

기를 얻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일 발매된 리믹스 버

전에서 후렴구와 랩 파트 등을 맡아 감성적인 느낌을 더

했다. 영어 가사뿐만 아니라“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의 나열 / 조건이 다들 붙지 난 뭘 사랑하는가”등 

피처링으로 참여한 ‘새비지 러브’ 리믹스 빌보드 ‘핫100’ 정상 올라, ‘다이너마이트’는 2위 대기록

빌보드 ‘핫100’ 1·2위 동시 기록 그룹은 통산 5팀뿐 ... 한국어 가사 포함된 최초 1위곡 탄생

BTS 북미 팬덤 바탕 대중적 흥행력 입증 ...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는 아미에 감사”

한국어 가사 랩까지 소화했다. 방탄소년에게 첫 핫 100 

에서 1위를 안겨준‘다이너마이트’가 영어 곡이었다면 

‘새비지 러브’리믹스는 한국어 가사가 포함된 곡으로 처

음 정상에 오른 것이어서 의미가 더하다.

‘새비지 러브’는 직전주 핫 100 차트에서 8위를 기록했

지만 이날 발표한 순위헤어 방탄소년단 리믹스 버전(보

컬 및 인스트루멘털)이 출시된 데 힘입어 1위로 뛰어올

랐다.‘새비지 러브’는 이번 핫 100 집계 기간(2∼8일) 미

국에서 1천600만 회 스트리밍 됐고 7만6천 건 다운로

드 판매됐다. 다운로드의 경우 전주보다 814%나 증가했

다. 또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7천60만 명의 라디오 청

취자에게 노출됐다. 방탄소년단 리믹스 버전의 판매량 

등 성적이 원곡보다 우세했기 때문에 빌보드 차트 집계 

시스템에 따라 기존의 곡을 대체하며 차트에 등재됐다.

빌보드는“음원 판매량은 대부분 BTS 리믹스 버전에 

힘입었고 전체 스트리밍량은 BTS가 참여한 버전과 참

여하지 않은 버전이 비슷하게 나뉘었다.”며“집계 기

간 이 곡의 소비량은 BTS 참여 버전이 우세하기 때문

에 BTS가 공식적으로 (핫 100 1위로) 이름을 올리게 됐

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미국에서는 협업에 참

여한 가수가 단순 서포터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해당 곡에 대해 충분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며“협업에 참여한 가수의 영향력과 음악성, 

그리고 대중성이 리믹스곡의 핵심 성공요인

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핫 100 차트에서는‘새

비지 러브’리믹스에 이어‘다이너마

이트’가 2위를 차지하며 방탄소년단 

곡이 나란히 1·2위에 오르는 진풍경이 

빚어졌다.

빌보드에 따르면 핫 100 1위와 2위를 동시

에 차지한 그룹은 2009년 6∼7월 블랙 아이

드 피스의‘붐 붐 파우’,‘아이 가타 필링’이

후 처음이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듀오 또

는 그룹은 방탄소년단과 블랙 아이드 피스 외에 

아웃캐스트(2003∼2004), 비지스(1978), 비틀스

(1964)까지 다섯 팀뿐이다.

대기록! ... BTS, 빌보드 ‘핫100’ 1·2위 동시 석권

숨은그림찾기 정답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첫 주인 지난 8월 31일 핫 100

에 1위로 데뷔하며 한국 대중음악 역사를 다시 썼다. 이

를 포함해 7주간 1위를 3번, 2위를 4번 차지하며 최상위

권에서‘롱런’하고 있다.‘다이너마이트’는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라디오 송즈 

차트에서도 39위에서 26위로 뛰어오르는 등 단계적 상

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록은 거대한 북미 현지 팬덤을 바탕으로 한 방탄

소년단의 대중적 흥행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소속사는“자신들의 곡뿐 아니라 미국 가수와의 협업 

곡으로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대기록을 세우며 

미국 대중음악의 본류에 안착했음을 거듭 증명해 냈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라고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 방탄소년단. 사진=빌보드 트위터캡처 및 편집

▲ 빌보드 ‘핫100’ 1·2위를 휩쓴 BTS. 사진=빌보드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