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OWN NEWS

연예

December 7, 2020

Vol.

1345

45

방탄소년단, 빌보드 점령 … 무더기 신기록 작성
한국어곡‘라이프고스온’메인싱글차트‘핫100’정상
‘핫100’ 1위, 3위 등 앨범 수록 8곡 중 7곡 동시 진입
3개월 동안 세 곡 ‘핫100’ 진입…비지스 이후 42년 만
차트 데뷔와 동시에 1위 등극 ‘핫 샷’ 두 번 이상 유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 5번째 1위 점령
‘핫100’ 및 ‘빌보드200’, ‘아티스트100’ 동시 점령

그룹 방탄소년단이 사상 처음 한국어 곡으로 미국 빌
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등극했다.
빌보드는 지난 30일 방탄소년단 신곡‘라이프 고
스 온’(Life Goes On)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핫
100’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라이프 고스 온’은 방탄
소년단이 이달 20일 발매한 새 미니앨범‘BE’의 타이
틀곡으로, 후렴을 제외한 대부분의 파트가 한국어다. 미
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보여주는‘핫100’차트에
서 한국어 가사의 곡이 1위에 오르기는 이 차트의 62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8월 발매한 영어 싱글‘다이너마이
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핫100’정상에 올
랐으며 이날 발표한 메인 싱글 차트에서 3위에 올라 방
탄소년단의 노래 2곡이 1위와 3위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미니앨범‘BE’수록곡 8곡 가운데 7곡이 빌
보드 메인 싱글 차트‘핫100’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
했다.‘라이프 고스 온’
‘다이너마이트’외에‘블루 &
그레이’(Blue & Grey)가 13위,‘스테이'(Stay)가 22
위,‘내 방을 여행하는 법’(Fly to My Room)이 69
위,‘잠시’(Telepathy)가 70위,‘병’(Dis-ease)이 72
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월, 피처링에 참여한 조시 685
와 제이슨 데룰로의‘새비지 러브’(Savage Love) 리믹스
버전이‘핫100’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새
비지 러브’리믹스에서 일부 가사를 한국어로 소화했지
만,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이어서 온전한 자신들의 곡이
라고는 할 수 없다.
빌보드는“비영어 곡이‘핫100’1위를 한 것은 루이스
폰시와 대디 양키의 스페인어 곡‘데스파시토’이후 처
음”이라고 밝혔다.

▲ 한국어 가사 노래 최초 빌보드 1위 등 무더기 신기록을 세운 방탄소년단. 사진=빌보드

방탄소년단은‘다이너마이트’와‘새비지 러브’리믹
스에 이어‘라이프 고스 온’까지 최근 발표·참여한 세
곡으로 연속해서‘핫100’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
는 3개월 남짓한 기간에 거둔 기록이다. 빌보드에 따르
면 이는 비지스(1977년 12월~1978년 3월)의‘토요일 밤
의 열기’
사운드트랙 이래 42년여 만에 최단기간에‘핫
100’1위를 3번 기록한 것이다.
차트 데뷔와 동시에 1위에 등극하는‘핫 샷’데뷔를 두
번 이상 한 그룹도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빌보드는‘BE’의 실물 앨범이 한 가지 버전으로만 나
왔지만 높은 판매고를 올린 사실에 주목했다.
빌보드는 다른 앨범들이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
용·한정판 등을 선보인 것과는 달리,‘BE’는 디지털 앨
범과‘디럭스 에디션’이라 불리는 한 가지 버전의 CD로
만 이용 가능했다고 전했다.

낱말퍼즐 정답

‘라이프 고스 온’이 수록된‘BE’앨범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빌보드200’1위에 진입했다. 또 지난 1일
에는 인지도를 보여주는 차트인‘아티스트100’에서도
1위에 올라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3개 차트을 동시에 석
권한 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인‘빌보드200’에서 다섯 번째 정상에 오르며 새 역
사를 썼다.
‘BE’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앨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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