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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영향으로 점점 짧아지는 히트곡의 길이

◾ 다운로드를 대체하며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주류로 부상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향으로 

히트곡의 길이가 해마다 짧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2018년 9월 10대 신인 래퍼인 릴 펌프와 힙합계의 거물 카니예 웨스트가 발표한 곡 “I Love 

It”은 발표 후 2개월이 채 안된 시간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서 1억 9,300만 회 

이상, 유튜브에서는 2억 7,000만 회 이상의 재생을 기록

▸ 미국의 싱글곡 인기 차트인 빌보드 핫 100(Billboard Hot 100)에서 6주 동안 차트에 머문 

이 곡의 길이는 불과 2분 7초였으며, 릴 펌프는 이 외에도 ‘Gucci Gang’이라는 2분 4초짜리 

곡으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한 적도 있음

▸ 미국의 미디어 쿼츠(Quartz)에 따르면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오른 곡의 평균 길이는 2013년 

3분 50초였으나 2018년에 약 3 분 30초까지 감소했다고 함

▸ 가령 켄드릭 라마의 경우 2012년 발표한 앨범 “Good Kid, MAAD City”에서는 곡의 평균 

길이가 5분 37초였으나, 2017년에 발표한 앨범 ‘DAMN.’에서는 곡의 평균 길이가 3분 57

초로 짧아지고 있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 음악이 짧아지는 현상은 힙합뿐 아니라 모든 음악 장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길이 2분대의 곡들

이 차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수년 새 급증하고 있음

▸ 컨트리 음악 가수인 제이슨 올딘이 2010년부터 2년마다 발표한 5장의 앨범을 비교한 결과, 

트랙 수는 15개로 모두 같았지만 앨범 전체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010년 출시 앨범에 비해 2018년 출시 앨범의 총 재생 시간은 18%가량 짧아졌음

▸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오른 곡 중 길이가 2분 30초 이하인 곡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에 약 1~2% 정도였던 것이 201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6%에 달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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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츠는 재생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배분 모델 때문에 보다 컴팩트하고 

순간적으로 귀를 사로잡는 곡들이 요구되면서 길이가 짧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

▸ 미국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2018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음악 수익의 75%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발생하는데,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에서 곡이 한번 스트리밍 되면 권리

자에게 약 0.004달러가 지급된다고 함

▸ 이 배분 금액은 곡의 장르나 길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익을 늘리려면 스트리밍 

재생 수를 늘려야 하고, 그러자면 보다 짧은 시간에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곡들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쿼츠는 분석

▸ 과거 축음기는 2~3분 정도의 곡만 녹음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히트곡은 대체로 2~3분 정도의 길이였음

▸ 그러던 것이 LP판, 카세트테이프, CD 등 

미디어의 저장 용량이 커지면서 긴 곡을 

수록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곡의 길

이도 길어지게 된 것이 음악산업의 역사임

▸ 그러나 물리적 매체의 시대가 가고 스트리

밍의 시대를 맞이하며, 기술과 경제 논리

에 의해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은 다시 단

순한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쿼츠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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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점차 줄어드는 앨범의 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