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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어떤 노래를 듣고 난 후 그 음악이 하루 종일 귓속에

서 맴도는 현상을 귀벌레 증후군이라 한다. 이러한 귀벌

레 증후군은 전 세계 인구의 9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난다. 빠른 템포, 반복적이고 빠른 동작, 일상생활의 반

복적인 템포와 일치하는 음악과 같은 요인들이 귀벌레 

증후군에 영향을 미친다[1]. 이와 같은 항목들은 아이돌 

음악의 특성과 흡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벌레 증

후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장르 구별 없이 전체적인 대

중가요를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귀벌레 증후군을 치료하

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악 차트 순위와 

귀벌레 증후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하여 귀벌레 증후군 

유발 정도와 음악 차트의 순위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

는지 밝히며, 귀벌레 증후군 유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음악 차트 순위의 이용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문방법

  설문 대상곡은 3세대 아이돌 걸그룹 중 지난 3년간 가

온차트 순위가 가장 높았던 트와이스의 곡 중 가온차트

의 2016년 연간 디지털 차트에서 각각 1위, 16위, 26위를 

기록한 ‘Cheer up’, ‘OOH-AHH하게’, ‘TT’로 선정했다. 

  설문은 설문 대상곡을 모두 알고 있는 실용음악 전공

자 10명과 타분야 전공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

공자 군은 남성 9명, 여성 1명이며, 타전공자 군은 남성 

8명, 여성 2명으로 비율을 맞추어 성별에 의해 결과가 바

뀔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분류해야 

하기 위해서 모집군의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대상자들의 나이는 25세부터 46세 사이이다. 

  설문방법은 대상자들에게 설문 대상곡을 귀벌레 증후

군을 자주 경험한 순서대로 나열하게 했고, 순위별로 각

각 3점, 2점, 1점을 매겨 해당 곡의 총합점수로 귀벌레 

증후군 유발 정도 순위를 계산했다. 귀벌레 증후군을 일

으킨 요인으로는 화성의 단순한 정도, 선율의 반복도, 가

사의 스토리 개연성, 가사의 반복도, 템포의 빠른 정도, 

아티스트의 안무 동작, 음원을 접한 횟수, 앨범 자켓의 

이미지, 앨범의 전체적인 컨셉, 일상에서 접하는 템포와

귀벌레 증후군 유발 정도 차이와 음악 차트 순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음악 차트 순위에 대한 시사점 제시

- 3세대 아이돌 트와이스 곡을 중심으로
Suggesting implications for the music chart rankings through 

a study o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rworm syndrome and rakings of music charts

– Focused on 3rd Generation Idol TWICE’s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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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실용음악 전공자와 비전공자 간의 귀벌레 증후군 유발 정도 차이와 음악 차트 순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

이다. 이를 통해 음악 차트 순위의 이용성을 관찰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 대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차트 순위와 귀벌레 증후군 유발 정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와 같은 귀벌레 증후

군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선율의 반복도, 가사의 반복도, 음원을 접하는 횟수 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용음

악 전공자의 경우 비전공자보다 귀벌레 증후군을 겪는 빈도가 높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

를 통해 귀벌레 증후군의 유발 정도와 음원 차트 순위는 연관성이 없으나, 음원의 구성 요소와 음원 자체에 노출되는 정도가 많

을수록 귀벌레 증후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음악의 차트 상의 순위가 높은 정도와 대

중들이 그 음악을 접하게 되는 정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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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성, 일상에서 접하는 선율과의 유사성 총 11가지 

중에 3가지를 선택하게 하여 선택된 요인에 1점씩 점수

를 부여하여 각 요인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계산했다. 

설문 대상곡과 상관없이 평소에 하루 동안 귀벌레 증후

군을 경험하는 빈도수를 조사해 전공자 군과 비전공자 

군간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Ⅱ. 본론

1. 설문결과

  설문 방법에 제시한 대로 대상자들이 귀벌레 증후군을 

자주 경험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순위별로 각각 3점, 2

점, 1점을 부여해 점수를 합산한 결과, 전공자 군은 ‘TT’, 

‘Cheer Up’, ‘OOH-AHH하게’가 각각 24점, 23점, 13점 순

으로 점수가 높았고, 비전공자 군은 ‘TT’, ‘Cheer Up’, 

‘OOH-AHH하게’가 각각 26점, 23점, 11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귀벌레 증후군을 일으킨 요인으로는 전공자 군은 선율

의 반복도, 가사의 반복도, 아티스트의 안무 동작, 음원

을 접한 횟수가 각각 10점, 7점, 4점, 4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아티스트의 안무 동작과 음원을 접한 횟수는 공

동 3위를 기록했다. 비전공자 군은 가사의 반복도, 선율

의 반복도, 음원을 접한 횟수가 각각 8점, 7점, 6점 순으

로 점수가 높았다.

  설문 조사 곡과 상관없이 평소 귀벌레 증후군을 겪는 

빈도로는 전공자 군은 하루 평균 2.7번, 비전공자 군은 

하루 평균 2.3번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귀벌레 증후군을 자주 경험한 정도는 전공자 군과 비

전공자 군 모두 ‘TT’, ‘Cheer Up’, ‘OOH-AHH하게’ 순으

로 점수가 높았다. 1, 2위인 ‘TT’, ‘Cheer Up’의 합산 점

수를 비교하니 전공자 군에서는 24점, 23점으로 점수간

의 간격이 1점, 비전공자 군에서는 26점, 23점으로 점수

간의 간격이 3점이었고, 2, 3위인 ‘Cheer Up’, 

‘OOH-AHH하게’의 합산 점수는 전공자 군은 23점, 13점, 

비전공자 군은 23점, 11점으로 각각 점수간의 간격차가 

10점, 12점으로 1, 2위에 비해 2, 3위 간의 간격차가 1, 2

위 간의 간격차 보다 9점 이상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온차트의 2016년 연간 디지털 차트 순위인 ‘Cheer Up’, 

‘OOH-AHH하게’, ‘TT’의 순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를 통해 귀벌레 증후군의 유발 정도가 음원 차트에 영향

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귀벌레 증후군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으

로 선율의 반복도, 가사의 반복도, 음원을 접한 횟수가 

전공자 군과 비전공자 군 모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

고, 전공자 군에서는 아티스트의 안무 동작이 공동 3위로 

추가되었다. 전공자 군과 비전공자 군에 있어서 각 요인

들의 점수 차이는 2점 이하로 크지 않다. 이를 통해 각 

군 간에 귀벌레 증후군을 유발하는 요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 귀벌레 증후군을 경험하는 횟수

는 전공자 군은 2.7번, 비전공자 군은 2.3번으로 전공자 

군에서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차

이가 0.4번으로 미미하므로 전공의 여부와 귀벌레 증후

군 경험 빈도는 크게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귀벌레 증후군은 음원 차트순위와 크게 상

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귀벌레 

증후군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끼친 요인들로 선택한 항목 

중에 선율과 가사의 반복도와 음원을 접한 횟수의 순위

가 높은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음원 내에서 선율과 가

사를 경험하게 되는 빈도와 음원 자체에 노출되는 빈도

가 귀벌레 증후군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온차트의 

디지털 차트에서 순위를 집계하는 방식이 스트리밍, 다

운로드, BGM 판매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집계하는 것

임을 감안하였을 때, 음원의 판매횟수와 재생횟수가 동

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음악 차트 순위를 이용해 특정 음악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할 시에 대중들이 그 음악을 접하게 되는 정도

와 차트 상의 순위의 높은 정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

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는  음원 집계에 있어서 10

대의 영향이 큰 편인데, 전공자와 비전공자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설문대상에 10대 피험자가 포함 되지 않았

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자료에서는 귀벌레 

증후군의 정의와 증후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곡, 귀벌

레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귀벌레 증후군 현상과 음원 차트 

순위와 같은 다른 영역의 요소를 결합하여 연구가 이루

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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