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의 실적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내용 중 일부는 외부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는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가

자신의 독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합니다

본 자료의 재무자료는 연결 및 별도 기준입니다



경영실적



경영 실적



연결 매출 억원 상반기 연결 매출 억원으로 분기 및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 기록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억원

동방신기단일 투어 만명기록

일본 최초 닛산 스타디움 일 연속 공연

만명

글로벌음원 플랫폼 수익 창출가속화

유튜브· · 등

상반기 음원 매출

억원

상반기 해외 음원 매출

억원



억원

주) 내부거래 제거 전 실적이며 SM C&C는 연결



기타

중화권

일본

국내

(억원)

출연

음반 음원

공연

영상제작

광고

등 기타

(억원)

연결기준

음원 수익 성장 및 광고업 신규 매출 발생으로 반기 사상 최고 실적 기록

연결기준 매출 억원 영업이익 억원

사업별 매출 음반음원 매출 억원 광고 억원 영상제작 억원

음반 판매량 만장 이상 기록 花요일 만장 정규 집 만장
리패키지 태연 미니 등 종 발매

음원 유튜브 영향력 확대로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팬덤 유입에 따른 매출 성장

지역별 매출 국내 억원 일본 억원 중화권 억원 기타 억원

일본 동방신기 사상 최초 닛산스타디움 일 연속 공연 개최 단일 투어 해외가수 최초로 만명 관객 동원 달성

국내 태연 음원·음반 강세 등

사업별 매출 연결 기준 지역별 매출 연결 기준



기타

중화권

일본

국내

(억원)

음반

음원

출연료

광고출연

등

(억원)

별도기준

별도기준 매출 억원 영업이익 억원

사업별 매출 음반 매출 억원 음원 매출 억원

해외 음원 억원 국내 음원 억원 상반기 누적 해외 음원 억원

지역별 매출 국내 억원 일본 억원 중화권 억원 기타지역 억원

사업별 매출 별도 기준 지역별 매출 별도 기준



별도 매출 억엔 영업이익 억엔

공연 만명 관객 동원 상반기 누적 만명 관객 동원 기록
동방신기 만명 만명 일본 첫 단독 콘서트 만명

만명 태연 만명 만명

하반기 공연 만명 이상 관객 동원 예상
만명 만명 만명 만명

만명 태민 만명 만명

일본 상반기 누적 만명 관객 동원 전년동기 대비 관객 수 증가

별도 매출 만 달러 영업이익 만달러

나인퍼센트 조용필 공연 및 제작으로 아티스트 매출 증가
공연 회 중 아티스트 공연 회 진행

회 동방신기 회 슈퍼주니어 남미투어 포함 회
윤아 팬미팅 투어 회 샤이니 주년 팬미팅 회 회

공연 회 중 아티스트 공연 회 진행 중
스펙트럼 회 동방신기 태국 회 윤아 팬미팅 투어 회 서울
고척돔 공연 회 포함 회 팬미팅 회 국내 회 태국 회 포함



광고업 매출 증가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 갱신

매출 별도 기준(억원) 광고업 년 년 매출이익억원

별도기준 매출 억원 영업이익 억원 억원 증가

사업별 매출 제작 억원 광고 억원 달성

제작

- 드라마 및 예능 편 방영 드라마 편 예능 편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 기름진 멜로 예능 슈퍼 키워드 보아 슈가맨 효리네 민박 짠내투어 인생술집 동방신기의 시간 등

광고

- 성수기 효과로 대비 광고매출 억원 증가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등 신규 광고주 수주 및 광고업 특성상 하반기 광고 집행 증가로 인하여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하반기
레드벨벳 소녀시대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동 확대

하반기 라인업

소녀시대

레드벨벳
미니

태연
정규

레드벨벳



상반기 상반기

해외 음원 플랫폼매출 고속 성장

하반기
유튜브 등 글로벌 영상 플랫폼 수익 성장에 따라 디지털 매출 고성장 예상

글로벌지역 유튜브 영향력확대

SKT

신규 음원 플랫폼

해외 음원 매출 추이유튜브 조회수 – 누적 억 뷰 기록

억

억원



하반기
스테이션 영 채널 통한 음원 순차 공개하여 음악성과 대중성 잡는 특급 컬래버레이션 기대

태연 x 멜로망스 백현 x 로꼬

슬기 x 신비 x 청하 x 소연 세훈 x 찬열 팬시차일드(크러쉬/페노메코)

‘스테이션 영 디지털 음원 공개 채널 스테이션과 컬처브랜드 영 의 합작 문화 프로젝트



하반기
유튜브 및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협상력 강화 신규 음원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성 증가

• 및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와 연계

핵심 콘텐츠 플랫폼 비전 제시

• · 활용한 ‘보는 음악 콘텐츠’ 제공

신규 음원



하반기
한국형 넷플릭스 콘텐츠 투자 확대 및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
뉴미디어 플랫폼 제작 확대에 따른 수익성 상승 기대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만뷰 돌파

엑소의 사다리타고 세계여행

최단기간 만뷰 돌파

상반기

만

↑

브로드밴드 물적분할

미디어 플랫폼 핵심 자산화 추진

연간

억 천만
↑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엑소 하반기 신규 콘텐츠

연간 억뷰↑ 예상

만명 만명

가입자 수



–
하반기 국내외 아티스트 활동 지속

국내 활동 레드벨벳 여름 미니 공개 후 아이튠즈 개 지역 위 국내 멜론 지니 등 전 음원 차트 주간 위 중국 샤미뮤직 종합차트 위 기록

단독 콘서트 국내 전석 매진 및 방콕 타이베이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 투어 개시

월부터 매달 완전체 유닛 솔로 활동 계획 미니 집 발매 예정

하반기 완전체 소녀시대 유닛 태연 정규 레드벨벳 미니 중국팀 활동 기대

해외 활동 동방신기 일본 년 전국 아레나 도쿄오사카 돔투어 진행 만명 규모 관객 동원 예상

일본 정규 집 발매 및 진행 만명 관객 동원 예상

도쿄돔 팬미팅 만 천명 기록 만명 글로벌 투어 누적 관객 만명 기록



–
하반기 수익성 개선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전환 예상

①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지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캠페인 수주하여 광고사업부 콘텐츠제작부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웹드라마 와 아이 제작

② 커머셜 – 셀럽 결합 예능 제작

셀럽들의 라이프스타일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작 가동 설리 출연 진리상점 하반기 방영 예정

③ 콘텐츠 제작 확대

액토즈소프트 갤럭시아에스엠과 합작하여 오디션 프로그램 게임스타 코리아 론칭 예정

④광고사업부 하반기 매출 증가 기대

하반기 광고 집행 증가와 신규 광고주 영입으로 광고사업부 수익 증가

온에어 주요 광고

㈜ – 함께편

코드제로

카카오뱅크 주 적금 챌린지

한국관광공사



견조한 캐시카우 자체 브랜드 공연 확대하는 드림메이커

아티스트 활동 확대로 사상 최대 공연 관객수 연간 만명 이상 달성

• 하반기 만명 관객 동원 예상 공연 만명 진행 중

• 만명 전국 아레나 도쿄오사카 돔 투어 만명

도쿄돔 만명 투어 만명

도쿄돔 팬미팅 만 천명 태민 투어 만명 만 천명 등 추가 예정

하나카드 공동투자 문화프로젝트 본격 가동 자체 브랜드 공연 더 스테이션 성공적 론칭

• 공연 회 중 아티스트 공연 회 진행 중

아티스트 공연 동방신기 홍콩 방콕 팬미팅 회 윤아 글로벌 팬미팅 투어 회 회

국내 팬미팅 회 국내 단독 콘서트 회 방콕 타이베이 싱가포르 회

아티스트 공연 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 회 뮤직 토크 콘서트 더 스테이션 회

중국 나인퍼센트 팬미팅 회 조용필 전국투어 회 등

• 하나카드 문화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하며 뮤직 토크 콘서트 더 스테이션 분만에 전석 매진 기록



(억원)

주) 내부거래 제거 전 실적임. SM C&C는 연결



기름진 멜로
방영

와 아이
방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방영 태국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첸백시편
방영 일본

비밀언니
방영

식량일기
방영

슈퍼
방영

대탈출
방영

섬총사
방영

서울여행
방영 홈페이지

인생술집
방영

짠내투어
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