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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21.8 42.6 16.7 24.4 83.7 19.7 29.4 49.1 34.9%

4.8% -4.1% -23.4% 46.1% 6.6% -19.3% 49.2% 15.3% 　
로엔엔터테인먼트

83.8 165.0 80.2 55.9 301.1 61.1 80.0 141.1 -4.5%

3.2% 4.8% -4.3% -30.3% 2.3% 9.3% 30.9% -14.5% 　
CJ E&M

-18.2 -50.9 -30.8 -1.6 -83.3 -39.1 11.6 -27.5 163.7%

44.3% -376.6% -69.2% 94.8% -880.0% -2343.8% 129.7% 46.0% 　
SM엔터테인먼트

100.1 217.8 119.8 140.6 478.2 76.9 22.3 99.2 -77.7%

-15.0% 351.9% 19.7% 17.4% 133.3% -45.3% -71.0% -54.5% 　
소리바다

-0.4 5.7 3.5 -2.4 6.8 -4.0 -3.6 -7.6 -800.0%

-106.6% -71.1% 975.0% -168.6% -82.8% -66.7% 10.0% -233.3% 　
예당엔터테인먼

트

-6.8 -8.3 5.9 -17.8 -20.2 -11.1 -11.4 -22.5 -67.6%

-353.3% -307.5% 186.8% -401.7% -26.3% 37.6% -2.7% -171.1% 　
KT뮤직

1.0 -8.7 2.9 12.3 6.5 3.8 -15.3 -11.5 -1630.0%

110.3% -234.6% 190.0% 324.1% 135.3% -69.1% -502.6% -32.2% 　
네오위즈인터넷

-10.5 -13.3 4.6 -28.0 -36.7 -1.3 2.4 1.1 122.9%

-275.0% -115.5% 143.8% -708.7% -436.7% 95.4% 284.6% 108.3% 　
캔들미디어

-43.6 -47.6 1.2 -17.1 -63.5 4.0 1.2 5.2 102.8%

-990.0% -278.3% 102.8% -1525.0% -969.9% 123.4% -70.0% 110.9% 　
JYP엔터테인먼트

-13.3 -30.2 -5.4 -1.1 -36.7 -7.5 -10.9 -18.4 18.0%

21.3% -586.4% 59.4% 79.6% -278.4% -581.8% -45.3% 39.1% 　
YG엔터테인먼트

40.3 75.2 75.5 64.0 214.7 62.9 55.0 117.9 36.5%

15.5% -22.5% 87.3% -15.2% 20.9% -1.7% -12.6% 56.8% 　
합계

154.2 347.3 274.1 229.2 850.6 165.4 160.7 326.1 4.2%

-20.1% -29.8% 77.8% -16.4% 11.8% -27.8% -2.8% -6.1% 　

☐ 음악산업 상장사 영업이익액 

<표 1> ’12년 2분기~’13년 2분기 음악산업(상장사별) 영업이익액 변동
(단위：억원, %)

 음악 ’13년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2.8% 하락 

- 로엔엔터테인먼트 ’13년 2분기 영업이익은 약 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했으며 전분기대비 30.9% 상승

※ 다날 ’13년 2분기 영업이익은 약 2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9%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49.2% 상승

※ 소리바다 ’13년 2분기 영업이익은 약 3억 6,000만원 영업적자 상태이며 전년동기대비 

800.0% 감소했으며, 전분기대비 10.0% 상승

※ 네오위즈인터넷은 ’11년 4분기 이후 ’12년 3분기를 제외하고 적자상태이며 ’13년 2분기 들어 

흑자로 전환. ’13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122.9% 증가, 전분기대비 284.6% 상승

※ KT뮤직은 ’11년 1분기 이후 적자상태에서 ’12년 2분기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13년 2분기

는 약 15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년동기대비 1,630.0% 감소

- SM엔터테인먼트 ’13년 2분기 영업이익은 약 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7% 감소했으며 전분기대비 71.0% 하락

※ YG엔터테인먼트 ’13년 2분기 영업이익은 약 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5%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12.6% 하락

 음악 ’13년 상반기 영업이익액은 약 3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1% 감소

-로엔엔터테인먼트의 ’13년 상반기 영업이익액은 약 14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5% 감소

-다날은 ’13년 상반기 영업이익액의 경우 약 49억 1,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

-SM엔터테인먼트의 ’13년 상반기 영업이익액은 약 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5% 감소

-YG엔터테인먼트의 ’13년 상반기 영업이익액은 약 117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8% 증가

<그림 1> ’12년 2분기~’13년 2분기 음악(상장사) 영업이익액 변동 

(단위：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