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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 3 월기 제 3 분기의 연결 실적(2016 년 4 월 1 일~2016 년 12 월 31 일)  

(1) 연결경영실적(누계)                                                      (% 표시는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2017 년 3 월기 제 3 분기 65,269 12.6 3,362 - 3,007 - 322 - 

2016 년 3 월기 제 3 분기 57,947 20.4 △2,108 - △1,525 - △1,045 - 

(주) 포괄이익  2017 년 3 월기 제 3 분기 7,214 백만 엔(-%)   2016 년 3 월기 제 3 분기 △12,709 백만 엔(-%) 

 

 
주당 분기순이익 

잠재주식조정 후 

주당 분기순이익 

 

 엔 전 엔 전  

2017 년 3 월기 제 3 분기 3.00 3.00  

2016 년 3 월기 제 3 분기 △9.01 -  

(주) 2016 년 3 월기 제 3 분기 잠재주식 조정 후 주당 분기순이익의 경우 잠재주식은 존재하나 주당 분기순손실이므

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연결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주당순자산 

 백만 엔 백만 엔 % 엔 전 

2017 년 3 월기 제 3 분기 579,363 168,479 28.1 1,582.54 

2016 년 3 월기  508,659 168,656 32.1 1,455.90 

(참고)자기자본 2017 년 3 월기 제 3 분기 162,869 백만 엔 2016 년 3 월기 163,115 백만 엔 

 

2. 배당상황 

 연간배당금 

1 분기 말 2 분기 말 3 분기 말 기말 합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2016 년 3 월기 - 5.00 - 7.00 12.00 

2017 년 3 월기 - 6.00    

2017 년 3 월기(예상)   - 6.00 12.00 

(주)직전에 공표된 배당예상의 수정 여부 : 없음 
 

(주) 2016 년 3 월기 기말배당금 내역 보통배당 5 엔 00 전  기념배당 2 엔 00 전 

 

3. 2017년 3 월기 예상 연결실적(2016 년 4 월 1 일~ 2017 년 3 월 31 일) 

(% 표시는 전기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회사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기본주당 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엔 전 

연간 88,973 17.9 4,202 - 2,691 - 132 - 1.25 

(주)직전에 공표된 실적예상 수정 여부: 없음 

http://www.jt-corp.co.jp/kr/


※ 주석사항 

(1) 당해 분기연결누계기간에 발생한 중요 자회사의 이동(연결범위 변경을 수반하는 특정 자회사의 이동): 무 

 

(2)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특수 회계처리 적용 여부: 무 

 

(3) 회계 방침의 변경 및 회계상의 추정 변경·수정재표시 

① 회계 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회계 방침 변경 : 유 

② ①이외의 회계 방침 변경   : 무 

③ 회계상 추정 변경    : 유 

④ 수정재표시    : 무 

(주)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P.7 “2. 요약정보(주석사항)관련 사항 (1)회계방침의 변경·회계상의 추정 변경·수정재표

시”를 참조하십시오. 

 

(4) 기발행주식수 (보통주)    

① 기말발행주식수 

(자기주식 포함) 
2017 년 3 월기 3Q 112,514,474 주 2016 년 3 월기 112,447,154 주 

② 기말자기주식수 2017 년 3 월기 3Q 9,598,140 주 2016 년 3 월기 409,748 주 

③ 기중평균주식수 

(분기누계) 
2017 년 3 월기 3Q 107,544,507 주 2016 년 3 월기 3Q 116,049,067 주 

(주) 1. 당사는 2015 년 12 월 29 일부로 자기주식 6,250,000 주를 소각하였습니다. 

    2. 당사는 2016 년 8 월 15 일부로(약정기준) 6,000,000 주, 2016 년 8 월 16 일부(약정기준) 3,188,300 주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 분기검토절차의 실시 상황에 관한 표시 

본 분기결산단신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분기 검토절차 제외대상으로 본 분기결산단신의 공시시점에 분기연결재무

제표에 대한 검토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 실적예상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 기타 특이사항 

1. 본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실적 전망 등 예상 관련 기술은 당사가 현재 입수한 정보 및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일정 

전제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가 당해 수치의 달성을 약속하는 취지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실적 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예상의 전제가 되는 가정 등에 관해서는 첨부 자료 P.6 “1. 당기 분기결

산에 관한 정성적인 정보 (3) 연결실적 예상 등 미래예측정보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결산보충설명자료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jt-corp.co.jp/kr)에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2017 년 2 월 14 일에 

애널리스트 대상 결산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해 설명회의 동영상 및 자료는 설명회 개최 후 당사 홈페이지

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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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당 분기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１） 경영성적에 관한 설명 

당기 제３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 세계경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불안요소와 함께 영국의 ＥＵ탈퇴결정 및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금융자본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한치 앞을 내다 보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일본경제도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과 일본중앙은행의 금융완화정책을 바탕으로 기업수익과 고용환경이 

완만한 개선을 보이는 듯 했으나 엔화강세, 주가하락의 영향에 실질임금의 저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 

등 장래불안요소가 맞물려 소비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개인소비의 정체가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동남아시아 등 신흥지역의 잠재성장력이 크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정치적 상황의 안정 

및 경제개혁의 진전으로 인해 개인소비와 민간투자가 견고히 증가하였고 소득상승에 힘입어 소비자 구매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７월부터 조세특면제도가 도입되어 자산신청건수가 급증, 

재정수지 또한 호전되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당사 그룹은 향후 세계경제와 일본경제의 변화를 내다보고 반드시 사업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를 

그룹비젼으로 삼아 2016년 ３월기에 첫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특히 눈부신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네트워크화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는 

등 더욱 견고한 경영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성장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기 제３분기 

연결누계기간에는 해당 중기경영계획 2년차 로드맵에 따라 첫 해와 마찬가지로 은행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이익확대를 추구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기업가치향상, 사업기반강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전개 

당사 그룹은 JTRUST ASIA PTE.LTD. (이하 “JTＡ”라 한다)이 기발행보통주식 6.43%를 보유하는 등 

우호관계에 있는 Group Lease PCL(타이: 타이증권거래소 1부상장, 이하 “GL”이라 한다)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인도네시아 및 기타 ASEAN 시장에서 Digital Finance Platform※을 이용한 리스업 및 

소비자금융사업을 키우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J트러스트아시아에서는 멀티 파이낸스사 PT 

Group Lease Finance Indonesia（이하、‘ＧＬＦＩ’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성장여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를 타깃으로 2016년 7월 할부판매금융사업을 출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농기구 구매자를 대상으로 ＧＬＦＩ가 고객획득, 심사, 회수 활동을 맡고 PT Bank JTrust 

Indonesia Tbk（이하 ‘Ｊ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라 한다）가 파이낸스를 담당하는 스킴을 통해 향후 

판매대상상품 및 규모의 확대로 농업관련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Ｊ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의 

수익공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GL의 사업전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8월에 

JTA가 GL의 전환사채 미화 130백만 달러(약 135억 엔)를 인수하였으며 2016년 10월에는 추가적으로 GL의 

전환사채 미화 50백만 달러(약 52억 엔) 인수제안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당사가 보유한 

Ｊ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 주식 3.124％를 ＧＬ그룹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GL그룹과 

사업제휴에 대한 관계가 깊어지고 더욱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Digital Finance Platform란 GL이 확립한 IT테크놀로지와 POS라 불리며 영업거점을 빈틈없이 연결하는 

아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파이낸스 비즈니스모델입니다. 

 

당사 그룹은 PT Bank Mayapada International Tbk.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상장, 이하 

“마야파다은행”이라 한다)과 자본 및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목적 가운데 하나였던 

신용카드사업의 업무제휴가 사실상 종료된데다 J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를 연결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당사그룹 내에서 인도네시아 은행업이 가능해진 점 등의 요인으로 2016년 4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JTA가 

보유하는 주식전량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J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는 2016년 7월 주식회사 사이쿄은행이 취급하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표시 

외화예금 관련 제휴를 시작하였습니다. 

 

(ⅱ) 한국 사업에 대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서 기반이 정비된 후 업적 면에서도 월간 신규대출이 사상최고액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영업자산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캐피탈과 저축은행의 신규고객획득 

노하우를 융합하는 등 한국금융사업이 전체적인 기반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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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국내 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업무의 경우 부동산관련 담보사업에 주력한다는 중점시책을 내걸고 임대주택대출보증을 중심으로 

보증잔액 증대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6월에 주식회사 도쿄스타은행과 함께 저금리 

신상품을 보증연계상품 라인업에 추가하는 한편 동월 주식회사 카가와은행과도 신규보증업무제휴를 맺고 

7월부터 임대주택대출의 보증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주식회사 사이쿄은행에 대하여 

부동산담보론 및 부동산담보카드론 관련 보증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부문에서는 2016년 12월 어도어즈 주식회사 (이하 “어도어즈”라 한다) 그리 

주식회사와 협업을 통해ＶＲ（가상현실）※시장의 새로운 엔터테이먼트의 공간 ‘VR PARK TOKYO’를 

시부야에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하이라이츠”라 한다）는 

2017년 １월 10일부터 자체개발한 유기기구 ‘시스터 퀘스트～시대의 마법사와 유구한 자매～’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VR(버추얼 리얼리티)란 가상현실을 의미합니다. 컴퓨터가 만든 가상의 공간과 영상을 마치 실재하는 

공간인 것처럼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의료분야 및 교육분야 등 다양한 기술 응용이 

기대되며 특히 게임 및 동영상, 유원지 등 엔터테인먼트분야의 친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ⅳ) 자본정책에 대하여  

자본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주주의 이익환원을 추구하면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기동적인 

자본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 ８월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균형 

잡힌 자본배분에 힘쓰겠습니다.  

  

당기 제３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영업수익은 한국 저축은행의 신규대출잔액 증가에 따른 은행업 부문 

영업수익 증가와 J트러스트아시아 마야파다 은행의 주식매각익, GL의 전환사채 파생상품 손익부문의 

평가익계상 요인과 함께 키노트 주식회사（이하 ‘키노트’라 한다）의 상업시설건축 부문의 대형시공안건 

수주가 견고하게 유지된 덕에 그 외 영업수익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65,269백만 

엔（전년동기대비12.6％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은 J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의 사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재정건전성 확보 

목적의 대출채권 재점검, 대손충당금의 대규모 적립 등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하였고, 영업수익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 3,362백만 엔(전년동기2,108백만 엔 영업손실）경상이익은 3,007백만 엔（전년동기 

1,525백만 엔 경상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더불어 모회사주주에 귀속되는 분기 순이익은 Ｊ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가 사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구조조정비용을 포함한 사업구조개선 충당금 전입액을 계상한 결과 322백만 엔（전년동기 1,045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본금융사업 

（신용보증업무 ） 

신용보증업무는 주식회사 일본보증(이하 “일본보증”이라 한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은 

부동산관련 보증사업에 주력하는 것이며 대형 주택건설회사, 플랫35 대리점 등과 제휴하여 플랫35와의 

협조융자형 임대주택대출보증업무 중심의 신규보증구조(scheme)를 통해 보증잔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제휴금융기관도 늘어나고 있어 2016년 9월 말 현재, 지역금융기관 6곳과 보증업무제휴 및 보증연계상품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당기 제３분기 연결회계기간의 채무보증잔액은 무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15,040 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4％감소）유담보대출보증인 임대주택대출보증 61,283 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03.9％증가）을 기록하여 총채무보증잔액은 76,323백만 엔（전년동기대비 68.4％증가）입니다.  

（채권회수업무） 

일본 채권회수업무는 주로 일본보증, 파르티르 채권회수 주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에 

따라 채권회수사업을 확대시켜 나아갈 예정입니다. 최근 업체들의 높은 회수능력 때문에 일본의 채권회수업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 외 회수업체와 인수합병을 통해 과점적 이익을 추구하고 법인채권회수사업 강화 및 

기업재건 업무로까지 사업을 확대시켜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３분기 연결회계기간말 기준 매입채권잔액은 ＮＰＬ채권（Non-Performing 

Loan：부실채권）매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7,78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34.0％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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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 

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는 주로 J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무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중단, 소비자대출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였습니다. 현재 카드쇼핑 등 

할부구입 알선부문을 중심으로 실적을 축적시키고 있고 대출잔액 또한 증가세이므로 수익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기 3분기 연결회계기간의 할부결제금잔액은 2,762백만 엔 （전년동기대비14.6％증가）, 

장기영업채권은 ６백만 엔（전년동기대비48.1％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할부결제금잔액의 합계는 

2,769백만 엔（전년동기대비14.3％증가）입니다.  

（기타 금융업무） 

일본 기타금융업무는 주로 일본보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에 따라 부동산 관련 

보증사업으로 중심추를 옮기는 한편 무담보대출사업 즉 소비자금융사업에서 탈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자반환채무 분리 및 우발채무리스크까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기 제3분기 연결회계기간말 기준 사업자대상 대출잔액은 상업어음이 921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34.3％감소）영업대출금은 2,645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1％증가）, 장기영업채권은 

35백만 엔（전년동기대비 63.9％감소）로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총 대출잔액 3,60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2.5％ 감소）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대상의 경우는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영업대출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1,809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6.5％減）, 장기영업채권은 213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4.8％감소）로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액은 2,02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5.4％감소）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8,005백만 엔（전년동기대비5.5％ 감소), 부문이익은 일본보증의 

무담보대출사업 철수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및 희망퇴직을 포함한 사업구조개혁으로 경비삭감효과가 

나타나 3,554백만 엔（전년동기대비23.7％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②  한국금융사업 

（ 저축은행・캐피탈업 ）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와 JT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저축은행업무, JT캐피탈 주식회사가 할부 및 리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사업기반이 확립 된 상태이므로 향후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채권잔액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익확대를 이뤄내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은 우량소비자대상 대출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면서 대기업대출, 유담보대출, 

정부보증부 대출 등의 분야에도 매진하여 대출포트폴리오의 안정화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영업전략과 마케팅 효과로 신규대출건수와 잔액이 꾸준히 늘면서 은행업 대출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JT캐피탈의 영업대출금의 경우 2016년 ９월에 개정 및 시행된 여신전문금융법 개인신용대출비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계열사 저축은행에 개인신용대출채권을 양도하여 감소세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기 제３분기 연결회계기간말 기준 대출잔액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저축은행의 은행업 

대출금이 215,592백만 엔（전년동기대비43.6％증가）을 기록했습니다. 캐피탈업의 경우 영업대출금이 

39,863백만 엔（전년동기대비12.1％감소）, 장기영업채권이 1,424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27.5％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영업대출잔액 합계금액이 41,288백만 엔（전년동기대비12.7％감소）이었습니다. 

（ 채권회수업무 ） 

TA자산관리는 ＮＰＬ채권의 매입 및 회수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높은 회수능력과 준법성을 토대로 

채권잔액을 늘려간다는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 ３분기연결회계기간 매입채권잔액은 일반회수와 그 외 채권매각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여 2,038백만 엔（전년동기대비45.3％감소）입니다.  

 

상기의 요인 등으로 한국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21,187백만 엔（전년동기대비6.1％증가）부문이익은 

1,137백만 엔（전년동기 55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③  동남아시아금융사업 

（ 은행업무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J트러스트인도네시아 은행이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오랜 기간 예금보험 관리하에 있던 당행의 재건에 힘쓰고 매니지먼트 체제를 손보아 

중소사업자/소비자대상 대출잔액의 양적확대 및 질적개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기구 관리 

아래에서 실시한 비효율적인 대출을 줄이고 조달금리삭감,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수수료수입의 확대 

등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및 수익기반 강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기준 은행업 대출금잔액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81,214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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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대비13.1％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 채권회수업무 ） 

채권회수업무는 그룹 계열사인 PT JTRUST INVESTMENTS INDONESIA가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매입채권잔액은 당기 제３분기 연결회계기간말 

을 기준으로 2,878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보 부동산의 조기매각과 사업재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회수증가를 이뤄내고 수익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동남아시아 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10,482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16.0％증가）, 부문손실은 Ｊ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가 사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대출채권 재검토,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 등의 영향으로 6,513백만 엔（전년동기 부문 손실 5,773 

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④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은 주로 어도어즈에서 어뮤즈먼트시설운영 등을,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에서 유기기구 및 유기기구 주변기기 관련 컴퓨터시스템 등의 개발, 제조 판매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는 어도어즈가 “50주년 프로젝트”를 통해 어도어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목적의 

각종 기획을 전개하였으며 신규 컨셉 점포인 프린트스티커기계 전문점 “Calla Lily(칼라 릴리)”의 개설, 

전점포규모의 메달팩 이벤트 실시, 캐릭터 등 인기경품을 크레인게임에 제공하였으며 콘텐츠개발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인기애니메이션과 게임컨텐츠와의 콜라보레이션기획을 여러 점포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등 

소비의욕을 자극하는 시책을 통해 신규고객층 획득을 중심으로 매출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목 

받고 있는 VR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서비스를 도입하여 신규 고객층의 지속적인 획득을 주축으로 한 매출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점포의 폐점 및 크레인 게임의 가동에서 신장세가 주춤한 데다 기타 

게임장르도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당기에 유기기구의 주변설비 교체가 계속 연기되면서 약세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 １월 10일부터 

신규 유기기구를 가동시켜 향후 수익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10일자로 어도어즈가 공표한 

“연결자회사의 이동(주식양도) 및 특별이익의 계상에 관한 공시”대로 어뮤즈먼트기기용 경품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브레이크 및 BREAK ASIA LIMITED는 3월말의 주식양도를 통해 연결자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의 영업수익은 예상을 밑도는 집객과 일부 점포 폐점의 영향 등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11,418백만 엔(전년동기대비 8.6％감소)을 기록하였으며, 부문손실은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원가 증가 등으로 인해 245백만 엔(전년동기는 118백만 엔의 부문손실)에 달했습니다. 

 

⑤ 부동산사업 

부동산사업은 단독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키노트에서, 부동산자산사업은 어도어즈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분양부문은 분양주택시장 등의 시장환경 회복세를 배경으로 독자적인 브랜드 확립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는 한편 2016년 10월 20일에 “센리추오영업소”를 신설하는 등 영업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취급건수를 늘리고 물건 인도를 착실히 실행하여 수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사업의 영업수익은 기존 구역을 중심으로 판매가 순조롭게 추이하여 4,696백만 

엔(전년동기대비9.4％증가), 부문이익은 용지매입 및 시공인건비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원가가 

증가하면서 294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9.7％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⑥ 투자사업 

투자사업은 주로 J트러스트아시아가 투자사업 및 투자처 경영지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J트러스트아시

아의 경우 당기에 마야파다은행의 주식매각익을 계상하여 영업수익에 크게 공헌하는 한편 6.43%의 주식

을 보유하는 GL을 전략적 파트너로 눈부시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사업전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의 영업수익은 J트러스트아시아의 마야파다은행 주식매각익과 GL 전환사채 파생상

품 손익 부분의 평가익 계상에 따라 기타 영업수익이 증가하여, 8,031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94.9% 증

가), 부문별 이익은 7,761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07.5%)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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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사업 

기타사업은 주로 J트러스트시스템 주식회사가 당사 그룹의 시스템 개발,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무를, 키

노트가 상업시설건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도어즈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관광

지에 있는 기존 어뮤즈먼트 점포 한 켠을 활용하여 인바운드 수요를 유입하기 위한 집객 시설의 일환으로 

2016년 12월 14일에 외화환전소<ADORES EXCHANGE Akihabara>를 개설하여 외화환전소 사업을 개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사업의 영업수익은 키노트의 상업시설건축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며 2,089백만 엔(전년동

기대비 50.8% 증가), 부문손실은 920백만 엔(전년동기는 140백만 엔의 부문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２) （２）재정상태에 관한 설명 

당기 제3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총자산은 직전 연결회계연도말 대비 70,704백만 엔 증가한 579,363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JT캐피탈이 계열저축은행에 개인신용대출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인해  

영업대출금은 5,187백만 엔, 현금 및 예금은 12,975백만 엔 감소한 한편, JT캐피탈로부터의 채권양수 및 

신규대출 증가로 인해 은행업의 대출금은 66,273백만 엔, J트러스트 아시아의 GL전환사채 인수로 인한 

영업투자유가증권은 14,985백만 엔이 각각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부채는 직전 연결회계연도말 대비 70,882백만 엔 증가한 410,884백만 엔입니다. 이는 주로 단기차입금은 

4,293백만 엔 감소한 한편 은행업 예금은 55,379백만 엔, 단기회사채(기타유동부채)가 9,438백만 엔, 

１년이내 상환예정인 장지차입금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이 4,331백만 엔 각각 증가함에 따라 부채가 증가한 

것입니다. 

순자산은 직전 연결회계연도말 대비 177백만 엔 감소한 168,479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로 GL의 

주가상승으로 보유주식의 평가익이 증가하면서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이 12,955백만 엔 증가하였고 

J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의 주식을 GL그룹에 일부 매각하면서 자본잉여금이 1,353백만 엔 증가한 반면, 

모회사주주에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322백만 엔을 계상하였으나 잉여금의 배당 1,401백만 엔을 계상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1,079백만 엔 감소한 데다 자기주식 취득으로 자기주식이 7,279백만 엔 증가하였으며 

환율환산조정계정이 6,187백만 엔 감소함에 따라 순자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 결과 １주당 순자산액은 직전 연결회계연도말 대비 126엔 64전 증가한 1,582엔 54전을 기록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은 직전 연결회계연도말의 32.1％에서 4.0포인트 낮은 28.1％를 기록하였습니다. 

 

（３）연결실적예상 등 미래예측정보에 관한 설명 

당기 제3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추이하고 있으며 2017년 3월기 연결실적예상에 

2016년 11월 11일에 공표한 “실적예상 수정 및 특별손실 계상에 관한 안내”의 실적예상수치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실제 실적 등은 향후 여러 요인에 따라 예상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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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요약정보(주석사항)에 관한 사항 

(１) 회계방침의 변경과·회계 상 추정의 변경,·수정 재표시 

(회계방침의 변경) 

(2016년도 세제개정 관련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실무상의 취급 적용)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 세제개정 관련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실무상의 취급”(실무대응보고 

제32호 2016년 6월 17일)을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에 적용하여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건물부

속설비 및 구축물 관련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기 변경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합니다. 

 

(회계상 예상의 변경) 

(대손충당금 예상 변경) 

당사 연결자회사인 PT Bank JTrust Indonesia Tbk.에서 기존에는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실적률에 따

라, 대손우려채권 등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수불가능예상액을 계상하였으나 

여신관리체제를 정비하여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예측변경을 실시하

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3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영업손실, 경상손실 및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익은 4,634백

만 엔 감소하였습니다. 

 

(２)추가정보 

(이연세금자산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적용지침 적용) 

“이연세금자산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적용지침”(기업회계기준적용지침 제26호 2016년 3월 28일)을 당기 제

1분기연결회계기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 



－ 8 － 

３． 분기연결재무제표 

(１) 분기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6년 3월 31일)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2016년 12월 31일) 

자산의 부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08,682 95,706 

상업어음 1,428 921 

영업대출금 49,505 44,318 

은행업 대출금 230,532 296,806 

할부결제금 2,449 2,762 

매입채권 9,940 12,699 

구상권 1,462 1,322 

유가증권 25,287 26,092 

영업투자유가증권 13,057 28,042 

상품 및 제품 2,445 2,553 

재공품 1,604 3,359 

기타 18,545 31,901 

대손충당금 △16,809 △20,955 

유동자산합계 448,131 525,531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7,510 6,896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34,536 28,769 

기타 4,820 4,479 

무형고정자산합계 39,356 33,248 

투자기타자산   

장기영업채권 2,083 1,680 

기타 14,462 14,491 

대손충당금 △2,884 △2,485 

투자기타자산합계 13,660 13,686 

고정자산합계 60,527 53,831 

자산합계 508,659 57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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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 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6년 3월 31일)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2016년 12월 31일) 

부채의 부   

유동부채   

할인어음 1,381 910 

1 년내 상환예정 회사채 60 90 

단기차입금 14,317 10,023 

1 년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 13,391 14,482 

미지급법인세 등 769 991 

은행업예금 271,117 326,496 

사업구조개혁 충당금 － 1,592 

기타 10,604 25,068 

유동부채합계 311,642 379,656 

고정부채   

회사채 2,169 1,956 

장기차입금 21,788 25,029 

채무보증손실충당금 424 378 

퇴직급여 관련 부채 579 568 

소송손실충당금 1,192 1,057 

기타 2,205 2,238 

고정부채합계 28,360 31,228 

부채합계 340,002 410,884 

순자산의 부   

주주자본   

자본금 53,616 53,624 

자본잉여금 52,572 53,926 

이익잉여금 60,777 59,698 

자기주식 △406 △7,685 

주주자본합계 166,560 159,564 

기타포괄이익누계액   

기타유가증권 평가차액금 136 13,091 

외화환산조정계정 △3,469 △9,656 

퇴직급여 관련 조정누계액 △112 △129 

기타포괄이익누계액합계 △3,445 3,305 

신주예약권 167 174 

비지배주주지분 5,373 5,435 

순자산합계 168,656 168,479 

부채순자산합계 508,659 57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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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분기연결손익계산서 및 분기연결포괄이익계산서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 백만 엔) 

 

전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12월 31일) 

당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2016년 4월 1일~ 

2016년 12월 31일) 

영업수익 57,947 65,269 

영업비용 28,998 28,044 

영업총이익 28,948 37,225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31,057 33,863 

영업손실(△) △2,108 3,362 

영업외 수익   

수취이자 1 1 

수취배당금 66 35 

수취임차료 52 21 

유가증권운용이익 206 25 

환차익 534 － 

잡수입 179 182 

영업외 수익 합계 1,040 266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118 120 

감가상각비 8 6 

환차손 － 360 

잡손실 331 132 

영업외 비용 합계 457 620 

경상손실(△) △1,525 3,007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이익 213 721 

관계회사주식매각익 601 － 

투자유가증권매각익 － 217 

부의 영업권 발생익 － 24 

외화환산조정계정 이입익 830 － 

기타 26 27 

특별이익합계 1,671 991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 35 228 

고정자산폐기손 14 13 

손상차손 1,102 247 

관계회사 주식매각손 285 － 

투자유가증권평가손 － 349 

사업구조개혁충당금전입액 － 1,592 

지급보상금 － 100 

기타 37 78 

특별손실합계 1,475 2,610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실(△) △1,329 1,388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1,014 1,420 

법인세 등 조정액 △700 △470 

법인세 등 합계 314 949 

분기순손실(△) △1,644 438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또는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599 116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1,045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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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연결포괄이익계산서)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 백만 엔) 

 

전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12월 31일) 

당기 3분기연결누계기간 

(2016년 4월 1일~ 

2016년 12월 31일) 

분기순이익 또는 분기순손실(△) △1,644 438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891 12,985 

외화환산조정계정 △11,865 △6,199 

퇴직급여관련 조정액 △84 △16 

지분법적용회사에 대한 지분상당액 － 5 

기타포괄이익합계 △11,058 6,775 

분기포괄이익 △12,703 7,214 

(내역)   

모회사 주주 관련 분기포괄이익 △11,915 7,072 

비지배주주 관련 분기포괄이익 △787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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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기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사항 

(계속기업 전제에 관한 주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주자본 금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의 주석) 

당사는 2016년 8월 12일 개최된 이사회결의에 따라 자기주식 6,000,000주, 2016년 8월 15일 개최된 이사

회결의에 따라 자기주식 3,188,300주 취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에 자

기주식이 7,279백만 엔 증가하여 당기 제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자기주식이 7,685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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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정보 등) 

【부문별 정보】 

Ⅰ 전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2015년 4월 1일~2015년 12월 31일) 

１．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보고부문 

 
일본 

금융사업 

한국 

금융사업 

동남아시아 

금융사업 

종합엔터테인

먼트사업 
부동산사업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8,294 19,977 9,038 12,490 4,290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179 － － 0 2 

계 8,474 19,977 9,038 12,491 4,292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2,874 55 △5,773 △118 366 

 

   (단위: 백만 엔) 

 보고부문 

기타 

(주) 
합계 

 투자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2,632 56,724 1,223 57,947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90 273 293 567 

계 2,723 56,998 1,516 58,514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2,524 △72 △140 △213 

(주)”기타”항목은 보고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문이며 주로 상업시설건축사업, 시스템사업입니다. 

 

 

２．보고부문별 자산에 관한 정보  

“일본금융사업” 부문에서 당사 연결자회사인 J트러스트 카드 주식회사가 실시한 잉여금 배당 등에 

따라 전 연결회계년도의 말일에 비해 당 제3분기연결회계기간의 “일본금융사업”부문의 자산액은 

34,329백만 엔으로 감소했습니다.  

 

3. 보고부문 이익 또는 손실 금액의 합계액과 분기연결손익계산서 계상액과의 차액 및 당해 차액의 

주요 내용(차이조정 관련 사항)  

(단위: 백만 엔) 

이익 금액 

보고부문 합계 △72 

“기타”항목의 손실(△) △140 

부문 간 거래 소거 32 

전사비용(주) △1,928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영업손실(△) △2,108 

(주) 전사비용 등은 주로 보고부문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4．보고부문별 고정자산의 감손손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고정자산에 관한 중요한 손상차손) 

금액의 중요성이 낮아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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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금액의 중요한 변동) 

금액의 중요성이 낮아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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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2016년 4월 1일~2016년 9월 30일) 

１．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보고부문 

 
일본 

금융사업 

한국 

금융사업 

동남아시아 

금융사업 

종합엔터테인

먼트사업 
부동산사업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7,968 21,187 10,482 11,418 4,684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36 － 0 － 11 

계 8,005 21,187 10,482 11,418 4,696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3,554 1,137 △6,513 △245 294 

 

   (단위: 백만 엔) 

 보고부문 

기타 

(주) 
합계 

 투자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7,734 63,477 1,792 65,269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296 344 296 641 

계 8,031 63,821 2,089 65,910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7,761 5,988 △92 5,896 

(주)”기타”항목은 보고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문이며 주로 상업시설건축사업, 시스템사업입니다. 

 

２．보고부문별 자산 관련 정보 

“투자사업”부문에서 당사 연결자회사인 JTRUST ASIA PTE.LTD.가 Group Lease PCL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 및 영업투자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액이 증가하는 등에 따라 전연결회계년도의 

말일에 비해 당 제3분기 연결회계기간의 “투자사업”부문의 자산 금액은 33,676백만 엔 증가했습니다.  

 

 

３． 보고부문의 이익 또는 손실 금액 합계액과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상의 금액의 차액 및 당해차액의 

주요 내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 엔) 

이익 금액 

보고부문 합계 5,988 

“기타”항목의 손실 △92 

부문 간 거래 소거 11 

전사비용(주) △2,545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영업손실(△) 3,362 

(주) 전사비용 등은 주로 보고부문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４．보고부문별 고정자산 손상차손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고정자산에 관한 중요한 손상차손) 

금액의 중요성이 낮아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영업권 금액의 중요한 변동)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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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17 － 

４．보충정보 

영업실적 

(１)대출금잔액 내역 

구분 

전기 제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제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일본 

소비자업무 

무담보 대출 2,803 1.0 1,792 0.5 

 (259)  (198)  

기업결합조정 △0 △0.0 △0 △0.0 

유담보 대출 328 0.1 230 0.1 

 (24)  (14)  

소계 3,131 1.1 2,022 0.6 

 (283)  (213)  

사업자 대출업무 

상업어음할인 1,401 0.5 921 0.3 

 (－)  (－)  

무담보대출 229 0.1 33 0.0 

 (5)  (－)  

유담보대출 2,485 0.9 2,647 0.8 

 (92)  (35)  

소계 4,117 1.5 3,602 1.1 

 (98)  (35)  

상업어음할인 합계 1,401 0.5 921 0.3 

 (－)  (－)  

영업대출금 합계 5,846 2.1 4,703 1.4 

 (382)  (248)  

합계 7,248 2.6 5,625 1.7 

 (382)  (248)  

해외 

소비자 대출업무 

무담보 대출 19,081 6.9 18,962 5.5 

 (1,951)  (1,424)  

유담보 대출 24,084 8.7 16,257 4.7 

 (13)  (0)  

소계 43,165 15.6 35,220 10.2 

 (1,965)  (1,424)  

사업자 대출업무 

무담보 대출 450 0.2 350 0.1 

 (－)  (－)  

유담보 대출 3,679 1.3 5,717 1.7 

 (－)  (－)  

소계 4,130 1.5 6,067 1.8 

 (－)  (－)  

영업대출금 합계  
47,296 17.1 41,288 12.0 

(1,965)  (1,424)  

은행업 대출금 

한국 
150,135 54.3 215,592 62.7 

(－)  (－)  

인도네시아 
71,820 26.0 81,214 23.6 

(－)  (－)  

소계 
221,955 80.3 296,806 86.3 

(－)  (－)  

합계 269,252 97.4 338,094 98.3 

 (1,965)  (1,424)  

총합계 276,501 100.0 343,719 100.0 

 (2,347)  (1,673)  

(주) (     )안은 장기영업채권으로 상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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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채무보증잔액 내역 

구분 

전기 제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제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 

무담보 15,247 33.7 15,040 19.7 

유담보 30,062 66.3 61,283 80.3 

합계 45,310 100.0 76,323 100.0 

 

(３) 영업수익 내역 

(단위: 백만 엔) 

구분 

전기 제3분기 

연결누계기간 

당기 제3분기 

연결누계기간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5년 4월 1일~ (2016년 4월 1일~ (2015년 4월 1일~ 

  2015년 12월 31일) 2016년 12월 31일)  2016년 3월 31일) 

Ⅰ．대출금이자・      

수취할인료 １．소비자 (1) 무담보 대출 1,923 2,126 2,179 

  (2) 유담보 대출 966 588 1,019 

  소비자 합계 2,890 2,715 3,199 

 ２．사업자 (1) 상업어음할인 100 45 122 

  (2) 무담보 대출 58 20 78 

  (3) 유담보 대출 138 225 197 

  사업자 합계 297 291 398 

 소계 3,187 3,007 3,597 

Ⅱ．은행업 영업수익 １．한국 15,780 16,924 19,716 

    2. 인도네시아 9,931 12,000 12,000 

  소계 24,818 26,856 31,716 

Ⅲ．매입채권 회수액 2,719 2,658 3,466 

Ⅳ．부동산사업 매출 4,290 4,684 6,217 

Ⅴ．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매출 12,490 11,418 16,557 

Ⅵ．할부결제수수료 159 248 229 

Ⅶ．기타 1. 수취수수료 402 348 511 

  2．수취보증료 1,379 1,448 1,853 

  3．매각채권추심이익 3,346 3,100 5,311 

  4．예금이자 88 120 152 

  5．기타 금융수익 428 797 840 

  6．기타 4,636 10,579 5,024 

  소계 10,281 16,394 13,693 

영업수익 합계 57,947 65,269 75,478 

 
(주)１．“Ⅶ．기타５．기타 금융수익”은 주로 채권매입 업무상의 대출채권 회수금액과 당해 취득원가의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２．상기 금액에는 부가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