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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 3 월기 제 2 분기의 연결 실적(2016 년 4 월 1 일~2016 년 9 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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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기 40,135 6.2 △3,940 - △5,404 - △7,665 - 

2016 년 3 월기 제 2 분기 37,778 18.1 △2,335 - △2,200 - △2,320 - 

(주) 포괄이익  2017 년 3 월기 제 2 분기 △12,623 백만 엔(-%)   2016 년 3 월기 제 2 분기 △12,362 백만 엔(-%) 

 

 
주당 분기순이익 

잠재주식조정 후 

주당 분기순이익 

 

 엔 전 엔 전  

2017 년 3 월기 제 2 분기 △69.77 -  

2016 년 3 월기 제 2 분기 △19.72 -  

(주) 2016 년 3 월기 제 2 분기 및 2017 년 3 월기 제 2 분기의 잠재주식 조정 후 주당 분기순이익의 경우 잠재주식은 

존재하나 주당 분기순손실이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연결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주당순자산 

 백만 엔 백만 엔 % 엔 전 

2017 년 3 월기 제 2 분기 522,806 147,958 27.2 1,3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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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기자본 2017 년 3 월기 제 2 분기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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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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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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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직전에 공표된 실적예상 수정 여부: 수정함 

(주)연결실적예상 수정은 금일(2016 년 11 월 11 일) 공표 “실적예상 수정 및 특별손실 계상에 관한 공시”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jt-corp.co.j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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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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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특수 회계처리 적용 여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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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Q 112,510,674 주 2016 년 3 월기 112,447,154 주 

② 기말자기주식수 2017 년 3 월기 2Q 9,598,128 주 2016 년 3 월기 409,748 주 

③ 기중평균주식수 

(분기누계) 
2017 년 3 월기 2Q 109,871,380 주 2016 년 3 월기 2Q 117,6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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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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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분기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１)경영성적에 관한 설명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경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일부 신흥경제국의 하락기조가 멈추고 유럽경제도 

영국의 EU탈퇴결정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견조한 내수를 배경으로 경기는 완만한 회복기

조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경제도 양호한 고용, 소득환경이 경기회복일 견인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BRICS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는 등 해외 위험요소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전망은 여

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경제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본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완화정

책이 계속되어 다소 불안정한 와중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엔화강세 및 주가하락과 

실질임금 하락, 위축된 소비자심리에 의한 개인소비 침체, 이에 따른 일부 기업의 실적우려 등 경제동향에 긴

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향후 전망 또한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

남아시아 등 신흥지역의 성장잠재력이 크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재정지출 및 금융완화 강화를 통해 개인

소비와 민간투자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상승으로 소비자의 구매력도 향상될 전망으로 향후 안

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당사 그룹은 향후 세계경제 및 일본경제의 변화를 발 빠르게 수용해 사업전환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지향한다”를 그

룹의 비전으로 삼고 2016년 3월기부터 시작되는 중기경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큰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아시아 지역의 사업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네트워크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비즈니

스를 전개하는 등 확고한 경영기반 및 지속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기 제2분기 연결누계

기간의 경우 중기경영계획 2년차 로드맵을 바탕으로 1년차와 마찬가지로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이

익확대를 실현하고자 일본 외 지역에서 기업가치 향상과 사업기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ⅰ) 동남아시아 지역 사업전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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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관계를 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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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자금융사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판매금융사업에 있어 더욱 견고한 연계체

제를 수립하기 위해 멀티파이낸스회사 “PT Group Lease Finance Indonesia(이하 “GLFI”라 한다)”를 공동

으로 설립하여 성장여력이 충분한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를 타깃으로 2016년 7월 할부판매금융사업을 개시하

였습니다. 또한 당해 구조는 PT Bank JTrust Indonesia Tbk.(이하 “J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라 한다)가 파

이낸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동행에 있어서도 우량한 대출잔액을 증대할 수 있어 수익에도 공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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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러(약 52억 엔) 인수제안을 결의하였습니다. 

※ Digital Finance Platform란 GL이 확립한 IT테크놀로지와 POS라 불리는 영업거점을 촘촘하게 연결하

는 아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파이낸스 비즈니스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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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파다은행”이라 한다)과 자본·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목적의 하나였던 신용카드사업의 업무제

휴가 사실상 종료되었고 J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를 연결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당사그룹 내에서 인도네시

아 은행업이 가능해진 점 등으로 인해 2016년 4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JTA가 보유하는 주식전량을 매각하

였습니다.  

또한 J트러스트은행인도네이사에서는 2016년 7월에 주식회사 사이쿄은행이 취급하는 인도네시아루피아표

시 외화예금 관련 제휴를 개시하였습니다. 비교적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조달금리가 경쟁타사 

평균보다 높다는 동행의 약점이 개선되었습니다. 

 

(ⅱ) 한국 지역 사업전개 관련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기반정비가 완료되어 실적면에서도 월간 신규대출이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등 순조

롭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자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에 해당 당국의 승인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주식회사 DH저축은행(본사:대한민국 부산시, 

이하 “DH저축은행”이라 한다)과 몽골의 파이낸스사업회사인 Capital Continent Investment NBFI(JTA가 취

득)의 기발행주식 전량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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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제한이 있으나 금번 DH저축은행이 그룹에 들어옴으로써 한국 저축은행 영업구역 총 

6개 중 5개 구역을 커버하게 되어 기존 이상으로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사업거점이 추가되어 자회사인 JT캐피탈 주식회사(이하 “JT캐피탈”이라 한다) 및 TA자산관

리대부 주식회사(이하 “TA자산관리”라 한다)의 부산지역 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룹

간 시너지가 발휘되어 그룹의 한국금융사업 전체의 강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ⅲ) 일본 사업전개 관련 

신용보증업무는 부동산관련 담보사업에 주력하는 것을 중점시책으로 삼고 임대주택대출보증을 중심으로 

보증잔액 증대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6월에 주식회사 도쿄스타은행과 저금리 신상품을 

보증연계상품 라인업에 추가하는 한편 동월 주식회사 카가와은행과도 신규보증업무제휴를 맺어 7월부터 임

대주택대출의 보증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7월주식회사 사이쿄은행에 대하여 부동산담보론 및 

부동산담보카드론 관련 보증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판테크사업은 J트러스트핀테크 주식회사가 2016년 6월에 신규로 비트코인거래서비스 “J-

Bits(https://www.jbits.jp/”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은 어도어즈 주식회사(이하 “어도어즈”라 한다)가 그리 주식회사와 쌍방의 

VR(가상현실)※ 관련 사업진전을 목적으로 하여 VR관련 기술을 활용한 어뮤즈먼트시설, 어뮤즈먼트시설용 

유기기구 및 부대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하여 업무제휴를 체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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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인 것처럼 플레이어가 체감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의료분야 및 교육분야 전개 등 다양한 기술 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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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자본정책 관련 

자본효율 향상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도모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동적으로 자본정책

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 최대화를 위해 균형잡힌 자본배분을 실천

해 나가겠습니다.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영업수익은 전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에 매각한 개호사업 영업수익이 감소

한 한편 JTA의 마야파다은행 주식매각익 계상으로 기타 영업수익이 증가하였으며 키노트 주식회사(이하 

“키노트”라 한다)의 상업시설건축부문에서 전기말 수주한 대형시공안건 진행기준에 따른 매출을 계상하는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결과 40,135백만 엔(전년동기대비 6.2%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이 꾸준히 증가한 한편 타이국왕 건강악화보도 이후 타이증권거래시장의 추이가 저조

한 영향으로 JTA가 보유한 GL전환사채의 파생상품손익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비용이 

증가한 점과 J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에서 사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재무건전화를 위해 대출채권을 재검토

하여 대손충당금을 대폭 추가 충당한 점 등으로 인하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한 결과 3,940백만 엔

의 영업손실(전년동기는 2,335백만 엔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손익에 관해서는 급격한 엔화강세 진행으로 인해 향후 M&A 등에 대비해 보유중인 외화표시 예

금에 외환평가손이 발생하여 환차손을 계상하는 등 5,404백만 엔의 경상손실(전년동기는 2,200백만 엔의 

경상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모회사주주에 귀속되는 분기순손익은 J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에서 사업구조개혁

의 일환으로 구조조정비용을 포함한 사업구조개선 충당금전입액을 계상하는 등으로 인하여 7,665백만 엔의 

모회사주주에 귀속되는 분기순손실(전년동기는 2,320백만 엔의 모회사주주에 귀속되는 분기순손실)을 기록

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본금융사업 

(신용보증업무) 

신용보증업무는 주식회사 일본보증(이하 “일본보증”이라 한다)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 

중점시책은 부동산관련 보증사업에 주력하는 것이며 대형 주택건설회사, 플랫35 대리점 등과 제휴하여 플

랫35와의 협조융자형 임대주택대출보증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보증구조(scheme)를 통하여 보증잔

액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제휴금융기관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말 현재, 지역금융기관 

6개 기관과 보증업무제휴 및 보증연계상품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https://www.jbits.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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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채무보증잔액은 무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15,565백만 엔(전

년동기대비 3.5% 증가), 임대주택대출보증 증가로 유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이 49,463백만 엔(전년동기대

비 92.7% 증가)을 기록하여 채무보증잔액합계는 65,028백만 엔(전년동기대비 59.8% 증가)입니다. 

(채권회수업무) 

일본 채권회수업무는 주로 일본보증, 파르티르 채권회수 주식회사가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

상으로는 채권회수사업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높은 회수력을 배경으로 일본 채권회수업자 숫자가 감소

하는 상황에서 다른 채권회수업자 M&A를 통해 잔존자이익을 추구하며 법인 채권회수사업 강화 및 기업

재건업무로 사업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매입채권잔액은 NPL채권(Non-Performing Loan：부실채권) 

매입이 순조롭게 증가하여 5,523백만 엔(전년동기대비 53.3%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 

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는 주로 J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외의 무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중단하고 소비자대출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였습니다. 신용판매, 카드쇼핑 

등 할부구입 알선부문을 중심으로 실적을 올리며 대출잔액을 증대하여 수익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할부결제금잔액은2,788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9.0% 증가), 

장기영업채권은 ４백만 엔(전년동기대비 65.9%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할부결제금잔액의 합계는 

2,79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8.5%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업무) 

일본 기타금융업무는 주로 일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에 따라 주축을 부동산관련 

보증사업으로 이행하는 한편 일본 무보대출사업 즉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철수하고 이자반환채무 분리 및 

우발채무리스크 억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말의 대출잔액은 사업자대상의 경우 상업어음 943백만 엔(전

년동기대비 38.0% 감소), 영업대출금 2,840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5% 감소), 장기영업채권 80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2.7% 감소)으로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3,865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5.1% 

감소) 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대상의 경우 사업철수에 따라 대폭 감소하여 영업대출금 1,975백만 

엔(전년동기대비38.8% 감소), 장기영업채권 235백만 엔(전년동기대비2.8% 감소)으로 장기영업채권을 포

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2,210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6.3% 감소)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5,205백만 엔(전년동기대비 6.2% 감소), 부문이익은 일본보증의 

일본무담보대출사업 철수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 사업구조개혁에 따른 경비절감효과

로 2,219백만 엔(전년동기대비 42.1%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② 한국금융사업 

(저축은행・캐피털업무)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JT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JT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저축은행업무를, 

JT캐피탈 주식회사가 할부업무 및 리스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사업기반은 이미 

확립하였으며 앞으로는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채권잔액을 적극적으로 증대하고 수익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으로는 우량한 소비자대출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대기업대출, 

유담보대출, 정부보증부대출 등에도 주력하여 대출포트폴리오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은행업 대출금은 효

과적인 영업전략 및 마케팅을 통한 신규대출건수 및 잔액을 순조롭게 늘리고 있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대출금은 당사 그룹의 높은 회수력을 배경으로 회수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잔액은 순조롭게 증가하여 은행업 대출금 180,257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1.9% 증가), 영업대출금 32,798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6.1% 감소), 장기영업채권 

1,446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0.6%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영업대출금잔액 합계는 34,245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25.9%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채권회수업무) 

TA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부실채권매입 및 회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으로는 높

은 회수력과 준법성을 바탕으로 채권잔액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매입채권잔액은 일반회수 외에 채권매각 등에 따라 감소하

여 1,425백만 엔(전년동기대비 65.3%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13,964백만 엔(전년동기대비 4.3% 증가), 부문이익은 858백만 

엔(전년동기는 126백만 엔의 부문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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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은행업무) 

인도네시아에서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이 은행업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으로는 장기

간에 걸쳐 예금보험기구 관리 하에 있던 동행의 재건에 힘쓰고, 매니지먼트 체제를 쇄신하여 중소사업자·

소비자대출잔액 확대를 통한 영업자산잔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예금보험기구관리 하에서 실행된 

비효율적인 대출 감소, 조달금리 저감,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수수료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재무건전

성 향상과 수익기반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은행업 대출금은 순조롭게 잔액을 증대하여 83,866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채권회수업무) 

인도네시아에서 PT JTRUST INVESTMENTS INDONESIA가 채권회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

년 10월에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에서 양수한 매입채권잔액은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말 3,333백만 

엔이 되었고 향후에도 담보부동산의 조기매각 및 사업재건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회수증대를 통해 수

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6,896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2.3% 증가), 부문손실은 J트

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의 사업구조개혁 일환으로 재무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대출채권 재검토를 통해 대손

충당금을 대폭 추가 적립하는 등으로 인해 6,098백만 엔(전년동기는 3,471백만 엔의 부문손실)을 기록하

였습니다. 

 

④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은 주식회사 브레이크에서 어뮤즈먼트기기용 경품의 제조·판매를, 어도어즈 주식

회사(이하 “어도어즈”라 한다)에서 어뮤즈먼트시설운영 등을,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에서 유기

기구 주변기기 관련 컴퓨터시스템 개발 ·제조·판매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는 어도어즈가 “50주년 프로젝트”를 통해 어도어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목적의 각종 기획을 전개하였으

며 신규컨셉점포인 프린트스티커기계 전문점 “Calla Lily(칼라 릴리)” 개설 및 인기 기기의 버전업, 전점

포규모 메달팩 이벤트 실시,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디오 슬롯머신의 주요 메달게임점포 도입 등 소비의욕

을 자극하는 시책 등을 통해 매출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목을 모으고 있는 VR기술을 활용한 컨

텐츠서비스를 일부 기존점포에 도입하는 등 계속해서 신규고객층 획득을 주축으로 하여 매출강화에 힘썼

습니다. 그러나 8월 및 9월에 리우올림픽 개최 및 태풍 등의 기상악화가 예상이상으로 점포집객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점포 폐점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 주

식회사의 경우 당기 유기기구 주변기기사업 저조, 지연 등으로 저조하게 추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기종 

유기기구 판매로 경영자원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수익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의 영업수익은 집객이 예상을 밑돌았고 일부 점포 폐점 영향 등으로 저

조하게 추이하여 7,687백만 엔(전년동기대비 8.1% 감소)이며 부문이익은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 주식

회사의 매출원가 증가하는 등으로 인하여 11백만 엔(전년동기대비 79.9%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⑤ 부동산사업 

부동산사업은 단독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키노트 주식회사(이하 “키노트”라 한다)가, 부동산자산사업은 

어도어즈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분양부문은 분양주택시장 등의 시장환경 회복세를 배경으로 독자

적인 브랜드 확립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는 한편 계속해서 영업구역을 확대하여 취급건수를 늘리고 물건

인도를 착실히 실행함으로써 수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사업의 영업수익은 기존 구역을 중심으로 판매가 순조롭게 추이하여 2,959백만 엔(전

년동기대비 3.2% 증가), 부문이익은 용지매입 및 시공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원가 증가로 

16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7.7%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⑥ 투자사업 

투자사업은 주로 JTA가 투자사업 및 투자처 경영지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JTA의 경우 당기에 마야파

다은행의 주식매각익을 계상하여 영업수익에 크게 공헌하는 한편 6.43% 주식을 보유하는 GL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눈부시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의 시

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의 영업수익은 마야파다은행 주식매각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증가 등으로 인해 

2,344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79.9% 증가), 부문이익은 JTA가 보유하는 GL의 전환사채 파생상품손익부분

에서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634백만 엔(전년동기대비 9.7%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 6 － 

⑦ 기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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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가 상업시설건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J트러스트핀테크 주식회사가 핀테크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당기 당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에 신규로 비트코인 거래서비스 “Ｊ-Bits”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사업의 영업수익은 키노트의 상업시설건축사업이 호조세로 추이하여 1,494백만 엔(전년

동기대비 50.8% 증가), 부문손실은 41백만 엔(전년동기는 172백만 엔의 부문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２) 재정상태에 관한 설명 

① 자산, 부채, 순자산 상황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총자산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14,146백만 엔 증가하여 522,806

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영업대출금이 2016년 9월에 개정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신용

대출비율 규정 준수를 위해 JT캐피탈이 계열저축은행에 개인신용대출채권 1,491억 원을 양도하는 등으로 

인해 11,891백만 엔, 유가증권이 JT친애저축은행의 보유잔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해 12,010백만 엔, 영업

권이 4,799백만 엔으로 각각 감소한 한편, JT캐피탈 채권양수 및 신규대출 증가로 인해 은행업 대출금이 

33,591백만 엔, JTA의 GL전환사채인수로 인해 영업투자유가증권이 5,587백만 엔, 현금 및 예금이 4,352백

만엔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에 비해 34,845백만 엔 증가하여 374,847백만 엔입니다. 이는 주로 단기차

입금이 3,718백만 엔 감소한 한편 은행업 예금이 27,796백만 엔, 단기회사채(기타 유동부채)가 5,868백만 

엔, 1년 이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이 3,659백만 엔으로 각각 증가한 결과 증가하였습

니다. 

순자산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에 비해 20,698백만 엔 감소하여 147,958백만 엔 입니다. 이는 주로 잉여

금배당을 784백만 엔, 모회사주주에 귀속되는 분기순손실을 7,665백만 엔 계상하여 이익잉여금이 8,450백

만 엔 감소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에 따라 자기주식이 7,279백만 엔 증가하는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 주당 순자산액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72엔 15전 감소하여 1,383엔 75전이 되었으며 자

기자본비율은 직전 연결회계열도 말 32.1％에서 4.9포인트 하락한 27.2％입니다.  

 

② 현금흐름 상황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하 “자산”이란 한다)은 직전 연결회계연

도 말에 비해 4,618백만 엔 증가하여 92,844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각 현금흐름 상황과 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증가는 414백만 엔(전년동기는 26,889백만 엔의 자

금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실 7,016백만 엔에 대하여 계열회사 채권

양수 및 신규대출 증가 등에 따른 은행업 대출금 증가액이 54,440백만 엔으로 자금이 감소한 한편 은행

업 예금 증가액이 50,689백만 엔,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 등에 따른 영업대출금 순감액이 8,359

백만 엔, 대손충당금 증가액이 4,937백만 엔으로 각각 증가한 결과입니다.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투자활동에 따른 자금증가는 9,481백만 엔(전년동기는 1,068백만 엔의 자

금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유가증권 상환에 따른 수입이 9,957백만 엔으로 자금이 증가한 결과입

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재무활동에 따른 자금감소는 862백만 엔(전년동기는 14,546백만 엔의 자

금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단기사채 관련 자금 순증액이 5,907백만 엔, 장기차입금 관련 자금 

순증액이 4,594백만 엔으로 각각 자금이 증가한 한편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출이 7,279백만 엔, 배당

금 지급액이 784백만 엔, 단기차입금 관련 자금 순감액이 2,891백만 엔으로 각각 감소한 결과입니다. 

 

(３) 연결실적예상 등의 미래예측정보에 관한 설명 

최근의 실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2016년 5월 13일 공표한 2017년 3월기 온기실적예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일 공표한 “실적예상 수정 및 특별손실 계상에 관한 공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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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요약정보(주석사항)에 관한 사항 

(１) 회계방침의 변경·회계 상의 예상변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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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송충당금 예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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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손우려채권 등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 회수가능성 고려를 통해 회수불가능예상액을 계상하였으

나 여신관리체제를 정비하여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부터 예측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영업손실, 경상손실 및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익은 4,585백

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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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2016년 9월 30일) 

자산의 부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08,682 113,034 

상업어음 1,428 943 

영업대출금 49,505 37,614 

은행업 대출금 230,532 264,124 

할부결제금 2,449 2,788 

매입채권 9,940 10,282 

구상권 1,462 1,259 

유가증권 25,287 13,277 

영업투자유가증권 13,057 18,644 

상품 및 제품 2,445 2,546 

재공품 1,604 2,919 

기타 18,545 22,383 

대손충당금 △16,809 △20,582 

유동자산합계 448,131 469,235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7,510 6,832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34,536 29,736 

기타 4,820 4,650 

무형고정자산합계 39,356 34,386 

투자기타자산   

장기영업채권 2,083 1,766 

기타 14,462 13,092 

대손충당금 △2,884 △2,507 

투자기타자산합계 13,660 12,351 

고정자산합계 60,527 53,570 

자산합계 508,659 5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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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 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6년 3월 31일)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2016년 9월 30일) 

부채의 부   

유동부채   

할인어음 1,381 923 

1 년내 상환예정 회사채 60 90 

단기차입금 14,317 10,598 

1 년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 13,391 13,393 

미지급법인세 등 769 971 

은행업예금 271,117 298,914 

사업구조개혁 충당금 － 1,592 

기타 10,604 16,513 

유동부채합계 311,642 342,997 

고정부채   

회사채 2,169 2,005 

장기차입금 21,788 25,446 

채무보증손실충당금 424 401 

퇴직급여 관련 부채 579 608 

소송손실충당금 1,192 1,070 

기타 2,205 2,317 

고정부채합계 28,360 31,850 

부채합계 340,002 374,847 

순자산의 부   

주주자본   

자본금 53,616 53,624 

자본잉여금 52,572 52,579 

이익잉여금 60,777 52,327 

자기주식 △406 △7,685 

주주자본합계 166,560 150,846 

기타포괄이익누계액   

기타유가증권 평가차액금 136 5,439 

외화환산조정계정 △3,469 △13,768 

퇴직급여 관련 조정누계액 △112 △112 

기타포괄이익누계액합계 △3,445 △8,440 

신주예약권 167 174 

비지배주주지분 5,373 5,378 

순자산합계 168,656 147,958 

부채순자산합계 508,659 522,806 



－ 10 － 

(２) 분기연결손익계산서 및 분기연결포괄이익계산서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 백만 엔) 

 

전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9월 30일)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6년 4월 1일~ 

2016년 9월 30일) 

영업수익 37,778 40,135 

영업비용 19,448 19,940 

영업총이익 18,329 20,194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0,664 24,135 

영업손실(△) △2,335 △3,940 

영업외 수익   

수취이자 1 0 

수취배당금 64 11 

수취임차료 33 15 

유가증권운용이익 177 25 

환차익 97 － 

잡수입 85 105 

영업외 수익 합계 461 158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85 59 

감가상각비 5 6 

환차손 － 1,471 

잡손실 236 84 

영업외 비용 합계 326 1,622 

경상손실(△) △2,200 △5,404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이익 213 640 

부의 영업권 발생익 － 24 

외화환산조정계정 이입익 830 － 

기타 9 108 

특별이익합계 1,053 772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 25 213 

고정자산폐기손 8 4 

손상차손 1,066 58 

관계회사 주식매각손 285 － 

투자유가증권평가손 － 349 

사업구조개혁충당금전입액 － 1,592 

지급보상금 － 100 

기타 35 66 

특별손실합계 1,420 2,385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실(△) △2,567 △7,016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1,042 1,074 

법인세 등 조정액 △661 △482 

법인세 등 합계 381 592 

분기순손실(△) △2,949 △7,609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또는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628 56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2,320 △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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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연결포괄이익계산서)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 백만 엔) 

 

전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9월 30일)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6년 4월 1일~ 

2016년 9월 30일) 

분기순손실(△) △2,949 △7,609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1,064 5,333 

외화환산조정계정 △8,193 △10,288 

퇴직급여관련 조정액 △155 1 

지분법적용회사에 대한 지분상당액 － △59 

기타포괄이익합계 △9,413 △5,014 

분기포괄이익 △12,362 △12,623 

(내역)   

모회사 주주 관련 분기포괄이익 △11,591 △12,661 

비지배주주 관련 분기포괄이익 △77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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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분기연결현금흐름표 

  (단위: 백만 엔) 

 

전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9월 30일)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6년 4월 1일~ 

2016년 9월 30일)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세금 등 조정전 분기순손실(△) △2,567 △7,016 

주식보수비용 31 － 

감가상각비 1,275 1,053 

고정자산매각손익(△는 익) △188 △426 

손상차손 1,066 58 

관계회사 주식매간손익(△는 익) 285 － 

투자유자증권매각손익(△는 익) － △95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는 익) － 349 

외화환산조정계정이입익 △830 － 

부의 영업권 발생익 － △24 

영업권 상각액 1,625 1,440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익(△는 익) 101 2 

유가증권운용손익(△는 익) △177 △25 

대손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3,500 4,937 

대손상각액 4,643 1,346 

상여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6 － 

사업구조개선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905 1,592 

이자반환손실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72 － 

채무보증손실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34 △23 

소송손실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200 2 

퇴직급여관련부채 증감액(△는 감소) 714 65 

은행업예금 증감액(△는 감소) △19,306 50,689 

수취이자 및 배당금 △66 △12 

지급할인료 및 지급이자 7,379 6,679 

환차손익(△는 익) 19 1,630 

재고자산 증감액(△는 증가) △476 △1,410 

장기영업채권 증감액(△는 증가) △803 324 

담보로 제공한 예금 증감액(△는 증가) △1,972 △436 

제한부예금 증감액(△는 증가) 2,908 △414 

기타 △4,134 △4,875 

소계 △14,964 55,412 

이자 및 배당금 수취액 110 11 

이자 등 지급액 △8,245 △6,204 

법인세 등 지급액 △2,022 △1,403 

법인세 등 환급액 － 1,476 

보상금 지급액 － △100 

소계 △25,121 49,192 

상업어음 증가액 △2,525 △1,168 

상업어음 감소액 3,351 1,653 

영업대출금 증가액 △10,258 △16,433 

영업대출금 감소액 18,339 24,793 

은행업 대출금 증감액(△는 증가) △6,949 △54,400 

영업투자유가증권 증감액(△는 증가) △3,791 △1,802 

할부결제금 증가액 △1,681 △1,279 

할부결제금 감소액 905 935 

매입채권 증가액 △340 △2,884 

매입채권 감소액 1,449 1,672 

구상권 증가액 △699 △334 

구상권 감소액 432 471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26,889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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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 엔) 

 

전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9월 30일)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6년 4월 1일~ 

2016년 9월 30일)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정기예금 증감액(△는 증가) 1,556 △508 

유형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지출 △889 △798 

유형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수입 1,378 1,032 

무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지출 △68 △607 

유가증권 취득에 따른 지출 △28,601 △8,750 

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수입 13,472 9,186 

유가증권 상환에 따른 수입 14,048 9,957 

투자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수입 425 234 

관계회사주식 취득에 따른 지출 △206 △171 

연결범위변경을 수반하는 자회사주식 매각에 

따른 지출 
△403 － 

연결범위변경을 수반하는 자회사주식 매각에 

따른 수입 
355 － 

연결범위변경을 수반하는 자회사주식 취득에 

따른 수입 
－ 46 

기타 － △139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1,068 9,481 

재무활도에 따른 현금흐름   

어음할인에 따른 수입 2,553 1,216 

어음할인결제에 따른 지출 △3,317 △1,674 

단기회사채 순증감액(△는 감소) － 5,907 

단기차입에 따른 수입 17,855 8,900 

단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지출 △7,234 △11,791 

장기차입에 따른 수입 23,297 13,314 

장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지출 △13,984 △8,720 

회사채 발행에 따른 수입 － 150 

회사채 상환에 따른 지출 △51 △30 

리스채무 상환에 따른 지출 △55 △14 

세일 앤 리스백에 따른 수입 6 －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수입 0 －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출 △3,649 △7,279 

신주예약권 발행에 따른 수입 13 14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수입 11 8 

배당금 지급액 △590 △784 

비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158 △79 

연결범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자회사주식 

취득에 따른 지출 
△149 － 

기타 △0 －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14,546 △862 

현금 및 현금성자산 관련 환산차액 △3,700 △4,416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감액(△는 감소) △14,975 4,618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초잔액 118,060 88,226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분기말잔액 103,085 92,844 



－ 14 － 

(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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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에 자

기주식이 7,279백만 엔 증가하여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자기주식은 7,685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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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정보 등) 

【부문별 정보】 

Ⅰ 전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2015년 4월 1일~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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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1 13,390 6,140 8,363 2,866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168 1 － 0 1 

계 5,550 13,391 6,140 8,363 2,867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1,561 △126 △3,471 54 260 

 

   (단위: 백만 엔) 

 보고부문 

기타 

(주) 
합계 

 투자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835 36,976 801 37,778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1 174 190 364 

계 837 37,150 991 38,142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702 △1,019 △172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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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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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 엔) 

이익 금액 

보고부문 합계 △1,019 

“기타”항목의 손실 △172 

부문 간 거래 소거 22 

전사비용(주) △1,166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영업손실(△) △2,335 

(주) 전사비용 등은 주로 보고부문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３．고부문별 고정자산 손상차손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고정자산에 관한 중요한 손상차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영업권 금액의 중요한 변동)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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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2 13,964 6,896 7,687 2,949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23 － 0 － 9 

계 5,205 13,964 6,896 7,687 2,959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2,219 858 △6,098 11 162 

 

   (단위: 백만 엔) 

 보고부문 

기타 

(주) 
합계 

 투자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2,147 38,828 1,306 40,135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196 229 187 417 

계 2,344 39,058 1,494 40,553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634 △2,212 △4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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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２．보고부문별 자산 관련 정보 

“투자사업”부문에서 JTRUST ASIA PTE.LTD.의 증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일에 

비해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의 “투자사업”부문의 자산금액이 15,348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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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 

“기타”항목의 손실 △41 

부문 간 거래 소거 4 

전사비용(주) △1,690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영업손실(△)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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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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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보고기간 후 사건) 

１．당사는 2016년 10월 13일 개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대호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DH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의하고 2016년 10월 14일부로 주식회사 대호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

였습니다. 

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취득의 목적 

한국의 저축은행부문 영업구역 확대를 통한 영업력 강화, 한국연결자회사의 부산지역 사원의 유효활용 

등을 통한 한국금융사업 강화 및 효율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바입니다. 

(2) 주식취득 상대회사의 명칭 

주식회사 대호 

(3) 주식취득하는 회사의 명칭 등 

① 명 칭  주식회사 DH저축은행 

② 주 소  대한민국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287-11 

③ 대 표 자  성 명  김진규 

④ 자 본 금 
 

145억 원(1,337백만 엔)(2016년 6월말 현재) 

(1한국원＝0.0922엔으로 환산) 

⑤ 사 업 내 용  저축은행업 

(4) 주식취득 시기 

미정 

(5) 취득하는 주식 수, 취득가액 및 취득 후 지분비율 

① 취득하는  주식  수  1,449,143주 

② 취 득 가 액  323억 원(2,978백만 엔)(1한국원＝0.0922엔으로 환산) 

③ 취득  후  지분비율  100.0% 

(6) 기타중요사항 

본건 주식취득은 한국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전제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２．당사 및 당사 연결자회사인 JTRUST ASIA PTE.LTD.(이하 “J트러스트아시아”라 한다)는 2016년 10월 

13일 개최 이사회에서 J트러스트아시아를 통해 재팬포켓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Capital Continent 

Investment NBFI(이하 “CCI”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의하고 2016년 10월 14

일부로 J트러스트아시아 및 재팬포켓 주식회사 간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취득의 목적 

당사 그룹이 국내외에서 축적한 금융사업 노하우를 몽골 금융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 상장회사인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CCI의 신용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몽골 국내시장에서 CCI를 한층 더 성장시킴으로써 당사 그룹의 사업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바

입니다. 

(2) 주식취득 상대회사의 명칭 

재팬포켓 주식회사 

(3) 주식취득하는 회사의 명칭 등 

① 명 칭  Capital Continent Investment NBFI 

② 주 소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겔티구 제3동, 피스타워빌딩  

③ 대 표 자  성 명  츠지 슈헤이 

④ 자 본 금 
 

679백만 몽골 투그릭(29백만 엔)(2016년 9월말 현재)  

(1몽골투그릭＝0.044엔으로 환산) 

⑤ 사 업 내 용  대부업 

(4) 주식취득 시기 

미정 

(5) 취득하는 주식 수, 취득가액 및 취득 후 지분비율 

① 취득하는  주식  수  67,900주 

② 취 득 가 액 
 

1,274백만 몽골투그릭(56백만 엔) 

(1몽골투그릭＝0.044엔으로 환산) 

③ 취득  후  지분비율  100.0% 

(6) 기타중요사항 

본건 주식취득은 몽골금융제도위원회의 허가를 전제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 18 － 

３．당시 및 당사 연결자회사인 JTRUST ASIA PTE.LTD.(이하 “J트러스트아시아”라 한다)는 2016년 10월 31일 개

최 이사회에서 J트러스아시아가 타이증권거래소 일부상장기업인 Group Lease PCL와 정지조건부로 전환사채인수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상대회사 명칭 

Group Lease PCL 

(2) 계약 시기 

2016년 11월 중순(예정) 

(3) 전환사채 개요 

① 발 행 체  Group Lease PCL 

② 발 행 가 격  미화 50백만 달러(5,226백만 엔)(미화 1달러＝104.53엔으로 환산) 

③ 발 행 가 액  상기와 동일 

④ 이 율  ５%(예정) 

⑤ 상 환 기 간  ３년(예정) 

⑥ 전 환 가 격  1주당 70타이바트(1주당 208엔 60전)(예정) 

   (1타이바트＝2.98엔으로 환산) 

⑦ 전액전환 후 주식 수  25,000,000주(예정) 

⑧ 전액전환 후 지주비율  14.3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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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보충정보 

영업실적 

(１)대출금잔액 내역 

구분 

전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9월 30일 현재)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6년 9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일본 

소비자업무 

무담보 대출 3,061 1.1 1,975 0.7 

 (217)  (217)  

기업결합조정 △0 △0.0 △0 △0.0 

유담보 대출 410 0.2 235 0.1 

 (24)  (17)  

소계 3,471 1.3 2,210 0.8 

 (241)  (235)  

사업자 대출업무 

상업어음할인 1,522 0.6 943 0.3 

 (－)  (－)  

 247 0.1 39 0.0 

유담보 대출 (4)  (－)  

 2,779 1.0 2,881 0.9 

소계 (77)  (80)  

소계 4,550 1.7 3,865 1.2 

 (82)  (80)  

상업어음할인 합계 1,522 0.6 943 0.3 

 (－)  (－)  

영업대출금 합계 6,498 2.4 5,131 1.7 

 (324)  (315)  

합계 8,021 3.0 6,075 2.0 

 (324)  (315)  

해외 

소비자 대출업무 

무담보 대출 15,691 5.9 14,546 4.8 

 (1,808)  (1,446)  

유담보 대출 26,196 9.8 16,616 5.5 

 (13)  (0)  

소계 41,888 15.7 31,162 10.3 

 (1,821)  (1,446)  

사업자 대출업무 

무담보 대출 368 0.1 349 0.1 

 (－)  (－)  

유담보 대출 3,954 1.5 2,733 0.9 

 (－)  (－)  

소계 4,323 1.6 3,082 1.0 

 (－)  (－)  

영업대출금 합계  
46,211 17.3 34,245 11.3 

(1,821)  (1,446)  

은행업 대출금 

한국 
136,693 51.2 180,257 59.2 

(－)  (－)  

인도네시아 
76,001 28.5 83,866 27.5 

(－)  (－)  

소계 
212,695 79.7 264,124 86.7 

(－)  (－)  

합계 258,907 97.0 298,369 98.0 

 (1,821)  (1,446)  

총합계 266,928 100.0 304,444 100.0 

 (2,146)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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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9월 30일 현재) 

당기 제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6년 9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 

무담보 15,041 37.0 15,565 23.9 

유담보 25,664 63.0 49,463 76.1 

합계 40,706 100.0 65,028 100.0 

 

(３) 영업수익 내역 

(단위: 백만 엔) 

区分 

전기 제2분기 

연결누계기간 

당기 제2분기 

연결누계기간 
직전 연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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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30일) 2016년 9월 30일)  2016년 3월 31일) 

Ⅰ．대출금이자・      

수취할인료 １．소비자 (1) 무담보 대출 1,090 1,401 2,179 

  (2) 유담보 대출 673 394 1,019 

  소비자 합계 1,763 1,796 3,199 

 ２．사업자 (1) 상업어음할인 75 31 122 

  (2) 무담보 대출 13 19 78 

  (3) 유담보 대출 131 133 197 

  사업자 합계 220 184 398 

 小計 1,984 1,980 3,597 

Ⅱ．은행업 영업수익 １．한국 10,773 11,034 19,716 

  ２．인도네시아 6,140 6,486 12,000 

  소계 16,913 17,521 31,716 

Ⅲ．매입채권 회수액 1,643 1,670 3,466 

Ⅳ．부동산사업 매출 2,866 2,949 6,217 

Ⅴ．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매출 8,363 7,687 16,557 

Ⅵ．할부결제수수료 91 157 229 

Ⅶ．기타 1. 수취수수료 304 204 511 

  2．수취보증료 908 961 1,853 

  3．매각채권추심이익 2,156 2,196 5,311 

  4．예금이자 71 81 152 

  5．기타 금융수익 318 582 840 

  6．기타 2,157 4,141 5,024 

  소계 5,915 8,167 13,693 

영업수익 합계 37,778 40,135 7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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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상한 것입니다. 

２．상기 금액에는 소비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