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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취급에 관하여

본 자료는 당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
으며 당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자료가 아
닙니다.

본 자료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신중히 작성되었으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이나 정보에 의해
발생한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의 그룹회사는 2018년 3월결산 1분기 연결누계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 3분기 연결누계기간 및 전기
연결회계연도 수치도 IFRS로 재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3분기 연결누계기간 및 전기 연결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법인의 리뷰를
거쳤습니다.

➢

➢

➢

【 본 자료 및 당사 IR에 관한 문의 】

J트러스트 주식회사 경영기획부 홍보・IR부문

TEL （03) 4330－9100

URL:https://www.jt-corp.co.jp/

➢본 자료에 기재된 의견이나 예측 등의 정보는 본 자료를 작성한 시점의
당사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잠재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사업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실제 실적과 기재
된 전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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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결실적(누계) 전기비교

2)부문별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연결・누계)의 전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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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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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경영지표 추이

2016년3월기
일본기준

2017년3월기
IFRS※1

2018년3월기
IFRS※2

영업수익 63,281 75,478 66,453 76,266

영업비용 29,285 38,957 38,116 50,224

영업총이익 33,996 36,521 28,336 26,042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39,214 40,635 26,431 25,493

기타수익 － － 1,254 2,258

기타비용 － － 2,552 451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5,217 -4,114 606 2,355

영업외수익 3,166 652 － －

영업외비용 333 1,216 － －

금융수익 － － 282 47

금융비용 － － 1,320 1,974

지분법에 따른 투자이익 － － -2 -12

경상이익(또는 경상손실） -2,385 -4,678 － －

특별이익 15,482 1,753 － －

특별손실 2,080 2,676 － －

세전이익※3 11,016 -5,602 -433 416

지배기업 소유주(귀속) 
순이익※3 10,143 -5,712 -1,270 -731

영업수익영업이익률 -8.25% -5.45% 0.91% 3.09%

ＲＯＡ(총자산이익률) 2.32% -1.09% -0.23% -0.11%

ＲＯＥ(자기자본이익률) 5.39% -3.50% -0.85% -0.48%

2018년3월31일
현재

시가총액(백만 엔) 78,592 

기발행주식수(주) 112,596,710 

주가(엔) 698

PBR(배) 0.50 

PER(배) －

（단위：백만 엔）

2018년 3월결산 4분기(1～3월)
당사 그룹의 주요 사업 현황 (제출시점 현황도 일부 포함)

(ⅰ) 일본지역 사업전개
・2018년 3월 해외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개시

㈜사이쿄은행과 제휴하여 해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해외투자용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보증 시작
・2018년 3월 ＫｅｙＨｏｌｄｅｒ가 어도어즈의 주식 전량 양도

지주회사로서 발빠른 사업개편 및 그룹전체 경영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한 새로운 기업성장 기대
한편 어도어즈를 대신할 수익 주축으로 아래 사업에 대한 검토 개시를 결의
①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사업

㈜allfuz와 업무제휴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신주쿠 알타점 정기건물임대차계약 체결
②TV제작 사업

㈜BIGFACE의 일부 사업 양수를 위한 검토 개시

(ⅱ) 한국지역 사업전개
・JT캐피탈에서 보증업무 검토, 실시

2018년 2월 JT저축은행과 자동차담보대출 판매 개시
⇒ 한국 당국의 규제 강화에 대한 수익원 확보대책의 일환, 향후 신용대출 취급 개시 예정

(ⅲ) 동남아시아지역 사업전개
・ J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점포 전략
・ 적극 전개하기로 방침 변경

2018년중에 10거점의 신규 개설 예정, 현재 4거점 공사중

・2018년 1월부터 ㈜시코쿠은행과 해외진출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업무제휴 개시
・ 시코쿠은행 및 동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투자환경, 세제, 법규제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또한 Ｊ트러스트 은행 인도네시아의 각종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일본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한 적극 지원

일본금융사업
12%

동남아시아금융사업
18%

비금융사업
24%

영업수익 구성
2018년 3월기(누계)

한국금융사업
46%

※1 2017년 3월기 수치는 IFRS기준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세전이익까지의 수치는 비계속사업을 제외한
수치로 재분류하였습니다.
※2  2018년 3월기 세전이익까지의 수치는 비계속사업을 제외한 수치로 표시하였습니다.
※3 일본기준의 과목명은 각각 ‘세금등조정전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과 ‘모회사 주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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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3월기 연결결산개요

1） 연결실적(누계) 전기비교

2017년 3월(누계) 2018년 3월(누계）
전기
증감

증감률
（％)

주요 증감요인
실적

백분율
(％)

실적
백분율
(％)

영업수익 66,453 100.0 76,266 100.0 9,813 14.8

증

・한국의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 및 채권양수에 따른

은행업의 대출금 증가로 은행업의 영업수익 증가
・J 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대출포트폴리오
교체에 따른 금리수입 증가 등으로 은행업의
영업수익 증가
・Group Lease PCL(GL)의 전환사채 취소에 따른
채권분류 변경으로 영업수익 계상

감
・J트러스트아시아에서 마야파다은행 주식매각이익을

계상한 전기대비 기타 영업수익 감소

영업비용 38,116 57.4 50,224 65.9 12,108 31.8 증
・ＧＬ주식의 손상차손 및 전환사채 취소에 따른

신주예약권부분에 대한 평가손 계상으로 기타

영업비용 증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6,431 39.8 25,493 33.4 -937 -3.5 감

・한국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잔액규제 속에서 타깃
고객에 대한 광고량과 질을 최적화하는 등
비용절감을 통한 기타 경비 감소

기타수익,
비용

-1,298 -2.0 1,807 2.4 3,105 － 증

・Ｊ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 손실충당금의 환입
・Ｊ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사업구조 개선

비용을 계상한 전기대비 기타 비용 감소

영업이익 606 0.9 2,355 3.1 1,748 288.3

금융수익, 
비용

-1,037 -1.6 -1,926 -2.5 -888 － 증
・J트러스트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달러에 대한 미국
달러의 하락으로 외환차손 발생

지분법에
따른

투자이익,
투자손실

-2 -0.0 -12 -0.0 -10 －

세전이익 -433 -0.7 416 0.5 850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
(분기)

-1,270 -1.9 -731 -1.0 538 －

증 법인소득세 비용 등이 감소

감 비계속사업에서의 당기이익의 비지배지분 대체

5

（단위:백만 엔）

※1 전기（2017년3월(누계)）수치는 IFRS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2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을 제외하고 비계속사업을 차감한 계속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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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3월기 연결결산 개요

2017년 3월
（누계）

2018년 3월
（누계)

전기
증감

증감률
（%)

주요 증감요인

일본
금융사업

영업수익 9,814 9,129 -684 -7.0 
・매입채권에 대한 장부가격 수정차손 계상으로

감소

영업이익 5,582 4,167 -1,414 -25.3 
・일본보증에서 고정자산 매각이익을 계상한
전기대비 기타 수익 감소

한국
금융사업

영업수익 29,182 35,857 6,674 22.9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채권의 증가, 채권양수 등
대출금잔액의 순조로운 증가세에 힘입어 은행업의
영업수익 증가

영업이익 3,197 3,555 358 11.2 

・영업수익 증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잔액규제 속에서 광고비
절감 등 기타 경비 절감방안에 따른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감소

동남아시아
금융사업

영업수익 14,325 13,578 -747 -5.2 

・Ｊ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대출포트폴리오의 교체에 따른 금리수입 증가
등으로 은행업의 영업수익이 증가하였으나
J트러스트 인베스트먼츠 인도네시아에서
매입채권에 대한 장부가 수정손실 계상으로 감소

영업이익 -3,980 1,545 5,526 －

・Ｊ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업의 영업비용 감소, 및 채권관리 회수
활동 성과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로
영업비용 감소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손실충당금의 환입을
계상하여 기타 수익 증가

・사업구조 개선 비용을 계상한 전기대비
기타 비용 감소

종합엔터테
인먼트사업

영업수익 2,072 1,944 -127 -6.2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에서 신규 게임시설 판매
방법에 렌탈방식을 도입하여 수익 게상이
장기화되어 영업수익 감소, 또한 비용이
선행되면서 재고자산평가손, 렌탈기기 상각액 등의
계상 등으로 영업손실 증가

영업이익 -856 -2,403 -1,547 －

부동산사업

영업수익 6,278 6,968 689 11.0 ・단독주택 분양의 이익부분은 토지매입가격과
시공인건비 등의 급등 등의 영향을 받았으나
영업거점 확대로 취급건수가 증가하는 등 견실하게
추이하여 영업이익, 영업수익 모두 증가영업이익 480 659 179 37.3 

투자사업

영업수익 2,853 7,576 4,722 165.5 

・J트러스트아시아에서 마야파다은행의
주식매각이익을 계상한 전기대비 기타 영업수익은
감소하였으나, Group Lease PCL(GL)의
전환사채 취소에 따른 채권분류 변경으로
영업수익을 계상하여 증가

영업이익 -198 -2,852 -2,654 －
・ＧＬ주식의 손상차손 및 전환사채 취소에 따른
신주예약권부분에 대한 평가손을 계상하면서 기타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증가

기타
사업

영업수익 2,771 2,024 -746 -27.0 
・키노트가 상업시설건축부문에서 대형시공안건의
완공매출을 계상한 전기대비 영업수익 감소

영업이익 -82 57 140 －

연결
영업수익 66,453 76,266 9,813 14.8 

영업이익 606 2,355 1,748 288.3 

6

（ 단위: 백만 엔 ）

※1 전기（2017년3월(누계)）수치는 IFRS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2 비계속사업을 차감한 계속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IFRS

2）부문별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연결・누계)의 전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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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기
실적

2019년
3월기
예상

증감액 향후 전략 등증감률

영업수익 76,266 83,378 7,111 9.3%

일본금융사업 9,129 9,923 793 8.7% ・보증사업과 채권회수사업에 주력

한국금융사업 35,857 37,995 2,138 6.0%

・한국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실행 억제로 대출 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자수입 감소, 이에 대해
①대출포트폴리오 교체
・심사기준 재검토를 통한 우량고객비율 증가

②기업대출 강화
③기타 채권양도보증업무와 신규 보증모델에 힘쓰는 등

대출금이자 이외의 수입원 확보 등을 통한 수익 확보 도모

동남아시아금융사
업

13,578 19,230 5,652 41.6%

・거액대출(기업)에서 미디엄론(상업, SME, 소액)으로 대출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및 금리 수입 증가
・거액그룹예금의 금리인하 등에 따른 COF(조달금리) 인하
・영업거점 확충 및 조직변경,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적정화
・브랜드전략 및 매스컴 섭외 활동 강화, 신규 코어 뱅킹
시스템을 통한 고객서비스, 편의성 향상
・시코쿠은행(제휴체결)을 비롯한 일본계 금융기관과의 제휴
추진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

1,944 6,719 4,774 245.6%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에서 렌탈방식으로 납입한
게임기기의 매입청구 등을 통한 수익 계상의 조기화 도모
・키홀더의 신규사업 공헌

부동산사업 6,968 6,679 -288 -4.1%
・2018년 3월기 특수요인(판매용 부동산 매각 12억 엔)으로
이익감소가 예상되나 단독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견실한

물건 인도 확보

투자사업 7,576 1,257 -6,318 -83.4%

・2018년 3월기 Group Lease PCL（GL)관련 영업수익 소실
・지속적으로 수익성 높은 투자안건 선정
・당사 사업과 시너지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사업확대 지향

기타사업 2,024 2,232 208 10.3% ・키노트가 호조세인 상업시설건축부문에 주력

영업이익 2,355 7,073 4,718 200.3%

일본금융사업 4,167 4,515 348 8.4% ・안정적인 영업수익 확보

한국금융사업 3,555 2,427 -1,127 -31.7%

・대출포트폴리오 조정, 수익기반 안정
・2019년 3월기 IFRS제 9호 적용을 염두에 둔 대손충당금
전입 실시 예정. 한국 당국의 규제 강화 등의 영향에 따른
이익감소 전망

동남아시아금융사
업

1,545 2,618 1,072 69.4%

・안정적인 영업수익 확보
・NPL채권을 포함한 회수활동 강화 등을 통한 연체율 개선
등 대손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로 대손비용 감축
・일반관리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경비절감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

-2,403 217 2,621 -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에서 수익 계상의 조기화 도모

부동산사업 659 249 -409 -62.2%
・2018년 3월기 특수요인(판매용 부동산 매각 3.4억 엔)으로
이익 감소가 예상되나 지속적인 판매 실적 확대, 자체

시공비율 확대를 통한 이익률 향상 도모

투자사업 -2,852 560 3,413 -
・2018년 3월기 GL관련 손상차손, 평가액 부담 소실
・지속적으로 Ｍ＆Ａ등에 주력하여 투자이익 최대화 노력

기타사업 57 234 177 310.5%

(단위: 백만 엔)

３. 2019년 3월기 연결실적예상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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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3월기
실적(미감사)

2016년3월기
실적(미감사)

2017년3월기
실적(미감사）

2018년3월기
실적

일본금융사업

영업수익 120 101 98 91

영업이익 25 43 55 41

영업자산*1 365 533 859 1,418

한국금융사업

영업수익 187 255 279 358

영업이익 -52 5 30 35

영업자산*1 1,907 2,042 2,857 3,336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영업수익 － 122 142 135

영업이익 － -17 -42 15

영업자산 760 854 901 916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4

매출액 151 165 153 123

영업이익 9 -9 -0 -20

부동산사업＊4
매출액 75 62 67 73

영업이익 5 5 5 6

투자사업*3
매출액 － － 29 75

영업이익 － － -1 -28

기타사업＊4
매출액 7 40 28 20

영업이익 -0 16 -1 0

그룹합계*2*4

영업수익 632 747 801 871

영업이익 -52 21 13 33

영업이익률 － 2.9% 1.6% 3.8%

EPS(엔) 85.92 -0.88 -11.94 -7.11

ROE(자기자본이익률) 5.6% -0.1% -0.8% -0.5%

*1: 채권회수사업의 매입청구채권잔액 제외(일본금융사업의 영업자산은 보증잔액)
*2: 연결조정 후 수치
*3: 2016년 3월기까지의 실적은 기타 사업에 포함
*4: 비계속사업 포함

사업계획 추이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수익확대가 예상되는 은행업의 수익공헌을 중심으로

사업명 사업전략

일본금융사업
(안정적인 수익기반)

・부동산관련 보증사업, 특히 임대주택대출보증업무에 주력 또는 지역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보증사업 강화
・비교적 이익률이 높고 그룹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채권회수사업에도 주력

한국금융사업
(수익의 주축)

・각 사는 자사가 속한 업태의 특장점 및 그룹의 강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우량안건 중심의 채권매입과 신규대출 증가에 따른 투융자잔액을 늘리고 강점인
회수력으로 부실채권 축소 도모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수익의 주축)

・리테일 파이낸스에 주력
・지속적인 신규대출금 증대, 특히 영업사원 증원을 통한 미디엄론에 주력하여 영업자산잔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도모
・비효율적인 대출 축소, CASA비율(보통・당좌예금비율) 향상을 통한 조달금리 저감 및 NIM(순이자마진) 
향상,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수수료 수입 확대 등으로 재무건전성의 향상 및 수익기반 강화 등에 주력

(

추
가

수
익
원)

비
금
융
사
업

종합엔터테인
먼트사업

・M&A를 통한 수익확대
・신규 게임기기의 개발 및 판매 확대에 주력

부동산사업
・단독주택 분양호수 확대, 자사시공비율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 상업시설건축 수주공사건수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

투자사업
・성장시장에서 IRR15%이상의 투자안건을 타깃
・당사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사업 확대 도모

（단위：억 엔, ％）
IFRS

당기 사업계획 상 사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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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합계(비계속사업 포함)
2018년 3월기

목표
2018년 3월기

실적
증감액

달성률
（％）

차이분석 등

일본금융사업

영업수익 10,721 9,129 -1,591 85.2%
매입채권 장부가 수정차손 계상으로 감소
매입채권 회수액이 계획대비 감소

영업이익 4,648 4,167 -481 89.7% 영업수익 감소

영업자산*1 142,200 141,881 -319 99.8%
아파트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채무보증잔액의
순조로운 증가

한국금융사업

영업수익 34,123 35,857 1,734 105.1%
대출금잔액의 순조로운 증가로 대출금이자
증가

영업이익 3,260 3,555 294 109.0% 영업수익 증가

영업자산*1 295,800 333,600 37,800 112.8%
마케팅활동, 브랜드전략 등 효과적인
영업활동으로 잔액의 순조로운 증가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영업수익 16,783 13,578 -3,205 80.9%
대출금잔액이 계획 대비 저조하여 대출금
이자 감소 및 매입채권의 장부가 수정차손
계상으로 감소

영업이익 2,457 1,545 -911 62.9%

대출금 등급 재검토를 통한 대손충당금 환입
및 ANTABOGA소송판결에 따른
소송손실충당금이 환입된 한편, 영업수익
감소로 이익 감소

영업자산 126,300 91,630 -34,670 72.5%
대출처 포트폴리오 교체로
소액/리테일대출은 증가하였으나
거액대출을 축소한 결과 잔액 증가폭은 둔화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3

매출액 16,518 12,387 -4,131 75.0%
게임, VR부진,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가
게임기기의 판매방식으로 렌탈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수익 계상 장기화로 매출감소

영업이익 351 -2,020 -2,371 －
영업수익 감소,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의
재고자산평가손, 렌탈기기 상각액 등의
계상에 따른 영업손실 계상

부동산사업*3
매출액 8,000 7,390 -609 92.4% 단독주택 취급건수 증가로 견조하게 추이

영업이익 482 686 204 142.3% 단독주택 취급건수 증가로 견조하게 추이

투자사업

매출액 2,773 7,576 4,803 273.2%
Group Lease PCL(GL)전환사채 취소로
채권분류 변경에 따른 영업수익 계상

영업이익 2,541 -2,852 -5,393 －
ＧＬ주식의 손상차손 및 전환사채의 취소로
신주예약권 부분에 대한 평가손을 계상함에
따라 기타 영업비용 증가

기타사업*3
매출액 569 2,044 1,474 359.2% 상업시설건축부문에서 호조세 유지

영업이익 5 51 46 － 영업수익 증가

그룹합계*2*3

영업수익 89,490 87,151 -2,338 97.4%

한국금융사업의 순조로운 대출금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 및 투자사업에서의 수익
계상으로 증가하였으나, 동남아시아
금융사업에서 대출금이자의 계획대비
매출감소, 및 장부가 수정차손 계상, 나아가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 부진 등에 따른
매출감소

영업이익 10,058 3,330 -6,727 33.1%

영업수익 감소,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부진과 재고자산 평가손 등의 계상, 
투자사업의 손상차손과 평가손 계상에 따른
이익감소

영업이익률 11.2% 3.8% － －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 투자사업의
손상차손과 평가손 등 계상

EPS(엔) 116.00 -7.11 － －

ROE
(자기자본이익률)

6.80% -0.48% － －

（ 단위: 백만 엔, ％）

*1: 채권회수사업의 매입청구채권잔액 제외(일본금융사업의 영업자산은 보증잔액)
*2: 연결조정 후 수치
*3: 비계속사업 포함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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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금융사업

2018년3월기
목표

2018년3월기 실적 달성률(％)

영업수익*1 10,721 9,129 85.2%

보증사업*2 6,344 6,194 97.6%

채권회수사업 3,269 2,409 73.7%

영업이익*1 4,648 4,167 89.7%

영업이익률 43.4% 45.7% －

보증사업*2 3,433 3,562 103.7%

영업이익률 54.1% 57.5% －

채권회수사업 1,371 637 46.5%

영업이익률 41.9% 26.4% －

채무보증잔액 142,200 141,881 99.8%

그 중 아파트대출 103,300 101,462 98.2%

보증료율 － 2.18% －

*1: 영업수익, 영업이익의 합계치는 보증사업, 채권회수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 수치를 포함함.
*2: 보증사업 수치는 일본보증의 금융사업과 부외채권회수사업 수치를 포함함.

2018/03
목표치

2015/03
실적치

2016/03
실적치

2017/03
실적치

2018/03
실적치

부동산 관련 보증 보증잔액 130,118 22,500 37,978 71,146 125,712

매입채권 청구채권잔액 744,786 340,000 469,281 730,631 772,364

기타 목표수치

（ 단위: 백만 엔, ％）

（ 단위: 백만 엔）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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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목표치

2015/03
실적치

2016/03
실적치

2017/03
실적치

2018/03
실적치

저축은행 및 캐피탈업

소비자금융대출잔액 13,284 7,564 8,084 11,687 12,427

신용등급(평균등급) 5.8 6.9 6.9 6.4 6.3 

고객 1명당 획득비용(만원) 49 60 39 44 38

대기업대출, 유담보대출, 
정부보증부대출의 포트폴리오 비율/잔액

55.7% 50.0% 55.3% 55.7% 55.4%

14,486 9,000 10,863 15,865 18,510

채권회수사업

청구액면잔액 4,023 2,600 2,068 1,852 2,582

사원 1인당 청구 잔액 60 40 33 34 49

투자회수율 250%  유지 96.1% 136.0% ※1 116.8%

5. 사업계획 상 경영지표 진척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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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금융사업

기타 목표수치

2018년3월기
목표

2018년3월기
실적

달성률(％)

영업수익 34,123 35,857 105.1%

영업이익 3,260 3,555 109.0%

영업이익률 9.6% 9.9% －

영업자산 295,800 333,600 112.8%

평균대출금리※1 12.23% 12.82% －

평균예금금리※1 2.30% 2.40% －

순이자마진(NIM)※1 7.05% 6.81% －

평균대출금리※2 12.50% 12.56% －

평균조달금리※2 3.02% 3.19% －

BIS비율※1 10.85% 10.92% －

（ 단위: 백만 엔, ％）

（ 단위: 백만 엔, ％）

※1 2개 저축은행(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의 가중평균
※2 한국 3사(2개 저축은행＋JT캐피탈)의 가중평균
※3 2018년 3월기 목표환율은 １원당 BS항목과 PL항목 모두 0.090엔,

2018년 3월 결산 3분기실적 환산환율은 １원당 BS항목은 0.0999엔. ＰＬ항목은 0.1000엔(기중편균)으로 환산

※1 평균투자회수기간 23.17개월의 실적이며 목표수치의 전제가 되는 60개월로 환산하면 303％임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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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목표치

2015/03
실적치

2016/03
실적치

2017/03
실적치

2018/03
실적치

SME(중소기업) 대출 9.7 3.8 5.1 6.8 9.0

멀티파이낸스잔액 2.4 2.4 3.2 2.5 1.8

평균예금금리 6.02% 8.85% 7.84% 7.64% 6.56%

CASA비율(보통・당좌예금비율) 15.60% 10.30% 13.50% 10.00% 14.70%

수수료수입액 0.47 0.09 0.12 0.08 ※ 0.29

5. 사업계획 상 경영지표 진척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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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남아시아금융사업

2018년3월기
목표

2018년3월기 실적 달성률(％)

영업수익 16,783 13,578 80.9%

영업이익 2,457 1,545 62.9%

영업자산 126,300 91,630 72.5%

평균대출금리 13.11% 11.96% －

평균예금금리 6.02% 6.56% －

순이자마진(NIM) 4.74% 2.80% －

자기자본비율(CAR) 13.61% 12.30% －

기타 목표수치

（단위: 백만 엔, ％）

（단위：조 루피아,％）

※ 2018년 3월기 목표환율은 1루피아당 BS항목과 PL항목 모두 0.0087엔으로 환산
2018년 3월 결산 3분기실적 환산환율은 １루피아당 BS항목은 0.0078엔, ＰＬ항목은 0.0083엔(기중평균)으로 환산

※ 당분기까지의 실적수치(누계)

IFRS



Copyright(C)2018 J TRUST Co., Ltd. All Rights Reserved.

5. 사업계획 상 경영지표 진척 상황

13

①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2018년3월기
목표

2018년3월기 실적 달성률(％)

매출액 16,518 12,387 75.0%

영업이익 351 -2,020 －

2018/03
목표치

2015/03
실적치

2016/03
실적치

2017/03
실적치

2018/03
실적치

종합엔터테인먼
트사업

컨텐츠점포 수(점포)※1 12 4 7 5 매각

콜라보기획 수(건)※1 75 25 29 40 매각

부동산사업

단독주택분양 판매호수(건)※1 130 85 111 125 114

자사시공비율 75.0% 12.0% 35.2% 12.9% 45.0%

상업시설 수주건수(건)※1 40 25 31 27 24

기타 목표수치

2018년3월기
목표

2018년3월기 실적 달성률(％)

매출액 8,000 7,390 92.4%

영업이익 482 686 142.3%

2018년3월기
목표

2018년3월기 실적 달성률(％)

매출액 569 2,044 359.2%

영업이익 5 51 －

② 부동산사업

④ 기타 사업

（ 단위: 백만 엔, ％）

※1 당분기까지의 실적수치(누계)

5） 기타

2018년3월기
목표

2018년3월기 실적 달성률(％)

매출액 2,773 7,576 273.2%

영업이익 2,541 -2,852 －

③ 투자사업

※ 2018년 3월기 목표환율은 1싱가포르달러당 BS항목과 PL항목 모두 83.09엔으로 환산
2018년 3월결산 3분기 실적환산환율은 １싱가포르달러당 BS항목은 81.02엔, ＰＬ항목은 81.71엔(기중평균)으로 환산

IFRS

* 비계속사업 포함

* 비계속사업 포함

* 비계속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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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자료집

자료집은 2018년 3월기 결산자료부터 당사 HP（URL）https://www.jt-corp.co.jp/ir/library/zaimu_data/
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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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②
당사 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