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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 3 월기 제 1 분기의 연결 실적(2015 년 4 월 1 일~ 2015 년 6 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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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2016 년 3 월기 제 1 분기 19,490 22.4 △1,951 - △1,585 - △2,789 - 

2015 년 3 월기 제 1 분기 15,928 9.5 △358 - △294 - △395 - 

(주) 포괄이익 2016 년 3 월기 제 1 분기 3,687 백만 엔(-％) 2015 년 3 월기 제 1 분기 2,306 백만 엔(-％) 

 

 
주당 분기순이익 

잠재주식조정 후 

주당 분기순이익 

 

 엔 전 엔 전  

2016 년 3 월기 제 1 분기 △23.60 -  

2015 년 3 월기 제 1 분기 △3.35 -  

(주) 2015 년 3 월기 제 1 분기 및 2016 년 3 월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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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3 월기 제 1 분기 536,835 189,887 34.2 1,554.35 

2015 년 3 월기 540,718 194,865 34.8 1,591.098 

(참고)자기자본 2016 년 3 월기 제 1 분기 183,784 백만 엔 2015 년 3 월기 18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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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 3 월기 - 5.00 - 5.00 10.00 

2016 년 3 월기 -     

2016 년 3 월기(예상)  5.00 - 7.00 12.00 

(주)직전에 공표된 배당예상의 수정 여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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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년 3 월기 예상 연결실적(2015 년 4 월 1 일~ 2016 년 3 월 31 일) 

(% 표시는 전기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모회사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당기이익 
기본주당 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엔 전 

회계연도 81,900 - 7,500 - 4,700 - 39.77 

(주)직전에 공표된 실적예상 수정 여부: 부 

(주) 당사는 2016 년 3 월기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임의적용을 예정하고 있어 IFRS 에 기초하여 예상치를 산출하

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기준을 적용했던 2015 년 3 월기 실적 대비 증감률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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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 

④ 수정재표시     : 무 

(주)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P.6 “2. 요약정보(주석사항)관련 사항 (1)회계방침의 변경·회계상의 추

정 변경·수정재표시”를 참조하십시오. 

 

(4) 기발행주식수 (보통주)    

① 기말발행주식수 

(자기주식 포함) 
2016 년 3 월기 1Q 118,648,154 주 2015 년 3 월기 118,589,354 주 

② 기말자기주식수 2016 년 3 월기 1Q 409,636 주 2015 년 3 월기 409,540 주 

③ 기중평균주식수 

(분기누계) 
2016 년 3 월기 1Q 118,205,094 주 2015 년 3 월기 1Q 117,992,493 주 

 

※ 분기검토절차의 실시 상황에 관한 표시 

본 분기결산단신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검토절차 제외대상으로 본 결산단신의 공시시점에 금융

상품거래법에 따른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 실적예상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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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판단한 일정 전제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가 당해 수치의 달성을 약속하는 취지의 것이 아닙니

다. 실제 실적 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예상의 전제가 되는 

가정 등에 관해서는 첨부 자료 P.5 “1. 당기 분기결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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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 8 월 13 일에 애널리스트 대상 결산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해 설명회의 동영상 및 자료

는 설명회 개최 후 당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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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당기 분기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１)경영성적에 관한 설명 

당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에는 미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그리스 관련 채무문제와 중국경제 

성장력 둔화 등 다양한 불안요소가 존재하여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미국의 금융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따금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등 경기 회복에 가속도

가 붙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도 정부・일본은행의 금융・경제정책 등을 배경으로 일부 기

업의 수익향상과 고용정세 개선 등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엔화약세의 영향 및 실질금리 저하, 소비세증세 후의 

절약경향의 영향 등으로 인한 소비자심리의 위축 장기화가 초래한 일부 기업의 실적우려 등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당사 그룹은 앞으로 글로벌 경제 및 일본 경제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특히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아시아 지역의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

해 구축한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는 일이 향후의 주요한 과제라고 인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기반의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지향한다” 라는 그룹 비전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경영계획을 수립하였

습니다. 

당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에는 중기경영계획의 로드맵이 될 기존의 단기적인 M&A형 사업확대에서 은행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이익확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일본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 및 

사업기반 강화 등에 힘써 왔습니다. 

 

(ⅰ) 동남아시아 지역 사업전개 관련 

당사 그룹은 동아시아 국가 및 ASEAN 지역 내 국가에서 “J트러스트” 브랜드를 통일되게 사용하여 브랜

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아시아 지역 내 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화 하여 실적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며 그 일환

으로 인도네시아에서 2014년 11월에 주식취득한 동국의 상업은행 PT Bank Mutiara Tbk.에 대하여 “J트러

스트”를 동행의 사명의 일부로 사용하여 PT Bank JTrust Indonesia Tbk.(이하,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

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JTRUST ASIA PTE.LTD.(이하 “JTA”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회사 Group Lease PCL의 전

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의 파이낸스 제공 및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 국내 판매금융사업의 공동전개, 당사 그룹이 동남 아시아 지구에서 사업 전개를 도모할 시의 업

무제휴 등을 통해 각각의 사업의 시너지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ⅱ) 한국 지역 사업전개 관련 

당사 그룹은 2015년 1월에 JT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JT저축은행”이라 한다), 2015년 3월에 JT캐피탈 

주식회사(이하 “JT캐피탈”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저축은행업, 채권매입 및 회수사업, 리스・할부사업

을 산하에 둔 종합금융그룹으로 자리잡아 한국 내 종합금융서비스 전개에 필요한 사업기반을 정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현재의 인지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도 “J트러스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효과 최대화를 통해 실적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2015년 7월에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JT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

였습니다. 

 

(ⅲ) 일본 사업전개 관련 

당사는 2015년 5월에 비트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BTC박스 주식회사(이하 “BTC박스”이라 한다)가 제3

자 할당을 통해 발행한 보통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결권비율은 26.46％로 BTC박스는 당사의 지

분법 적용관련회사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BTC박스가 운영하는 비트코인거래소 사업 확대에 그치지 않고 비

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BTC박스에 대하여 자금 및 인적자원을 제공하고 또한 양사

의 강점을 살려 인터넷결제와 현장결제의 융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거래소의 창설을 

통한 저렴한 국제송금 및 신흥국 내의 새로운 결제시스템 구축, 인터넷 FX거래와 같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힘쓰고 양사의 가업가치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본효율 향상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도모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동적으로 자금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주식취득을 발표하였습니다. 취득시기를 적절히 판단하여 향후 주주가치를 최대

화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자본배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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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의 영업수익은 2015년 １월의 “KC카드” 브랜드 양도에 따른 할부결제금잔액 

감소로 할부결제금 수수료가 감소하고 한국의 TA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이하 “TA자산관리대부”라 한다),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및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3사를 총칭하여 “계열금융회사”라 한다)

가 JT친애저축은행에 대출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대출금이자가 감소한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의 계열금융회사 

대출사업양수, 직전 연결회계연도에 취득한 JT저축은행 및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의 은행업 영업수익 증

가, 또한 직전 연결회계연도에 취득한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구 아이전자 주식회사, 이하 “하

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이라 한다)를 비롯한 신규연결회사의 사업수익이 증가한 결과, 19,490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손익은 직전 연결회계연도에 취득한 신규연결회사의 영업비용이 증가하였고 종업원 수 증가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 관리 하에 있었던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

의 재건을 목표로 재무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였고 취득에 따른 영업권상각액

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하여 1,951백만 엔의 영업손실(전년동기는 358백만 

엔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상손익은 환차익 등을 계상하였으나 1,585백만 엔의 경상손실(전년동기는 294백만 엔의 경상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익은 주식회사 일본개호복지그룹의 주식전량을 양도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림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하는 등으로 인해 감소하여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전년동기는 모

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395백만 엔) 2,789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부터 보고부문의 구분을 변경하였으며 이하의 전년동기 대비 수치는 전년

동기의 수치를 변경 후 부문구분으로 재산출한 수치를 이용하여 비교한 것입니다. 

① 국내금융사업 

(신용보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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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는 부동산관련 보증사업에 주력하는 것을 중점시책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4년 ４월부터 임대주택대

출에 대한 보증업무를 개시하였고 2015년 2월에는 대형 주택건설회사, 플랫 35 대리점 등과 제휴하여 플

랫 35와의 협조융자형 임대주택대출보증업무 취급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보증구조(scheme)를 통한 보증

잔액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KC카드” 브랜드 양도로 보증업무제휴처는 6개 기관 감소하였으나 

2015년 ６월 말 현재, 지역금융기관 5개 기관과 보증업무제휴를 체결 중이며 앞으로 1개 기관 당 보증잔

액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채무보증잔액은 무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14,610백만 엔(전

년동기 대비 33.8％ 감소), 유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23,82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14.9％ 증가)으로 채무

보증잔액합계는 38,432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10.2％ 감소)입니다. 

(채권회수업무) 

국내 채권회수업무는 주로 일본보증, 파르티르 채권회수 주식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

획상으로는 채권회수사업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높은 회수력을 배경으로 국내채권회수업자 수가 감소

하는 상황에서 다른 채권회수업자 M&A를 통한 잔존자 이익을 추구하고 법인채권회수사업 강화 및 기업

재건업무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매입채권잔액은 3,665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25.1％ 증가)

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 

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는 주로 J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 수와 

고객단가 증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고 신용판매, 현

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확보에 힘쓰고 있으나 대출잔액은 주로 “KC카드” 브랜

드 양도 및 현금서비스 회수 진척으로 인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할부결제금잔액은 1,560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5.9％ 감소, 

장기영업채권은 23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7.3％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할부결제금잔액의 합계는 

1,583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5.9％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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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업무) 

국내 기타금융업무는 주로 일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에 따라 당기 제1분기연결누

계기간에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국내소비자금융사업에서 철수하고 주축을 부동산관련 보증사업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자반환채무를 완전히 분리하여 우발채무리스크 억제에 

힘쓰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잔액은 사업자대상의 경우 상업어음 1,927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 영업대출금 1,842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 장기영업채권 124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3.2％ 증가)으로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3,894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2.5％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대상의 경우 영업대출금 4,259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31.0％ 

감소), 장기영업채권 717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6.1％ 감소)으로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

는 4,976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33.6％ 감소)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2,860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5.2％ 감소), 부문이익은 903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② 한국금융사업 

(저축은행・캐피탈업) 

JT친애저축은행 및 JT저축은행이 저축은행업무를, JT캐피탈이 할부업무 및 리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습

니다. 전기까지 실시한 저축은행, 캐피탈회사, 채권회수회사 인수를 통해 사업기반은 이미 확립하였으며 

앞으로는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채권잔액을 적극적으로 증대하여 수익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으로는 우량한 소비자대출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대기업대출 유담보대출, 정부

보증대출 등에도 주력하여 대출포트폴리오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은행업 대출금은 한국에서 2014년 

8월 JT친애저축은행이 계열금융회사로부터 대출사업을 양수하였고 2015년 1월에 JT저축은행을 취득하였

으며 신규대출건수 및 잔액 역시 증가하는 등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대출금은 JT친

애저축은행에 대출사업을 양도함으로써 감소하였으나 2015년 3월 JT캐피탈 취득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잔액은 은행업 대출금 146,734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239.4％ 증가), 영업대출금 50,435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35.2％ 증가), 장기영업채권 1,696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영업대출금잔액 합계는 52,132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32.8％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채권회수업무) 

주로 TA자산관리대부가 부실채권매입 및 회수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으로는 높은 

회수력과 준법성을 배경으로 채권잔액증대를 도모하고, 기업인수를 통해 채권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매입채권잔액은 4,989백만 엔(전년동기는 0)을 기록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7,412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9.0％ 증가), 부문이익은 15백만 

엔(전년동기는 1,298백만 엔의 부문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③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인도네시아에서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이 은행업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으로는 장기

간에 걸쳐 예금보험기구 관리하에 있던 은행의 재건에 힘쓰고, 우선적으로 부실채권비율을 낮춰 재무건전

성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사업자・소비자대출잔액 확대를 통한 영업자산잔액 확대, 조달

금리 저감,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수수료 수입 확대 등 수익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은행업 대출금은 72,777백만 엔(전년동기는 0)을 기록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3,227백만 엔(전년동기는 0), 부문손실은 2,519백만 엔(전

년동기는 0)을 기록하였습니다. 

 

④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은 주식회사 브레이크에서 어뮤즈먼트기기용 경품의 제조・판매를 어도어즈 주식

회사(이하 “어도어즈”이라 한다)에서 어뮤즈먼트시설운영 등을,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에서 파칭코・파

칭코 슬롯머신의 주변기기 관련 컴퓨터시스템 개발 ・제조・판매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

상으로는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어도어즈에서 기존점포와 인기 애니메이션 등의 캐릭터 컨텐츠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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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콜라보레이션 기획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점포를 매개로 하는 컨텐츠 사업뿐 

아니라 자사 컨텐츠 개발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 취득

으로 향후 파칭코 슬롯머신기기 개발 시에 어도어즈의 자사 컨텐츠를 활용하는 등 그룹을 횡단하는 종합

어뮤즈먼트사업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의 영업수익은 3,905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7.2％ 증가), 부문이익은 

44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76.3％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⑤ 부동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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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즈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으로는 키노트가 취급하는 주택 및 상업시설 관련 일본의 

고품질 기획・시공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지역의 당사 그룹기반을 활용하여 해외부동산사업 전개를 염

두에 두고 이익기회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당기는 전기의 소비세증세 전 가수요의 영향으로 판매

실적이 저조한 등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사업의 영업수익은 1,244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32.6％ 감소), 부문이익은 73백만 엔

(전년동기 대비 69.8％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⑥ 기타 사업 

기타사업은 싱가포르에서 JTA가 투자사업 및 투자처 경영지원을, 주로 J트러스트 시스템 주식회사가 

당사 그룹의 시스템 개발,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무를, 키노트가 상업시설건축사업을, 주식회사 일본개호

복지그룹(2015년 8월 매각으로 연결자회사에서 제외)이 개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JTA는 2015년 3

월에 타이증권거래소 1부상장회사인 Group Lease PCL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눈부시게 성장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전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사업의 영업수익은 1,097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113.7％ 증가), 부문이익은 111백만 엔

(전년동기는 33백만 엔의 부문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２)재정상태에 관한 설명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총자산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3,883백만 엔 감소하여 536,835백만 엔

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JT친애저축은행 및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21,325백만 

엔 증가하였고 JTA의 보유유가증권의 시가상승과 Group Lease PCL의 전환사채인수로 인해 영업투자유가증권

이 5,206백만 엔 증가한 한편 현금 및 예금이 8,696백만 엔, 영업권이 2,804백만 엔 감소한데다 한국에서 JT친

애저축은행이 계열금융회사의 채권을 양수하는 등 영업대출금이 8,778백만 엔, 원금입금 및 채권매각 등으로 인

한 은행업 대출금이 4,889백만 엔 감소하는 등으로 인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에 비해 1,094백만 엔 증가하여 346,947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은

행업 예금이 5,406백만 엔, 주식회사 크레디아 매각에 따른 이자반환손실충당금이 4,841백만 엔, 일본보증의 사

업구조개혁 진전에 따른 사업정리손실충당금이 753백만 엔 감소한 한편 JT캐피탈 취득 등으로 인해 단기차입금

이 13,020백만 엔 증가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4,978백만 엔 감소하여 189,887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잉

여금 배당을 590백만 엔,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을 2,789백만 엔 계상함에 따라 이익잉여금 이 

3,380백만 엔 감소한데다 외화환산조정계정 1,208백만 엔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순자산액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36엔 74전 감소하여 1,554엔 35전, 자기자본비율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 34.8%에서 0.6포인트 하락하여 34.2％를 기록하였습니다. 

 

(３)연결실적예상 등의 미래예측정보에 관한 설명 

2016년 3월기의 연결실적예상(IFRS기준)은 2015년 5월 25일 공표 실적예상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동향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공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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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요약정보(주석사항)에 관한 설명 

(１)회계방침의 변경・회계 상의 예상변경・수정 재표시 

(회계방침의 변경)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기준 등의 적용)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 제21호 2013년 9월 13일. 이하 “기업결합회계기준”이라 한

다),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 제22호 2013년 9월 13일. 이하 “연결회계기준”이라 

한다) 및 「사업분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 제7호 2013년 9월 13일. 이하 “사업분리 등 회

계기준”이라 한다) 등을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부터 적용하여 지배가 계속되는 경우의 자회사에 대한 당

사의 지분변경에 따른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취득관련비용을 발생한 연결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계

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의 기초 이후 실시된 기업결합에 관해서는 

잠정적인 회계처리 확정에 따른 취득원가 배분액 수정치를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분기연결회계기간의 분기연

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분기순이익 등의 표시를 변경하고 소수주주 지

분을 비지배주주지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해 표시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직전 제1분기연결누계기간 및 

직전연결회계연도에 대해서 분기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기업결합회계기준 등의 적용은 기업결합회계기준 제58-2항(4), 연결회계기준 제44-5항(4) 및 사업분리 

등 회계기준 제57-4항(4)에서 정하는 경과적 취급을 따르고 있으며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의 기초시점

부터 미래를 향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의 영업손실, 경상손실 및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실은 각각 54백

만 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자본잉여금이 380백만 엔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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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분기연결재무제표 

(１)분기연결재무상태표 

  (단위：백만 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5년 3월 31일)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2015년 6월 30일) 

자산의 부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41,742 133,045 

상업어음 2,355 1,927 

영업대출금 65,315 56,536 

은행업 대출금 224,401 219,512 

할부금결제금 1,395 1,560 

매입채권 8,647 8,655 

구상권 1,124 1,124 

유가증권 17,874 39,199 

영업투자유가증권 6,595 11,801 

상품 및 제품 2,688 2,606 

재공품 515 911 

기타 16,131 17,628 

대손충당금 △20,525 △24,384 

유동자산합계 468,260 470,126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9,352 8,829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41,438 38,633 

기타 5,664 4,880 

무형고정자산합계 47,102 43,513 

투자기타자산   

장기영업채권 2,405 2,561 

기타 23,690 15,152 

대손충당금 △10,092 △3,349 

투자기타자산합계 16,002 14,364 

고정자산합계 72,458 66,708 

자산합계 540,718 53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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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백만 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5년 3월 31일)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2015년 6월 30일) 

부채의 부   

유동부채   

할인어음 2,226 1,877 

1 년내 상환예정 회사채 130 251 

단기차입금 7,862 20,882 

1 년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 5,987 6,234 

미지급법인세 등 1,157 1,973 

은행업예금 287,452 282,045 

소송손실충당금 200 － 

이자반환손실충당금 1,089 541 

사업정리손실충당금 905 152 

기타 15,587 14,460 

유동부채합계 322,598 328,418 

고정부채   

회사채 2,241 2,124 

장기차입금 11,009 10,906 

이자반환손실충당금 5,219 925 

채무보증손실충당금 422 375 

퇴직급여 관련 부채 414 1,093 

소송손실충당금 399 379 

기타 3,546 2,725 

고정부채합계 23,254 18,529 

부채합계 345,853 346,947 

순자산의 부   

주주자본   

자본금 53,604 53,611 

자본잉여금 52,945 52,571 

이익잉여금 73,709 70,329 

자기주식 △197 △197 

주주자본합계 180,062 176,314 

기타포괄이익누계액   

기타유가증권 평가차액금 △42 868 

외화환산조정계정 8,005 6,797 

퇴직급여 관련 조정누계액 9 △196 

기타포괄이익누계액합계 7,972 7,469 

신주예약권 167 180 

비지배주주지분 6,663 5,922 

순자산합계 194,865 189,887 

부채순자산합계 540,718 53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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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분기연결손익계산서 및 분기연결포괄이익계산서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제1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백만 엔) 

 

전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 

(2014년 4월 1일~ 

2014년 6월 30일) 

당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6월 30일) 

영업수익 15,928 19,490 

영업비용 7,739 9,918 

영업총이익 8,188 9,571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8,546 11,523 

영업손실(△) △358 △1,951 

영업외 수익   

수취이자 0 0 

수취배당금 13 13 

수취임차료 40 16 

유가증권운용이익 － 138 

환차익 35 251 

잡수입 31 69 

영업외 수익 합계 120 489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41 46 

감가상각비 5 2 

잡손실 11 73 

영업외 비용 합계 57 123 

경상손실(△) △294 △1,585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이익 3 2 

사업정리손실충당금환입핵 5 － 

위약금수입 2 9 

기타 0 0 

특별이익합계 11 12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 2 4 

고정자산폐기손 84 4 

손상차손 62 1,066 

관계회사 주식매각손 － 86 

기타 － 12 

특별손실합계 150 1,175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실(△) △434 △2,747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374 1,147 

법인세 등 조정액 △535 △770 

법인세 등 합계 △161 377 

분기순손실(△) △273 △3,124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또는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121 △335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395 △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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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연결포괄이익계산서) 

(제1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백만 엔) 

 

전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 

(2014년 4월 1일~ 

2014년 6월 30일) 

당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6월 30일) 

분기순손실(△) △273 △3,124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3,012 858 

외화환산조정계정 979 △1,212 

퇴직급여관련 조정액 △0 △207 

기타포괄이익합계 △2,033 △562 

분기포괄이익 △2,306 △3,687 

(내역)   

모회사 주주 관련 분기포괄이익 △2,437 △3,292 

비지배주주 관련 분기포괄이익 130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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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분기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사항 

(계속기업 전제에 관한 주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주자본 금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의 주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문별 정보 등) 

【부문별 정보】 

Ⅰ 전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2014년 4월 1일 ~ 2014년 6월 30일) 

１．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보고부문 

 
국내 

금융사업 

한국 

금융사업 

동남아시아 

금융사업 

종합엔터테인

먼트사업 
부동산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5,205 4,974 － 3,631 1,846 15,656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17 － － 11 0 28 

계 5,222 4,974 － 3,642 1,846 15,685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1,011 △1,298 － 187 241 142 

 

 (단위：백만 엔) 

 
기타 

(주) 
합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271 15,928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241 270 

계 513 16,198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33 109 

(주)“기타”항목은 보고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문이며 주로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무,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및 

운용지도업무, 인쇄관련업무, 설계시공업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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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 엔) 

이익 금액 

보고부문 합계 142 

“기타”항목의 손실(△) △33 

부문 간 거래 소거 12 

전사비용(주) △480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영업손실(△) △358 

(주) 전사비용 등은 주로 보고부문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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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보고부문별 고정자산 손상차손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고정자산에 관한 중요한 손상차손) 

금액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영업권 금액의 중요한 변동)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４．보고부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Ⅱ 당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2015년 4월 1일 ~ 2015년 6월 30일) 

１．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보고부문 

 
국내 

금융사업 

한국 

금융사업 

동남아시아 

금융사업 

종합엔터테인

먼트사업 
부동산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2,698 7,412 3,227 3,904 1,244 18,487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162 － － 0 0 163 

계 2,860 7,412 3,227 3,905 1,244 18,651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903 15 △2,519 44 73 △1,484 

 

 (단위：백만 엔) 

 
기타 

(주) 
합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1,002 19,490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94 258 

계 1,097 19,748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111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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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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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 엔) 

이익 금액 

보고부문 합계 △1,484 

“기타”항목의 이익(△) 111 

부문 간 거래 소거 11 

전사비용(주) △591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영업손실(△) △1,951 

(주) 전사비용 등은 주로 보고부문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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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보고부문별 고정자산 손상차손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고정자산에 관한 중요한 손상차손)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개호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일본개호복지그룹의 주식전량을 양도하기

로 의사결정을 내린 데 따른 손상처리로 인해 당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의 손상차손 982백만 엔

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권 금액의 중요한 변동)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의 “고정자산에 관한 중요한 손상차손”에 기재한 손상처리로 인하여 

당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의 영업권이 356백만 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고정자산에 관한 중요한 손상차손”에는 영업권 손상액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４． 보고부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당사 그룹의 경영관리구분 개편실시 결과,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부터 보고부문을 기존의 “금융

사업”“부동산사업”“어뮤즈먼트사업”“해외사업” 등 4개로 구분하였던 것을 “금융사업”의 명칭을 변경

하여 “국내금융사업”으로 “어뮤즈먼트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으로, “해외사

업”을 세분화 하여 “한국금융사업” “동남아시아금융사업”으로 분할하고 “부동산사업”을 추가하여 5

개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에 속해있던 “해외투자사업”을 “기타”에, “기타”에 속해 있던 “파칭코・파칭코 슬

롯머신의 주변기기 관련 컴퓨터 시스템 등의 개발・제조・판매사업”을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에 포

함시켰습니다. 

또한 전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의 부문정보는 변경 후 보고부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였

습니다. 



J트러스트㈜ (8508) 2016년 3월기 제 1분기 결산단신 

－ 14 － 

(중요한 보고기간 후 사건) 

１．당사의 연결자회사인 어도어즈 주식회사(이하 “어도어즈”라 한다)는 2015년 8월 1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동사

의 연결자회사인 주식회사 일본개호복지그룹(이하 “일본개호복지그룹”이라 한다)의 보유주식 전량을 후지타 히데

아키 씨(일본개호복지그룹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주식양도에 따라 제2분기연결회

계기간부터 당사의 연결자회사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양도 사유 

어도어즈는 통원개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본개호복지그룹을 2014년 11월에 연결자회사로 편입하여 

개호사업에 진출하였고 2015년 4월에는 499백만 엔 추가출자를 실시하여 자택개호사업 및 교육기관개설 

등을 통해 성장에 매진하였습니다. 현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창줄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작금의 업계 및 동사가 놓인 사업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향후의 어도어즈 그룹의 전략을 재검

토한 결과, 당분간 어도어즈 그룹의 핵심사업인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경영자원을 주력해야 한다는 결

론에 도달하여 보유 중인 일본개호복지그룹의 주식전량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의 개요 

① 양도대상회사의  명칭  주식회사일본개호복지그룹 

② 양도대상회사의 사업내

용 
 

주로 “사와혼포” 브랜드 통원개호사업소 운영 및 당해사업의 

프랜차이즈 전개 

③ 계 약 체 결 일  2015년 8월 11일 

④ 주 식 양 도 실 행 일  2015년 8월 11일 

⑤ 양 도 손 익 

 

본 주식을 양도(양도가액50백만 엔)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 데

에 따른 손상처리로 인한 손상차손 982백만 엔을 당기 제1분

기연결회계기간에 계상하였습니다. 

 

２．당사는 2015년 8월 12일 개최 이사화에서 회사법 제236조, 제238조 및 제240조 규정에 따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이사회 및 종업원에 대하여 실적조건부모집 신주예약권(유상 스톡옵션)을 발행하기로 결의하

였습니다. 

관련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예약권 할당일(발행일) 2015년 9월 30일 

신주예약권 총수 8,640개(신주예약권 1개당 100주) 

신주예약권 발행가액 
신주예약권 1개 당 1,600엔 

(신주예약권목적 주식 1주당 16엔) 

신주예약권목적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보통주식 864,000주 

신주예약권행사 시 출자되는 재산금액 １주당 954엔 

신주예약권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838,080,000엔 

신주예약권행사의 주요조건 

(a) 2017년 3월기의 영업이익이 15,100백만 엔을 초과한

경우 

각 신주예약권자에게 할당된 본 신주예약권 총수의 

20％ 

(b) 2018년 3월기의 영업이익이 21,700백만 엔을 초과

한 경우 

각 신주예약권자에게 할당된 본 신주예약권 총수의

80％ 

또한 (b)를 달성한 경우라도 2017년 3월기의 영업이

익이 7,500백만 엔을 밑도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

는 것으로 한다. 

신주예약권 권리행사기간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주예약권 할당대상자 및 할당개수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이사 및 종업원 

60명 8,6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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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보충정보 

영업실적 

(１)대출금잔액내역 

구분 

전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4년 6월 30일 현재)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6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국내 

소비자 업무 

무담보대출 6,920 7.4 4,631 1.7 

 (1,183)  (692)  

기업결합조정 △38 △0.0 △25 △0.0 

유담보대출 616 0.6 370 0.1 

 (147)  (24)  

소계 7,499 8.0 4,976 1.8 

 (1,330)  (717)  

사업자 대출업무 

상업어음할인 2,237 2.4 1,933 0.7 

 (5)  (5)  

무담보대출 683 0.7 383 0.1 

 (35)  (29)  

유담보대출 1,071 1.1 1,577 0.6 

 (45)  (88)  

소계 3,992 4.2 3,894 1.4 

 (86)  (124)  

상업어음할인 합계 2,237 2.4 1,933 0.7 

 (5)  (5)  

영업대출금 합계 9,254 9.8 6,937 2.5 

 (1,411)  (835)  

합계 11,492 12.2 8,870 3.2 

 (1,417)  (841)  

해외 

소비자 대출업무 

무담보대출 39,174 41.7 14,498 5.2 

 (1,884)  (1,682)  

유담보대출 67 0.1 32,239 11.5 

 (47)  (14)  

소계 39,241 41.8 46,738 16.7 

 (1,932)  (1,696)  

사업자 대출업무 

무담보대출 － － 415 0.1 

 (－)  (－)  

유담보대출 － － 4,978 1.8 

 (－)  (－)  

소계 － － 5,393 1.9 

 (－)  (－)  

영업대출금 합계 
 

39,241 41.8 52,132 18.6 

(1,932)  (1,696)  

은행업 대출금 

한국 
43,233 46.0 146,734 52.3 

(－)  (－)  

인도네시아 
－ － 72,777 25.9 

(－)  (－)  

소계 
43,233 46.0 219,512 78.2 

(－)  (－)  

합계 82,475 87.8 271,644 96.8 

 (1,932)  (1,696)  

총합계 93,967 100.0 280,515 100.0 

 (3,349)  (2,538)  

(주)１. (  )안은 장기영업채권으로 상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2. 해외 사업자대출업무는 JT캐피탈㈜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제4분기연결회계기간에 연결자회

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전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J트러스트㈜ (8508) 2016년 3월기 제 1분기 결산단신 

－ 16 － 

(２)할부결제금 잔액 

구분 

전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4년 6월 30일 현재)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6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금액(백만 엔) 

할부결제금 잔액 
38,675 1,583 

(870) (23) 

(주)1．(  )안은 장기영업채권으로 상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전기 제4분기연결회계기간에 KC㈜(현재 Ｊ트러스트 카드㈜)의 “ＫＣ카드“ 브랜드를 양도함에 따라 할부

결제금잔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３)채무보증 잔액내역 

구분 

전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4년 6월 30일 현재)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6월 30일 현재)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 

무담보 22,055 51.5 14,610 38.0 

유담보 20,740 48.5 23,821 62.0 

합계 42,795 100.0 38,432 100.0 

 

(４) 영업수익 내역 

(단위：백만 엔) 

구분 

전기 제1분기 

연결누계기간 

당기 제1분기 

연결누계기간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4年 4월 1일 ~ (2015년 4월 1일 ~ (2014년 4월 1일 ~ 

 2014년 6월 30일) 2015년 6월 30일) 2015년 3월 31일) 

Ⅰ．대출금이자・      

수취할인료 １．소비자 (1) 무담보대출 2,972 571 4,674 

  (2) 유담보대출 19 362 80 

  소비자 합계 2,992 933 4,755 

 ２．사업자 (1) 상업어음할인 48 43 188 

  (2) 무담보대출 21 7 62 

  (3) 유담보대출 29 65 117 

  사업자 합계 99 116 367 

 소계 3,092 1,050 5,123 

Ⅱ． 은행업 영업수익 1. 한국 2,194 5,764 14,376 

  2. 인도네시아 － 3,227 － 

  小計 2,194 8,992 14,376 

Ⅲ．매입채권 회수액 710 766 3,439 

Ⅳ．부동산사업 매출 1,846 1,244 5,821 

Ⅴ．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매출 3,631 3,904 15,960 

Ⅵ．할부결제수수료 1,622 42 4,701 

Ⅶ．기타 1．수취수수료 68 143 273 

  2．수취보증료 650 454 2,443 

  3．매각채권추심이익 1,174 1,392 4,809 

  4．예금이자 22 46 239 

  5．기타 금융수익 309 171 1,051 

  6．기타 605 1,280 5,041 

  소계 2,830 3,489 13,858 

영업수익 합계 15,928 19,490 6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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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상한 것입니다. 

２．상기 금액에는 소비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３．당기 제1분기연결누계기간부터 “Ⅴ.어뮤즈먼트사업 매출액”에 “파칭코・파칭코 슬롯머신 주변기기 관련 

컴퓨터 시스템 등 개발・제조・판매사업 매출액”을 포함하여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매출액”으로 기재하였

습니다. 또한 직전 연결회계연도에 관해서는 당해 변경을 반영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