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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 3 월기 제 2 분기의 연결 실적(2015 년 4 월 1 일~ 2015 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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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기 37,778 18.1 △2,335 - △2,200 - △2,320 - 

2015 년 3 월기 제 2 분기 31,979 10.9 △2,632 - △2,459 - △3,754 - 

(주) 포괄이익  2016 년 3 월기 제 2 분기 △12,362 백만 엔(-％)   2015 년 3 월기 제 2 분기 △5,409 백만 엔(-％) 

 

 
주당 분기순이익 

잠재주식조정 후 

주당 분기순이익 

 

 엔 전 엔 전  

2016 년 3 월기 제 2 분기 △19.72 -  

2015 년 3 월기 제 2 분기 △31.81 -  

(주) 2015 년 3 월기 제 2 분기 및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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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3 월기 제 2 분기 495,893 177,945 34.7 1,498.77 

2015 년 3 월기 540,718 194,865 34.8 1,591.09 

(참고)자기자본 2016 년 3 월기 제 2 분기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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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    

2016 년 3 월기(예상)   - 7.00 12.00 

(주)직전에 공표된 배당예상의 수정 여부 : 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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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85 

(주)직전에 공표된 실적예상 수정 여부: 부 

(주) 1. 당사는 2016 년 3 월기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임의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IFRS 에 기초하여 예상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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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는 2015 년 5 월 14 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였습니다. 연결실적예상의 기본주당 

순이익은 당해 자기주식 취득의 영향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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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변경·수정재표

시”를 참조하십시오. 

 

(4) 기발행주식수 (보통주)    

① 기말발행주식수 

(자기주식 포함) 
2016 년 3 월기 2Q 118,678,154 주 2015 년 3 월기 118,589,354 주 

② 기말자기주식수 2016 년 3 월기 2Q 4,022,936 주 2015 년 3 월기 409,540 주 

③ 기중평균주식수 

(분기누계) 
2016 년 3 월기 2Q 117,679,180 주 2015 년 3 월기 2Q 118,011,429 주 

 

※ 분기검토절차의 실시 상황에 관한 표시 

본 분기결산단신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검토절차 제외대상으로 본 결산단신의 공시시점에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분기재무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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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 11 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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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에는 미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중국경제 성장력 둔화를 비롯한 다

양한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여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미국의 금융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따금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등 경기 회복의 가속도가 붙지 않

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도 정부·일본은행의 금융·경제정책 등을 배경으로 일부 기업의 수익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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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인한 소비자심리의 위축 장기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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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지향한

다” 를 그룹 비전으로 하는 중기경영계획을 당기를 초년도로 하여 수립하여 특히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아

시아 지역의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

는 등 경영기반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에는 기존의 단기적인 M&A형 사업확대에서 중기경영계획의 로드맵이 될 은행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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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등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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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의 동남 아시아 지구 사업 전개 도모 시 업무제휴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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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현재의 인지도를 유지하면서 한국

에서도 “J트러스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화 하여 실적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7월에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JT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로 동사의 상

호를 변경하였습니다. 

 

(ⅲ) 일본 사업전개 관련 

당사 그룹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2015년 5월에 비트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BTC박스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26.46%를 제3자 할당을 통해 인수하여 지분법적용 관련회사로 편입하였습

니다. 또한 JTA의 연결자회사로 2015년 7월에 JTRUST BITCOIN PTE.LTD(싱가포르 법인)를 설립하여 현

재는 비트코인 관련정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비트코인과 각종 통화 간 증거금거래사업을 시

작으로 비트코인을 축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사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활용

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업가치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주식회사 일본보증(이하 “일본보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담보대출(소비자금융)사업의 

일부를 회사분할을 통하여 주식회사 크레디아에 승계하는 사업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담보대

출(소비자금융)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철수하여 부동산 관련 보증사업에 주력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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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본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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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주식취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자본배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영업수익은 2015년 １월의 “KC카드” 브랜드 양도에 따른 할부결제금 수수

료가 감소하고 한국의 TA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이하 “TA자산관리대부”라 한다),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

식회사 및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3사를 총칭하여 “계열금융회사”라 한다)가 JT친애저축은행에 대출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대출금이자가 감소한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의 계열금융회사 대출사업양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신규대출채권 증가, 또한 직전 연결회계연도에 취득한 JT저축은행 및 J트러스트인도네시아

은행의 수익기여로 인한 은행업 영업수익 증가, 직전 연결회계연도에 취득한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 주식

회사(구 아이전자 주식회사, 이하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라 한다)를 비롯한 신규연결회사의 사업수익이 

증가한 결과, 37,778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18.1％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손익은 전기 제2분기연결회계누계기간에 JT친애저축은행에서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채권매각손을 계

상하였고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하는 등 일시적인 손실을 계상했던 것에 비해 영업비용 및 대손충당금 전

입액이 감소하였고 “KC카드”브랜드 양도 및 일본보증의 회사분할에 의한 무담보대출 사업의 일부양도에 따

라 이자반환채무가 감소하여 이자반환손실충당금전입금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감소한 한편 당사 그룹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직전 연결회계연도에 취득한 신규연결자회사의 영업비용이 

증가하였고 종업원수 증가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며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  취득에 따른 영업권 상

각액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한 결과 2,335백만 엔의 영업손실(전년동기는 

2,632백만 엔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상손익은 2,200백만 엔의 경상손실(전년동기는 2,459백만 엔의 경상손실),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익은 2,320백만 엔의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전년동기는 3,754백만 엔의 모회사 주

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부터 보고부문의 구분을 변경하였으며 이하의 전년동기 대비 수치는 전년

동기의 수치를 변경 후 부문구분으로 재산출한 수치를 이용하여 비교한 것입니다. 

① 국내금융사업 

(신용보증업무) 

신용보증업무는 주식회사 일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 중점시책은 부동산관련 보

증사업에 주력하는 것이며 2014년 ４월부터 임대주택대출에 대한 보증업무를 개시하였고 2015년 2월에

는 대형 주택건설회사, 플랫 35 대리점 등과 제휴하여 플랫 35와의 협조융자형 임대주택대출보증업무 취

급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보증구조(scheme)를 통한 보증잔액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KC카드” 브랜드 양도로 인해 보증업무제휴처는 6개 기관 감소하였으나 2015년 9월 말 

현재, 지역금융기관 5개 기관과 보증업무제휴를 체결 중이며 앞으로 기관당 보증잔액 증대를 도모하겠습

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채무보증잔액은 무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15,041백만 엔(전

년동기 대비 33.8％ 감소), 임대주택대출보증 증가로 유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25,664백만 엔(전년동기 대

비 18.5％ 증가)으로 채무보증잔액합계는 40,706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8.3％ 감소)입니다. 

(채권회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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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상으로는 채권회수사업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내채권회수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높은 회수

력을 바탕으로 다른 채권회수업자 M&A를 통한 잔존자 이익을 추구하고 법인채권회수사업 강화 및 기업

재건업무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매입채권잔액은 3,602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

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 

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는 주로 J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 수와 고

객단가 증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고 신용판매,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확보에 힘쓰고 있으나 대출잔액은 주로 “KC카드” 브랜드 

양도로 인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할부결제금잔액은 2,16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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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업채권은 1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8.4％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할부결제금잔액의 합계는 

2,172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4.1％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업무) 

국내 기타금융업무는 주로 일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에 따라 당기 제2분기연결누

계기간에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국내무담보대출사업, 즉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철수하고 주축을 부동

산관련 보증사업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분할에 의한 무담보대출사업의 일부 양도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이자반환채무 분리 및 우발채무리스크 억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잔액은 사업자대상의 경우 상업어음 1,522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35.5％ 감소), 영업대출금은 부동산담보대출 증가로 2,944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7.1％ 증가), 

장기영업채권 82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7.3％ 감소)으로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4,550

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2.2％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대상의 경우 영업대출금 3,229백만 엔

(전년동기 대비 43.2％ 감소), 장기영업채권 24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77.1％ 감소)으로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3,47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8.5％ 감소)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5,550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5.4％ 감소), 부문이익은 일본보증 

관련 명예퇴직을 비롯한 사업구조개혁에 따른 경비절감효과로 1,56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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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보증부대출 등에도 주력하여 대출포트폴리오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은행업 대출금은 한국에서 

2014년 8월 JT친애저축은행이 계열금융회사로부터 대출사업을 양수하였고 2015년 1월에 JT저축은행을 

취득하였으며 신규대출건수 및 잔액 역시 증가하는 등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대출금

은 계열금융회사가 JT친애저축은행에 대출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2015년 3월 JT캐피탈 취

득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잔액은 은행업 대출금 139,693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1.5％ 증가), 영업대출금 44,389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329.0％ 증가), 장기영업채권 1,821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영업대출금잔액 합계는 46,21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283.1％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채권회수업무) 

주로 TA자산관리대부가 부실채권매입 및 회수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으로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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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매입채권잔액은 4,105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13,39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36.5％ 증가), 부문손실은 126백

만 엔(전년동기는 3,279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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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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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은행업 대출금은 76,001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6,140백만 엔, 부문손실은 대손충당금전입액 추가적립 등

으로 인하여 3,471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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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은 주식회사 브레이크에서 어뮤즈먼트기기용 경품의 제조·판매를, 어도어즈 주식

회사(이하 “어도어즈”라 한다)에서 어뮤즈먼트시설운영 등을,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에서 파칭코·파칭코 

슬롯머신의 주변기기 관련 컴퓨터시스템 개발 ·제조·판매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에 따라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어도어즈가 기존점포와 인기 애니메이션 등의 캐릭터 컨텐츠를 활용한 콜라보레

이션 기획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점포를 매개로 하는 컨텐츠 사업뿐 아니라 자

사 컨텐츠 개발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 취득으로 향후 

파칭코 슬롯머신기기 개발 시에 어도어즈의 자사 컨텐츠를 활용하는 등 그룹을 횡단하는 종합어뮤즈먼트

사업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의 영업수익은 8,363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8.7％ 증가), 부문이익은 

54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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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두

에 두고 수익기회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당기는 전기보다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분양주택시장의 착

공건수 회복경향을 배경으로 새로운 영업구역 확대 및 기존 구역의 물건판매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사업의 영업수익은 2,867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17.4％ 감소), 부문이익은 260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27.4％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⑥ 투자사업 

투자사업은 주로 싱가포르에서 JTA가 투자사업 및 투자처 경영지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JTA는 2015

년 5월에 타이증권거래소 1부상장회사인 Group Lease PCL의 전환사채인수를 완료하는 등 눈부시게 성

장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

는 사업전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의 영업수익은 837백만 엔(전년동기는 6백만 엔의 영업수익), 부문이익은 702백만 

엔(전년동기는 39백만 엔의 부문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⑦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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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노트가 상업시설건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호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일본개호복지그룹

은 2015년 8월 매각에 따라 연결자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사업의 영업수익은 99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24.9％ 감소), 부문손실은 172백만 엔(전

년동기는 35백만 엔의 부문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２)재정상태에 관한 설명 

① 자산, 부채, 순자산 상황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총자산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44,825백만 엔 감소한 495,893

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JT친애저축은행 및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2,193백만 엔 증가하였고 JTA의 보유유가증권의 시가상승과 Group Lease PCL의 전환사채인수로 인해 

영업투자유가증권이 3,791백만 엔 증가한 한편 현금 및 예금이 18,856백만 엔, 영업권이 3,850백만 엔 

감소하였으며 한국에서 JT친애저축은행이 계열금융회사의 채권을 양수하는 등 영업대출금이 14,752백만 

엔, 원금입금 및 채권매각 등으로 인한 은행업 대출금 11,705백만 엔 감소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입니다. 

부채는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에 비해 27,904백만 엔 감소하여 317,948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JT캐피탈의 주택할부금융채권 유동화 등으로 인해 1년 이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을 포함한 장기차

입금 12,547백만엔, 단기차입금 9,850백만 엔 증가 등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은행업 예금 37,073백만 엔, 

일본보증의 회사분할에 따른 무담보대출사업 일부양도 및 주식회사 크레디아 매각에 따라 이자반환손실충

당금이 6,297백만 엔 감소하는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입니다. 

순자산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16,920백만 엔 감소하여 177,945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잉여금 배당을 590백만 엔,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을 2,320백만 엔을 계상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2,911백만 엔 감소한데다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해 3,646백만 엔, 외화환산조정계정 8,192백

만 엔, 비지배주주지분이 763백만 엔 감소하는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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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당 순자산액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92엔 32전 감소하여 1,498엔 77전, 자기자본비

율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 34.8%에서 0.1포인트 하락하여 34.7％를 기록하였습니다. 

 

② 현금흐름 상황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직전 연결회계

연도 말에 비해 14,975백만 엔 감소하여 103,085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의 각 현금흐름 상황과 관련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감소는 26,889백만 엔(전년동기는 47,043백만 엔 자

금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실이 2,567백만 엔, JT친애저축은행의 은

행업 예금 감소액이 19,306백만 엔, 채권양수 및 신규대출증가에 따른 은행업 대출금 증가액이 6,949백

만 엔 등 각각의 자금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의 투자활동에 따른 자금 증가는 1,068백만 엔(전년동기는 4,639백만 엔 자

금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고정자산 관련 자금 순증액이 421백만 엔, 투자유가증권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425백만 엔 등 각각의 자금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의 재무활동에 따른 자금증가는 14,546백만 엔(전년동기는 17,926백만 엔 자

금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자기주식취득에 의한 지출 3,649백만 엔, 배당금 지급액 590백만 엔 등 

각각의 자금이 감소한 한편 단기차입금 관련 자금 순증액 10,621백만 엔, 장기차입금 관련 자금 순증액 

9,312백만 엔 등 각각의 자금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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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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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및 

직전연결회계연도에 대해서 분기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변환하였습니다.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분기연결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연결범위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자회사주식의 

취득 또는 매각에 관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구분으로 기재하였고, 연결범위변동을 수반

하는 자회사 주식취득 관련 비용 또는 연결범위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자회사주식의 취득 또는 매각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구분으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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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영업손실, 경상손실 및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실은 각각 54백

만 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자본잉여금이 385백만 엔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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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분기연결재무제표 

(１)분기연결재무상태표 

  (단위：백만 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5년 3월 31일)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2015년 9월 30일) 

자산의 부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41,742 122,886 

상업어음 2,355 1,522 

영업대출금 65,315 50,563 

은행업 대출금 224,401 212,695 

할부결제금 1,395 2,161 

매입채권 8,647 7,707 

구상권 1,124 1,295 

유가증권 17,874 20,067 

영업투자유가증권 6,595 10,387 

상품 및 제품 2,688 1,994 

재공품 515 1,685 

기타 16,131 20,028 

대손충당금 △20,525 △21,332 

유동자산합계 468,260 431,664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9,352 7,479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41,438 37,588 

기타 5,664 4,490 

무형고정자산합계 47,102 42,078 

투자기타자산   

장기영업채권 2,405 2,158 

기타 23,690 15,218 

대손충당금 △10,092 △2,705 

투자기타자산합계 16,002 14,671 

고정자산합계 72,458 64,228 

자산합계 540,718 495,893 



J 트러스트㈜ (8508) 2016 년 3 월기 제 2 분기 결산단신 

－ 8 － 

 

  (단위：백만 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5년 3월 31일)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2015년 9월 30일) 

부채의 부   

유동부채   

할인어음 2,226 1,462 

1 년내 상환예정 회사채 130 160 

단기차입금 7,862 17,712 

1 년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 5,987 5,339 

미지급법인세 등 1,157 416 

은행업예금 287,452 250,379 

소송손실충당금 200 － 

이자반환손실충당금 1,089 － 

사업정리손실충당금 905 － 

기타 15,587 11,634 

유동부채합계 322,598 287,104 

고정부채   

회사채 2,241 2,019 

장기차입금 11,009 24,204 

이자반환손실충당금 5,219 － 

채무보증손실충당금 422 439 

퇴직급여 관련 부채 414 1,109 

소송손실충당금 399 379 

기타 3,546 2,691 

고정부채합계 23,254 30,843 

부채합계 345,853 317,948 

순자산의 부   

주주자본   

자본금 53,604 53,614 

자본잉여금 52,945 52,571 

이익잉여금 73,709 70,797 

자기주식 △197 △3,843 

주주자본합계 180,062 173,13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기타유가증권 평가차액금 △42 △966 

외화환산조정계정 8,005 △187 

퇴직급여 관련 조정누계액 9 △144 

기타포괄이익누계액합계 7,972 △1,298 

신주예약권 167 203 

비지배주주지분 6,663 5,900 

순자산합계 194,865 177,945 

부채순자산합계 540,718 49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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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분기연결손익계산서 및 분기연결포괄이익계산서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백만 엔) 

 

전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4년 4월 1일~ 

2014년 9월 30일)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9월 30일) 

영업수익 31,979 37,778 

영업비용 14,442 19,448 

영업총이익 17,536 18,329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0,169 20,664 

영업손실(△) △2,632 △2,335 

영업외 수익   

수취이자 11 1 

수취배당금 29 64 

수취임차료 81 33 

유가증권운용이익 － 177 

환차익 96 97 

잡수입 61 85 

영업외 수익 합계 279 461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79 85 

감가상각비 10 5 

지분법에 따른 투자손실 － 101 

잡손실 15 134 

영업외 비용 합계 106 326 

경상손실(△) △2,459 △2,200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이익 3 213 

부의 영업권 발생익 22 － 

외화환산조정계정이입익 － 830 

기타 3 9 

특별이익합계 28 1,053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 5 25 

고정자산폐기손 86 8 

손상차손 691 1,066 

관계회사 주식매각손 － 285 

기타 2 35 

특별손실합계 786 1,420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실(△) △3,216 △2,567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1,023 1,042 

법인세 등 조정액 △755 △661 

법인세 등 합계 268 381 

분기순손실(△) △3,485 △2,949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또는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269 △628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3,75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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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연결포괄이익계산서) 

(제2기연결누계기간) 

  (단위：백만 엔) 

 

전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4년 4월 1일~ 

2014년 9월 30일)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9월 30일) 

분기순손실(△) △3,485 △2,949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3,571 △1,064 

외화환산조정계정 2,113 △8,193 

퇴직급여관련 조정액 △0 △155 

지분법적용회사에 대한 지분상당액 △465 － 

기타포괄이익합계 △1,924 △9,413 

분기포괄이익 △5,409 △12,362 

(내역)   

모회사 주주 관련 분기포괄이익 △5,752 △11,591 

비지배주주 관련 분기포괄이익 343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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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연결현금흐름계산서 

  (단위：백만 엔) 

 

전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4년 4월 1일~ 

2014년 9월 30일)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9월 30일)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세금 등 조정전 당기순이익 △3,216 △2,567 

주식보수비용 34 31 

감가상각비 1,393 1,275 

고정자산매각손익(△는 이익) 2 △188 

손상차손 691 1,066 

관계회사주식 매각손익(△는 이익) － 285 

외화환산조정계정이입익 － △830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22 － 

영업권 상각액 677 1,625 

지분법평가손익(△는 이익) － 101 

유가증권운용손익(△는 이익) － △177 

대손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470 △3,500 

대손상각액 6,354 4,643 

상여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 6 

사업정리손실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28 △905 

이자반환손실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1,196 72 

채무보증손실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11 34 

소송손실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 △200 

기타 충당금 증감액(△는 감소) △60 － 

퇴직급여관련부채 증감액（△는 감소） △56 714 

은행업의 예금증감액（△는 감소） 38,545 △19,306 

수입이자 및 배당금 △40 △66 

지급할인료 및 지급이자 2,370 7,379 

환차손익（△는 이익） － 19 

재고자산 증감액（△은 증가） 249 △476 

장기영업채권 증감액（△은 증가） 171 △803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증감액（△은 증가） 128 △1,972 

제한부예금 증감액(△는 증가) 4,141 2,908 

기타 △67 △4,134 

소계 49,611 △14,964 

이자 및 배당금 수령액 40 110 

이자 등 지급액 △2,473 △8,245 

법인세 등 지급액 △1,300 △2,022 

소계 45,878 △25,121 

상업어음 증가액 △3,641 △2,525 

상업어음 감소액 3,642 3,351 

영업대출금 증가액 △5,686 △10,258 

영업대출금 감소액 12,839 18,339 

은행업의 대출금 증감액（△은 증가） 605 △6,949 

영업투자유가증권 증감액(△는 증가) △8,677 △3,791 

할부결제금 증가액 △36,813 △1,681 

할부결제금 감소액 39,493 905 

매입채권 증가액 △900 △340 

매입채권 감소액 551 1,449 

구상권 증가액 △504 △699 

구상권 감소액 256 432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47,043 △2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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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백만 엔) 

 

전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4년 4월 1일~ 

2014년 9월 30일)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9월 30일)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정기예금 증감액（△은 증가） △197 1,556 

유형고정자산 취득에 의한 지출 △1,293 △889 

유형고정자산 매각에 의한 수입 13 1,378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의한 지출 △2,380 △68 

유가증권 취득에 의한 지출 － △28,601 

유가증권 매각에 의한 수입 － 13,472 

유가증권 상환에 의한 수입 2 14,048 

투자유가증권 취득에 의한 지출 △784 － 

투자유가증권 매각에 의한 수입 － 425 

투자유가증권 상환에 의한 수입 0 － 

관계회사주식 취득에 따른 지출 － △206 

자회사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지출 △0 － 

연결 범위 변경에 따른 자회사 주식 매각에 

의한 지출 
－ △403 

연결 범위 변경에 따른 자회사 주식 매각에 

의한 수입 
－ 355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4,639 1,068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어음할인에 의한 수입 3,570 2,553 

어음할인 감소에 의한 지출 △3,529 △3,317 

단기차입에 의한 수입 7,020 17,855 

단기차입금 상환에 의한 지출 △7,318 △7,234 

장기차입에 의한 수입 6,920 23,297 

장기차입금 상환에 의한 지출 △19,771 △13,984 

회사채 발행에 의한 수입 300 － 

회사채 상환에 의한 지출 △4,357 △51 

리스 채무 상환에 의한 지출 △110 △55 

세일 앤 리스백에 의한 수입 86 6 

자기주식 처분에 의한 수입 － 0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지출 △0 △3,649 

신주예약권 발행에 의한 수입 － 13 

스톡옵션 행사에 의한 수입 9 11 

배당금 지급액 △589 △590 

비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158 △158 

연결범위가 변경되지 않는 자회사주식 취득에 

의한 지출 
－ △149 

기타 － △0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17,926 14,546 

현금 및 현금성자산 관련 환산차액 3,837 △3,7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감액（△는 감소） 28,315 △14,975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초잔액 131,349 118,060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분기말잔액 159,664 10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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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사항 

(계속기업 전제에 관한 주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주자본 금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의 주석) 

당사는 2015년 5월 14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 3,613,300주 취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에 따라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자기주식이 3,646백만 엔 증가하여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자

기주식은 3,843백만 엔입니다. 

(부문별 정보 등) 

【부문별 정보】 

Ⅰ 전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2014년 4월 1일 ~ 2014년 9월 30일) 

１．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보고부문 

 
국내 

금융사업 

한국 

금융사업 

동남아시아 

금융사업 

종합엔터테인

먼트사업 
부동산사업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10,133 9,811 － 7,686 3,472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29 － － 11 0 

계 10,162 9,811 － 7,697 3,472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810 △3,279 － 399 358 

   (단위：백만 엔) 

 보고부문 

기타 

(주) 
합계 

 투자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6 31,110 869 31,979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 40 451 492 

계 6 31,150 1,320 32,471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39 △1,750 3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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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0 

“기타”항목의 손실(△) 35 

부문 간 거래 소거 32 

전사비용(주) △950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영업손실(△)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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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사업”부문에서 영업권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밑돌아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까

지 감액하고 당해 감소액을 손상차손으로 특별손실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기 제2분기연결누

계기간의 당해 손상차손의 계상액은 691만엔입니다 

(영업권 금액의 중요한 변동)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금액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４．보고부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Ⅱ 당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2015년 4월 1일 ~ 2015년 9월 30일) 

１．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보고부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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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注)”기타”항목은 보고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문이며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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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기타”항목의 이익(△) △172 

부문 간 거래 소거 22 

전사비용(주) △1,166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영업손실(△)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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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영업권 금액의 중요한 변동)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４． 보고부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당사 그룹의 경영관리구분 개편실시 결과, 당기 제1분기연결회계기간부터 보고부문에 대하여 기존

의 “금융사업”“부동산사업”“어뮤즈먼트사업”“해외사업” 등 4개로 구분하였던 것을 “금융사업”의 명

칭을 변경하여 “국내금융사업”으로 “어뮤즈먼트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으로, 

“해외사업”을 세분화 하여 “한국금융사업” “동남아시아금융사업”으로 분할하고 “부동산사업”을 추가

하여 5개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에 속해있던 “해외투자사업”을 “기타”에, “기타”에 속해 있던 “파칭코·파칭코 슬롯

머신의 주변기기 관련 컴퓨터 시스템 등의 개발·제조·판매사업”을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에 포함시

켰습니다.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부터 “기타”에 속하던 “투자사업”의 양적 중요성이 증대하여 새로운 보

고부문을 추가하여 “국내금융사업””한국금융사업””동남아시아금융사업””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부동

산사업””투자사업” 등 6개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제2분기연결누계기간의 부문정보는 변경 후 보고부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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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보충정보 

영업실적 

(１)대출금잔액내역 

구분 

전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4년 9월 30일 현재)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9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국내 

소비자 업무 

무담보대출 6,222 6.5 3,061 1.1 

 (932)  (217)  

기업결합조정 △32 △0.0 △0 △0.0 

유담보대출 551 0.6 410 0.2 

 (125)  (24)  

소계 6,741 7.1 3,471 1.3 

 (1,057)  (241)  

사업자 대출업무 

상업어음할인 2,368 2.5 1,522 0.6 

 (5)  (－)  

무담보대출 627 0.7 247 0.1 

 (36)  (4)  

유담보대출 1,457 1.5 2,779 1.0 

 (46)  (77)  

소계 4,453 4.7 4,550 1.7 

 (89)  (82)  

상업어음할인 합계 2,368 2.5 1,522 0.6 

 (5)  (－)  

영업대출금 합계 8,826 9.3 6,498 2.4 

 (1,141)  (324)  

합계 11,194 11.8 8,021 3.0 

 (1,146)  (324)  

해외 

소비자 대출업무 

무담보대출 11,997 12.7 15,691 5.9 

 (1,665)  (1,808)  

유담보대출 64 0.1 26,196 9.8 

 (48)  (13)  

소계 12,061 12.8 41,888 15.7 

 (1,714)  (1,821)  

사업자 대출업무 

무담보대출 － － 368 0.1 

 (－)  (－)  

유담보대출 － － 3,954 1.5 

 (－)  (－)  

소계 － － 4,323 1.6 

 (－)  (－)  

영업대출금 합계 
 

12,061 12.8 46,211 17.3 

(1,714)  (1,821)  

은행업 대출금 

한국 
71,364 75.4 136,693 51.2 

(－)  (－)  

인도네시아 
－ － 76,001 28.5 

(－)  (－)  

소계 
71,364 75.4 212,695 79.7 

(－)  (－)  

합계 83,425 88.2 258,907 97.0 

 (1,714)  (1,821)  

총합계 94,620 100.0 266,928 100.0 

 (2,861)  (2,146)  

(주)１. (  )안은 장기영업채권으로 상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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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전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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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할부결제금 잔액 

구분 

전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4년 9월 30일 현재)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9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금액(백만 엔) 

할부결제금 잔액 
36,902 2,172 

(754) (11) 

(주)1．(  )안은 장기영업채권으로 상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전기 제4분기연결회계기간에 “KC카드“ 브랜드를 양도함에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할부결제금잔

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３)채무보증 잔액내역 

구분 

전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4년 9월 30일 현재) 

당기 제2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9월 30일 현재)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 

무담보 22,718 51.2 15,041 37.0 

유담보 21,654 48.8 25,664 63.0 

합계 44,373 100.0 40,706 100.0 

 

(４) 영업수익 내역 

(단위：백만 엔) 

구분 

전기 제2분기 

연결누계기간 

당기 제2분기 

연결누계기간 
직전 연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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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30일) 2015년 9월 30일) 2015년 3월 31일) 

Ⅰ．대출금이자·      

수취할인료 １．소비자 (1) 무담보대출 3,844 1,090 4,674 

  (2) 유담보대출 46 673 80 

  소비자 합계 3,891 1,763 4,755 

 ２．사업자 (1) 상업어음할인 95 75 188 

  (2) 무담보대출 37 13 62 

  (3) 유담보대출 52 131 117 

  사업자 합계 185 220 367 

 소계 4,076 1,984 5,123 

Ⅱ． 은행업 영업수익 １．한국 6,278 10,773 14,376 

  ２．인도네시아 － 6,140 － 

  소계 6,278 16,913 14,376 

Ⅲ．매입채권 회수액 1,412 1,643 3,439 

Ⅳ．부동산사업 매출 3,472 2,866 5,821 

Ⅴ．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매출 7,686 8,363 15,960 

Ⅵ．할부결제수수료 3,171 91 4,701 

Ⅶ．기타 1．수취수수료 134 304 273 

  2．수취보증료 1,315 908 2,443 

  3．매각채권추심이익 2,344 2,156 4,809 

  4．예금이자 72 71 239 

  5．기타 금융수익 582 318 1,051 

  6．기타 1,432 2,157 5,041 

  소계 5,881 5,915 13,858 

영업수익 합계 31,979 3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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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분기연결누계기간부터 “Ⅴ.어뮤즈먼트사업 매출액”에 “파칭코·파칭코 슬롯머신 주변기기 관련 

컴퓨터 시스템 등 개발·제조·판매사업 매출액”을 포함하여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매출액”으로 기재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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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