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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 3 월기 제 3 분기의 연결 실적(2015 년 4 월 1 일~2015 년 12 월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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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2016 년 3 월기 제 3 분기 54,947 20.4 △2,108 - △1,525 - △1,045 - 

2015 년 3 월기 제 3 분기 48,120 9.3 △3,321 - △316 - △1,142 - 

(주) 포괄이익  2016 년 3 월기 제 3 분기 △703 백만 엔(-％)   2015 년 3 월기 제 3 분기 360 백만 엔(91.7％) 

 

 
주당 분기순이익 

잠재주식조정 후 

주당 분기순이익 

 

 엔 전 엔 전  

2016 년 3 월기 제 3 분기 △9.01 -  

2015 년 3 월기 제 3 분기 △9.68 -  

(주) 2015 년 3 월기 제 3 분기 및 2016 년 3 월기 제 3 분기의 잠재주식 조정 후 주당 분기순이익의 경우 잠재주식은 존재하

나 주당 분기순손실이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연결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주당순자산 

 백만 엔 백만 엔 % 엔 전 

2016 년 3 월기 제 3 분기 509,007 174,399 33.1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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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기자본 2016 년 3 월기 제 3 분기 16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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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기 예상 연결실적(2015년 4월 1일~ 2016 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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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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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재표시”를 참

조하십시오. 

 

(4) 기발행주식수 (보통주)    

① 기말발행주식수 

(자기주식 포함) 
2016 년 3 월기 3Q 112,441,554 주 2015 년 3 월기 118,589,354 주 

② 기말자기주식수 2016 년 3 월기 3Q 409,720 주 2015 년 3 월기 409,540 주 

③ 기중평균주식수 

(분기누계) 
2016 년 3 월기 3Q 116,049,067 주 2015 년 3 월기 3Q 118,028,515 주 

 

※ 분기검토절차의 실시 상황에 관한 표시 

본 분기결산단신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검토절차 제외대상으로 본 분기결산단신의 공시시점에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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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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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2 월 15 일에 애널리스

트 대상 결산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해 설명회의 동영상 및 자료는 설명회 개최 후 당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

입니다.  



 

  1  

○첨부자료 목차 

 

１．당기 분기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2 

(1)경영성적에 관한 설명 …………………………………………………………………………………………… 2 

(2)재정상태에 관한 설명 …………………………………………………………………………………………… 5 

(3)연결실적예상 등의 미래예측정보에 관한 설명 ……………………………………………………………… 6 

２．요약정보(주석사항)관련 사항 ……………………………………………………………………………………… 6 

(1)회계방침의 변경·회계상의 추정 변경·수정재표시…………………………………………………………… 6 

３．분기연결재무제표 …………………………………………………………………………………………………… 7 

(1)분기연결재무상태표 ………………………………………………………………………………………………… 7 

(2)분기연결이익계산서 및 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 …………………………………………………………… 9 

분기연결이익계산서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 9 

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 10 

(3)분기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사항 ……………………………………………………………………………… 11 

(계속기업 전제에 관한 주석) ……………………………………………………………………………………… 11 

(주주자본 금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의 주석) ………………………………………………………… 11 

(부문별 정보 등) …………………………………………………………………………………………………… 11 

４．보충정보 ……………………………………………………………………………………………………………… 14 



 

  2  

１． 당기 분기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１) 경영성적에 관한 설명 

당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에는 미국 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한편 유럽경제도 완만한 회복이 기대되었

으나 중국의 경기침체가 뚜렷해져 신흥국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압력 리스크가 우려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전망

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도 정부·일본은행의 금융·경제정책 등을 배경으로 일부 기업

의 수익향상과 고용정세 개선 등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엔화약세의 영향 및 실질금리 저하, 소비세 인상 후의 

절약경향의 영향 등으로 인한 소비자심리의 위축 장기화와 이에 따른 일부 기업의 실적우려 등 상황의 변화를 

늘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장기적 시점에서 보면 동남아시아 등 신흥지역의 잠재성장력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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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 당기를 초년도로 하는 중기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특히 앞으로 큰 경제성장이 기대되

는 아시아 지역의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

개하는 등 경영기반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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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국가에서 “J트러스트” 브랜드를 통일되게 사용하여 브랜드 가

치를 향상시키고 아시아지역 내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실적 기여를 도모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서 2014년 11월 주식취득한 동국의 상업은행 PT Bank Mutiara Tbk.의 상호를 2015년 6월에 PT Bank 

JTrust Indonesia Tbk.(이하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인도네시

아 예금보험기구 지배 하에 있던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의 재건을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삼고 부실채권비

율을 낮춰 재무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NPL(Non-Performing Loan:부실채권)을 PT 

JTRUST INVESTMENTS INDONESIA(이하 “JTII”라 한다)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JTII는 NPL채

권회수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며 담보부동산 조기 매각 및 사업재건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회수 증가를 통

해 수익확대를 도모하고,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은 NPL채권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업 본연의 업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체제로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은행업무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임

원을 신규채용하여 매니지먼트체제를 쇄신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JTRUST ASIA PTE.LTD.(이하 “JTA”라 한다) 가 2015년 5월 인수한 Group Lease 

PCL(타이: 타이증권거래소 1부상장, 이하 “GL”이라 한다)의 전환사채를 2015년 12월에 주식전환하여 동사

의 기발행보통주식6.43%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의 파이낸스 제공 및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판매금융사업 공동전개, 당사 그룹의 동남아시아지역 사업전개 시의 

업무제휴 등 인도네시아 및 기타 동남아시아지역에서 협업하여 리스업 및 소비자금융사업의 성장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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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하였습니

다. 그 일환으로 2015년 7월에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상호를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JT친애저

축은행”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및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정상채권은 각 저축은행으로, 부실채권은 TA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이하 “TA자산관리대부”라 한다)

에 집중하고 사업효율화를 도모해 왔으나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2015년 10월에 매각한 후 연결자

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ⅲ) 국내 사업전개 관련 

당사 그룹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을 위해 정부부처의 비트코인 관련 제도정비 움직임

을 앞서 포착하고 2015년 5월에 비트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BTC박스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26.46%를 제3

자 할당을 통해 인수하였고(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에 소유하는 일부 주식을 양도하여 지분법 범위에서 

제외) JTA의 연결자회사로 2015년 7월에 JTRUST BITCOIN PTE.LTD(싱가포르 법인, 현 JTRUST 

FINTECH PTE.LTD.)를 설립하였습니다. 동사는 현재 핀테크 관련정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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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검토 중인 비트코인사업 관련 법정비를 고려하여 비트코인과 각종 통화 간 증거금거래사업을 시작

으로 비트코인을 축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전개를 예정하는 등 동사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활용한 신규 비

즈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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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자본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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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주식취득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2월에는 기발행주식총수를 줄임으로써 주주

에 대한 이익환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에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자본배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당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의 영업수익은 2015년 １월의 “KC카드” 브랜드 양도에 따른 할부결제금 수수

료가 감소하고 한국의 TA자산관리대부,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및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3사를 총칭하여 “계열금융회사”라 한다)가 JT친애저축은행에 대출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대출금이자가 감소

한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의 계열금융회사 대출사업양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신규대출채권 증가, 또한 

직전 연결회계연도에 취득한 JT저축은행 및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의 수익기여로 인한 은행업 영업수익 

증가, JTA의 GL전환사채 평가익 및 전환 시 실현이익 계상으로 인한 기타영업수익 증가의 결과 57,947백

만 엔(전년동기 대비 20.4％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손익은 전기 제3분기연결회계누계기간에 JT친애저축은행에서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채권매각손을 계

상하였고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하는 등 일시적인 손실을 계상했던 것에 비해 대손충당금전입액이 감소하

였고 “KC카드”브랜드 양도 및 일본보증에서 회사분할에 의한 무담보대출 사업의 일부양도에 따라 이자반환

채무가 감소하여 이자반환손실충당금전입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감소한 한편 

당사 그룹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종업원수 증가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며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  

취득에 따른 영업권 상각액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한 결과 2,108백만 엔

의 영업손실(전년동기는 3,321백만 엔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상손익은 환차익 계상 등으로 인해 1,525백만 엔의 경상손실(전년동기는 316백만 엔의 경상손실), 모회

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익은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계상 등으로 인해 1,045백만 엔

의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전년동기는 1,142백만 엔의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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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 중점시책은 부동산관련 보

증사업에 주력하는 것이며 대형 주택건설회사, 플랫35 대리점 등과 제휴하여 플랫35와의 협조융자형 임

대주택대출보증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보증구조(scheme)를 통한 보증잔액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C카드” 브랜드 양도로 인해 보증업무제휴처는 6개 기관 감소하였으나 2015년 12월 말 현재, 지

역금융기관 5개 기관과 보증업무제휴를 체결 중이며 앞으로 기관당 보증잔액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채무보증잔액은 무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15,247백만 엔(전

년동기 대비 34.5％ 감소), 임대주택대출보증 증가로 유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30,062백만 엔(전년동기 대

비 33.9％ 증가)으로 채무보증잔액합계는 45,310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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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매입채권잔액은 3,326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5.0％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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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 

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는 주로 J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할부판매를 통한 신용

판매업무를 중심으로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확보에 힘쓰고 있으나 

대출잔액은 주로 “KC카드” 브랜드 양도로 인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할부결제금잔액은 2,409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3.2％ 감소, 

장기영업채권은 13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8.1％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할부결제금잔액의 합계는 

2,422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3.3％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업무) 

국내 기타금융업무는 주로 일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에 따라 대규모 명예퇴직을 

비롯한 사업구조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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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잔액은 사업자대상의 경우 상업어음 1,401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41.1％ 감소), 영업대출금은 부동산담보대출 증가로 2,616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27.3％ 증가), 

장기영업채권 98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1.3％ 증가)으로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4,117

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2％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대상의 경우 영업대출금 2,847백만 엔

(전년동기 대비 47.6％ 감소), 장기영업채권 283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73.0％ 감소)으로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3,13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51.7％ 감소)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8,474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5.7％ 감소), 부문이익은 일본보증 

관련 명예퇴직을 비롯한 사업구조개혁에 따른 경비절감효과로 2,874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101.3％ 증가)

을 기록하였습니다. 

 

②  한국금융사업 

(저축은행·캐피탈업) 

JT친애저축은행 및 JT저축은행이 저축은행업무를, JT캐피탈이 할부업무 및 리스업무를 영위하고 있습

니다. 전기까지 실시한 M&A 등을 통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사업기반은 이미 확립하였으며 앞으로는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채권잔액을 적극적으로 증대하고 수익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중기경

영계획상으로는 우량한 소비자대출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대기업대출, 유담보대출, 정부보증

부대출 등에도 주력하여 대출포트폴리오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은행업 대출금은 한국에서 2014년 8

월 JT친애저축은행이 계열금융회사로부터 대출사업을 양수하였고 2015년 1월에 JT저축은행을 취득하였

으며 신규대출건수 및 잔액이 순조롭게 증가하는 등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대출금은 

계열금융회사가 JT친애저축은행에 대출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2015년 3월 JT캐피탈 취득으

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잔액은 은행업 대출금 150,135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0.4％ 증가), 영업대출금 45,33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64.3％ 증가), 장기영업채권 1,965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43.2％ 증가),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영업대출금잔액 합계는 47,296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02.9％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채권회수업무) 

TA자산관리대부가 부실채권매입 및 회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으로는 높은 회수력

과 준법성을 바탕으로 채권잔액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매입채권잔액은 3,726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19,977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5.5％ 증가), 부문이익은 55백만 

엔(전년동기는 4,230백만 엔의 부문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③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은행업무) 

인도네시아에서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이 은행업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계획상으로는 장기

간에 걸쳐 예금보험기구 관리 하에 있던 동행의 재건에 힘쓰고, 우선적으로 부실채권비율을 낮춰 재무건

전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JTII에 NPL채권 양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은행업에 정통한 매니지

먼트 체제로 이행함으로써 앞으로는 중소사업자·소비자대출잔액 확대를 통한 영업자산잔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예금보험기구관리 하에서 실행된 비효율적인 대출 감소, 조달금리 저감, 해외 네트워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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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한 수수료 수입 확대 등 수익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은행업 대출금은 71,820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채권회수업무) 

인도네시아에서 JTII가 채권회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에

서 양수한 NPL채권에 관하여 담보부동산의 조기매각 및 사업재건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회수 증가를 

통해 수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9,038백만 엔, 부문손실은 J트러스트 인도네시아은행 취득

에 따른 영업권 상각액 계상 및 대손충당금전입액 추가적립 등으로 인하여 5,773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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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경영계획에 따라 종합엔

터테인먼트 사업은 어도어즈가 기존점포와 인기 애니메이션 등의 캐릭터 컨텐츠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기획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점포를 매개로 하는 컨텐츠 사업뿐 아니라 자사 컨

텐츠 개발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취득으로 향

후 유기기구 개발 시에 어도어즈의 자사 컨텐츠를 활용하는 등 그룹을 횡단하는 종합어뮤즈먼트사업의 구

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의 영업수익은 12,491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3.7％ 증가), 부문손실은 

118백만 엔(전년동기는 421백만엔의 부문이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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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2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8％ 감소), 부문이익은 366백만 엔

(전년동기 대비 11.6％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⑥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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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5월에 인수한 타이증권거래소 1부상장회사인 GL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6.43%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GL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눈부시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전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의 영업수익은 2,723백만 엔(전년동기는 8백만 엔의 영업수익), 부문이익은 2,524백

만 엔(전년동기는 80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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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6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42.7％ 감소), 부문손실은 140백만 엔

(전년동기는 141백만 엔의 부문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２）재정상태에 관한 설명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총자산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31,711백만 엔 감소한 509,007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JT친애저축은행 및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16,749백만 엔 증가하였고 JTA의 보유유가증권의 시가상승과 GL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해 

영업투자유가증권이 7,799백만 엔 증가한 한편 현금 및 예금이 26,498백만 엔, 영업권이 8,264백만 엔 

감소하는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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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에 비해 11,245백만 엔 감소하여 334,607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JT캐피탈의 영업자금 차입 등으로 인한 1년 이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을 포함한 장기차입금 18,756백만 엔 

증가 등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은행업 예금 19,756백만 엔, 일본보증의 회사분할에 따른 무담보대출사업 일부

양도 및 주식회사 크레디아 매각 등에 따라 이자반환손실충당금이 6,298백만 엔 감소하는 등으로 인해 감소

하였습니다. 

순자산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20,466백만 엔 감소하여 174,399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자기주식 소각 6,055백만 엔, 잉여금 배당 1,164백만 엔,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을 1,045백만 

엔을 계상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8,264백만 엔 감소한데다 외화환산조정계정이 11,862백만 엔 감소하는 등으

로 인해 감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당 순자산액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88엔 58전 감소하여 1,502엔 51전, 자기자본비율은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 34.8%에서 1.7포인트 하락하여 33.1％를 기록하였습니다. 

 

(３) 연결실적예상 등의 미래예측정보에 관한 설명 

당사 그룹의 온기연결실적예상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사 그룹은 온기연결실적

예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경영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한국금융사업에서 NPL채권매각을 통한 매각이익 계상이 예상됩니다. 

② 동남아시아금융사업에서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의 NPL채권을 자회사로 이전하는 작업이 종료되어 부

실채권처리가 일단락 되어 향후에는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개선 및 자산규모 확대, 금리

부담 경감, 경비절감, 매니지먼트체제 쇄신 등 사업구조개혁의 성과가 수익개선에 공헌할 것으로 생각합

니다. 또한 NPL채권 양도에 따른 연체율 저하가 예상되어 대손충당금 환입도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금융사업은 당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에 IFRS기분 실적이 호조세로 추이하고 있어 제4분기 연결

회계기간의 실적에도 공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6년 3월기 온기연결실적예상은 2015년 5월 25일 공표 실적예상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주) 이상의 실적예상은 당사 그룹이 발표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를 통해 내린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나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당사가 당해 수치의 달성을 약속하는 취지의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실적은 여러 가

지 요인의 변화에 따라 기재된 미래전망과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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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및 

직전연결회계연도에 대해서 분기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변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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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분기연결누계기간의 영업손실, 경상손실 및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실은 각각 54백

만 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자본잉여금이 385백만 엔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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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분기연결재무제표 

(１) 분기연결재무상태표 

  (단위：백만 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5년 3월 31일)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2015년 12월 31일) 

자산의 부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41,742 115,243 

상업어음 2,355 1,401 

영업대출금 65,315 50,795 

은행업 대출금 224,401 221,955 

할부결제금 1,395 2,409 

매입채권 8,647 7,053 

구상권 1,124 1,417 

유가증권 17,874 34,624 

영업투자유가증권 6,595 14,394 

상품 및 제품 2,688 2,245 

재공품 515 1,910 

기타 16,131 16,926 

대손충당금 △20,525 △21,106 

유동자산합계 468,260 449,270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9,352 7,787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41,438 33,173 

기타 5,664 4,673 

무형고정자산합계 47,102 37,846 

투자기타자산   

장기영업채권 2,405 2,360 

기타 23,690 14,704 

대손충당금 △10,092 △2,963 

투자기타자산합계 16,002 14,102 

고정자산합계 72,458 59,736 

자산합계 540,718 5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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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백만 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5년 3월 31일)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2015년 12월 31일) 

부채의 부   

유동부채   

할인어음 2,226 1,290 

1 년내 상환예정 회사채 130 60 

단기차입금 7,862 12,482 

1 년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 5,987 12,833 

미지급법인세 등 1,157 336 

은행업예금 287,452 267,696 

소송손실충당금 200 － 

이자반환손실충당금 1,089 － 

사업정리손실충당금 905 － 

기타 15,587 11,162 

유동부채합계 322,598 305,861 

고정부채   

회사채 2,241 1,981 

장기차입금 11,009 22,920 

이자반환손실충당금 5,219 － 

채무보증손실충당금 422 420 

퇴직급여 관련 부채 414 475 

소송손실충당금 399 337 

기타 3,546 2,609 

고정부채합계 23,254 28,746 

부채합계 345,853 334,607 

순자산의 부   

주주자본   

자본금 53,604 53,616 

자본잉여금 52,945 52,571 

이익잉여금 73,709 65,445 

자기주식 △197 △406 

주주자본합계 180,062 171,226 

기타포괄이익누계액   

기타유가증권 평가차액금 △42 1,032 

외화환산조정계정 8,005 △3,856 

퇴직급여 관련 조정누계액 9 △73 

기타포괄이익누계액합계 7,972 △2,897 

신주예약권 167 185 

비지배주주지분 6,663 5,885 

순자산합계 194,865 174,399 

부채순자산합계 540,718 5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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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분기연결손익계산서 및 분기연결포괄이익계산서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백만 엔) 

 

전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2014년 ４월 １일 

~ 2014년 12월 31일) 

당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４월 １일 

~ 2015년 12월 31일) 

영업수익 48,120 57,947 

영업비용 21,522 28,998 

영업총이익 26,597 28,948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9,918 31,057 

영업손실(△) △3,321 △2,108 

영업외 수익   

수취이자 11 1 

수취배당금 32 66 

수취임차료 121 52 

유가증권운용이익 － 206 

환차익 3,014 534 

잡수입 104 179 

영업외 수익 합계 3,285 1,040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118 118 

감가상각비 15 8 

지분법에 따른 투자손실 117 101 

잡손실 29 229 

영업외 비용 합계 281 457 

경상손실(△) △316 △1,525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이익 5 213 

관계회사 주식매각익 － 601 

부의 영업권 발생익 1,042 － 

외화환산조정계정이입익 － 830 

기타 13 26 

특별이익합계 1,061 1,671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 25 35 

고정자산폐기손 94 14 

손상차손 704 1,102 

관계회사 주식매각손 － 285 

기타 19 37 

특별손실합계 844 1,475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손실(△) △100 △1,329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821 1,014 

법인세 등 조정액 △61 △700 

법인세 등 합계 760 314 

분기순손실(△) △860 △1,644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또는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282 △599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1,14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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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연결포괄이익계산서)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백만 엔) 

 

전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2014년 4월 1일~ 

2014년 12월 31일) 

당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2015년 4월 1일~ 

2015년 12월 31일) 

분기순손실(△) △860 △1,644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3,601 891 

외화환산조정계정 4,786 △11,865 

퇴직급여관련 조정액 36 △84 

기타포괄이익합계 1,221 △11,058 

분기포괄이익 360 △12,703 

(내역)   

모회사 주주 관련 분기포괄이익 △197 △11,915 

비지배주주 관련 분기포괄이익 558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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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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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0,000주 취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에 따라 당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의 자기주식이 6,264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12월 

17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 6,250,000주의 소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제3분

기연결회계기간의 이익잉여금이 8,264백만 엔, 자기주식이 6,055백만엔 각각 감소하여 당기 3분기연결회계기

간 말의 이익잉여금은 65,445백만 엔, 자기주식은 406백만 엔입니다. 

 

(부문별 정보 등) 

【부문별 정보】 

Ⅰ 전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2014년 4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１．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보고부문 

 
국내 

금융사업 

한국 

금융사업 

동남아시아 

금융사업 

종합엔터테인

먼트사업 
부동산사업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15,584 13,734 － 12,031 4,759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32 － － 11 0 

계 15,616 13,734 － 12,042 4,760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1,427 △4,230 － 421 414 

 

   (단위：백만 엔) 

 보고부문 

기타 

(주) 
합계 

 투자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8 46,118 2,002 48,120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 45 645 690 

계 8 46,163 2,648 48,811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80 △2,047 14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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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지도업무, 인쇄관련업무, 설계시공업무 등입니다. 

 

２．보고부문별 자산 관련 정보 

“동남아시아금융사업”부문에서 인도네시아 상업은행인 PT Bank Mutiara Tbk.(현 PT Bank JTrust 

Indonesia Tbk.)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사 연결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일 대비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의 “동남아시아금융사업”부문의 자산액은 159,507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부문에서 JTRUST ASIA PTE.LTD.가 증자를 실시하는 등의 요인으로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일 대비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의 “투자사업”부문의 자산액은 11,304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나아가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부문에서 신규자회사를 취득하는 등의 요인으로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일 대비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의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부문의 자산액은 3,187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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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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7 

“기타”항목의 이익 141 

부문 간 거래 소거 50 

전사비용(주) △1,466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영업손실(△)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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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금융사업”부문에서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에 인도네시아 상업은행인 PT Bank 

Mutiara Tbk.(현 PT Bank JTrust Indonesia Tbk.)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사 연결자회사로 편입

함에 따라 영업권이 35,676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부문의 신규 자회사 취득으로 인해 부의 영업권 4백만 엔이 발생하여 

당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 특별이익(부의 영업권 발생익)을 계상하였습니다. 

 

５．보고부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Ⅱ 당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2015년 4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１．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보고부문 

 
국내 

금융사업 

한국 

금융사업 

동남아시아 

금융사업 

종합엔터테인

먼트사업 
부동산사업 

영업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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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179 － － 0 2 

계 8,474 19,977 9,038 12,491 4,292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2,874 55 △5,773 △118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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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백만 엔) 

 보고부문 

기타 

(주) 
합계 

 투자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 영업수익 2,632 56,724 1,223 57,947 

부문 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수익 
90 273 293 567 

계 2,723 56,998 1,516 58,514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2,524 △72 △14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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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보고부문별 자산 관련 정보 

“국내금융사업”부문에서 당사 연결자회사 J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가 당사에 대하여 잉여금 배당을 

실시하는 등의 요인으로 직전 연결회계연도 말일 대비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의 “국내금융사업”

부문 자산액은 34,329백만 엔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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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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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의 중요성이 낮아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５． 보고부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당사 그룹의 경영관리구분 개편실시 결과, 제1분기연결회계기간부터 보고부문에 대하여 기존의 “금

융사업”“부동산사업”“어뮤즈먼트사업”“해외사업” 등 4개로 구분하였던 것을 “금융사업”의 명칭을 변

경하여 “국내금융사업”으로 “어뮤즈먼트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으로, “해외

사업”을 세분화 하여 “한국금융사업” “동남아시아금융사업”으로 분할하고 “부동산사업”을 추가하여 

5개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에 속해있던 “해외투자사업”을 “기타”에, “기타”에 속해 있던 “유기기구 주변기기 

관련 컴퓨터 시스템 등의 개발·제조·판매사업”을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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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추가하여 “국내금융사업””한국금융사업””동남아시아금융사업””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부동산사업””

투자사업” 등 6개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제3분기연결누계기간의 부문정보는 변경 후 보고부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였

습니다. 

 

이익 금액 

보고부문 합계 △72 

“기타”항목의 손실(△) △140 

부문 간 거래 소거 32 

전사비용(주) △1,928 

분기연결손익계산서 영업손실(△)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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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보충정보 

영업실적 

(１)대출금잔액내역 

구분 

전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국내 

소비자 업무 

무담보대출 5,934 3.4 2,803 1.0 

 (931)  (259)  

기업결합조정 △30 △0.0 △0 △0.0 

유담보대출 582 0.3 328 0.1 

 (118)  (24)  

소계 6,487 3.7 3,131 1.1 

 (1,049)  (283)  

사업자 대출업무 

상업어음할인 2,387 1.4 1,401 0.5 

 (5)  (－)  

무담보대출 601 0.3 229 0.1 

 (37)  (5)  

유담보대출 1,545 0.9 2,485 0.9 

 (53)  (92)  

소계 4,534 2.6 4,117 1.5 

 (97)  (98)  

상업어음할인 합계 2,387 1.4 1,401 0.5 

 (5)  (－)  

영업대출금 합계 8,634 4.9 5,846 2.1 

 (1,141)  (382)  

합계 11,021 6.3 7,248 2.6 

 (1,147)  (382)  

해외 

소비자 대출업무 

무담보대출 9,342 5.3 19,081 6.9 

 (1,347)  (1,951)  

유담보대출 63 0.0 24,084 8.7 

 (24)  (13)  

소계 9,405 5.3 43,165 15.6 

 (1,372)  (1,965)  

사업자 대출업무 

무담보대출 － － 450 0.2 

 (－)  (－)  

유담보대출 － － 3,679 1.3 

 (－)  (－)  

소계 － － 4,130 1.5 

 (－)  (－)  

영업대출금 합계 

 

9,405 5.3 47,296 17.1 

(1,372)  (1,965)  

은행업 대출금 

한국 
78,857 45.0 150,135 54.3 

(－)  (－)  

인도네시아 
76,083 43.4 71,820 26.0 

(－)  (－)  

소계 
154,941 88.4 221,955 80.3 

(－)  (－)  

합계 164,346 93.7 269,252 97.4 

 (1,372)  (1,965)  

총합계 175,368 100.0 276,501 100.0 

 (2,519)  (2,347)  

(주)１. (  )안은 장기영업채권으로 상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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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전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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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할부결제금 잔액 

구분 

전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금액 (백만 엔) 금액 (백만 엔) 

할부결제금 잔액 
35,896 2,422 

(714) (13) 

 (주)1．(  )안은 장기영업채권으로 상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전기 제4분기연결회계기간에 “KC카드“ 브랜드를 양도함에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의 할부결제금잔

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３) 채무보증 잔액내역 

구분 

전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제3분기연결회계기간 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 

무담보 23,272 50.9 15,247 33.7 

유담보 22,452 49.1 30,062 66.3 

합계 45,725 100.0 45,310 100.0 

(４) 영업수익 내역 

(단위：백만 엔) 

구분 

전기 제3분기 

연결누계기간 

당기 제3분기 

연결누계기간 
직전 연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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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2015년 3월 31일) 

Ⅰ．대출금이자·      

수취할인료 １．소비자 (1) 무담보대출 4,331 1,923 4,674 

  (2) 유담보대출 63 966 80 

  소비자 합계 4,395 2,890 4,755 

 ２．사업자 (1) 상업어음할인 143 100 188 

  (2) 무담보대출 50 58 62 

  (3) 유담보대출 84 138 117 

  사업자 합계 278 297 367 

 소계 4,673 3,187 5,123 

Ⅱ． 은행업 영업수익 １．한국 9,729 15,780 14,376 

  ２．인도네시아 － 9,038 － 

  소계 9,729 24,818 14,376 

Ⅲ．매입채권 회수액 2,541 2,719 3,439 

Ⅳ．부동산사업 매출 4,759 4,290 5,821 

Ⅴ．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매출 12,031 12,490 15,960 

Ⅵ．할부결제수수료 4,662 159 4,701 

Ⅶ．기타 1．수취수수료 202 402 273 

  2．수취보증료 1,992 1,379 2,443 

  3．매각채권추심이익 3,619 3,346 4,809 

  4．예금이자 162 88 239 

  5．기타 금융수익 835 428 1,051 

  6．기타 2,910 4,636 5,041 

  소계 9,722 10,281 13,858 

영업수익 합계 48,120 5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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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분기연결누계기간부터 “Ⅴ.어뮤즈먼트사업 매출액”에 “유기기구  주변기기 관련 컴퓨터 시스템 등 

개발·제조·판매사업 매출액”을 포함하여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매출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제
3분기연결누계기간 및 직전 연결회계연도에 관해서는 당해 변경을 반영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