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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연결연결연결연결    경영실적경영실적경영실적경영실적                                                                                                                                                    (% (% (% (% 표시는표시는표시는표시는    전기대비전기대비전기대비전기대비    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2014 년 3 월기 

1/4 분기 

15,928 9.5 △358 - △294 - △395 - 

2013 년 3 월기 

1/4 분기 

14,545 47.4 2,225 △44.9 2,262 △41.6 2.005 △49.8 

(주) 포괄이익 2014 년 3 월기 1 분기 △2,306 백만 엔(-％) 2013 년 3 월기 1 분기 2,574 백만
엔(△35.3％) 

 

 
1 주당 

당기순이익 

잔여주식 조정 후 

1 주당 

당기순이익 

 Yen Yen

2014 년 3 월기  

1/4 분기 
△3.35 - 

2013 년 3 월기 

1/4 분기 
31.87 30.55

(주)2015 년 3 월기 1/4 분기의 잔여주식 조정후 1 주당 분기순이익의 경우 잔여주식은 존재하나

1 주당분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2) 연결 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1 주당 순자산 

 백만 엔 백만 엔 % Yen

2014 년 3 월기 

1/4 분기 
330,203 181,196 52.8 1,476.42

2013 년 3 월기 

1/4 분기 
334,736 184,230 53.0 1,502.54

(참고)자기자본  2014 년 3 월기 1 분기 174,248 백만 엔 2014 년 3 월기 177,263 백만 엔 

 

2. 배당 상황 

 연간 배당금 

 1/4 분기말 2/4 분기말 3/4 분기말 4/4 분기말 합계 

 Yen Yen Yen Yen Yen

2014 년 3 월기 － 5.00 － 5.00 10.00

2015 년 3 월기 － 

2015 년 3 월기 

(예상) 
 5.00 － 5.00 10.00

(주)최근 공표된 배당 예상의 수정유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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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는 전기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1 주당 

당기순 

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Yen 

년간 69,291 11.9 2,656 △80.7 2,738 △79.5 11,239 0.8 95.24 

(주)최근 공표된 실적예상의 수정유무: 유 
 

주의사항 

(1) 당분기 연결누계 기간중 주요 자회사의 이동(연결범위 변경이 필요한 특정 자회사의 이동) :유 

(2) 분기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특수 회계처리 적용 :무 

(3) 회계방침 변경, 회계상의 추정 변경,수정후 재표시  

① 회계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회계방침 변경 :무 

② ① 이외의 회계방침 변경 :무 

③ 회계상의 추정 변경 :무 

④ 수정후 재표시 :무 

(4)발행주식수(보통주식)    

① 기말발행주식수(자기주식 포함)    

② 기말자기주식수 

③ 기중평균주식수(분기 누계) 

① 기말발행주식수(자기주식 포함) 2015 년 3 월기 1Q 118,430,034 주 2014 년 3 월기 118,385,834 주 

② 기말자기주식수 2015 년 3 월기 1Q 409,404 주 2014 년 3 월기 409,372 주 

③ 기중평균주식수(분기 누계) 2015 년 3 월기 1Q 117,992,493 주 2014 년 3 월기 1Q 62,933,689 주 

 

※ 분기보고서에 대한 회계사 리뷰 실시에 관한 표시 

당분기 결산단신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분기보고서에 대한 회계사 리뷰 실시 대상이 아니므로 당분기 

결산단신의 공시시점에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상기 리뷰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실적예상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 기타 특이사항 

１．본 자료상의 실적전망 등 미래시점에 관한 기술은 당사가 현시점에 입수한 정보 및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일정한 전제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대한 달성을 당사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의 

실적 등은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적예상의 전제가 되는 가정 등에 대해서는 

첨부자료 Ｐ.４ ‘１. 당분기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3) 연결실적예상 등 미래예측 정보에 관한 설명’을 

참조 바랍니다.  

２．결산보충 설명자료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jt-corp.co.jp/)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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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당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1) 경영실적에 관한 설명 

당 1분기 연결 누계기간의 일본경제는 정부의 금융 및 경제정책 등을 배경으로 엔화약세 및 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기업수익, 체감경기 및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인 반면, 신흥국의 경기둔화, 

엔화약세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 및 소비세 인상후의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 등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 그룹은 전연결회계년도에 이어 적극적인 Ｍ＆Ａ와 채권매입, 조직재편 등을 추진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당사 그룹 전체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성장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2014년 6월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주식회사(본사: 한국 

서울특별시)와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캐피탈 주식회사(본사: 한국 서울특별시) 및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본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의 주식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 그룹의 한국에서의 대출채권 및 수익이 비약적으로 증대됨은 물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저축은행 부문의 영업구역이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한국 전체의 약 70％까지 확대되면서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등 당사 그룹의 사업확대 및 수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본내에서도 6월에 2015년 １월 ５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KC카드 주식회사(이하 ‘KC카드’라 한다)의 

‘KC카드’브랜드 중심의 일부 사업에 대해 신규회사를 설립한 후, 흡수분할을 통해 신규회사에 승계하도록 하고 

신규회사의 주식전량을 야후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및 소프트뱅크 페이먼트 서비스 주식회사 (본사: 

도쿄도 미나토구)에 양도하면서 주식회사 ＮＵＣＳ(이하 ‘ＮＵＣＳ’라 한다)의 ‘ＮＵＣＳ’ 브랜드 중심의 일부 

사업에 대해 흡수분할을 통해 KC카드에 승계하여, 당사 그룹의 신용카드사업을 새로운 체제로 재구축하는 

조직재편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자금과 2013년 ７월에 실시한 Rights offering으로 조달한 

자금 등에 대해 일본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존 사업의 강화 및 신규사업 개설을 위해 투자하여 최적의 비지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신용카드 사업에 대해서는 ‘ＮＵＣＳ’ 

브랜드를 중심으로 계속하는 한편, 해당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업기반을 보유한 사업회사와의 

Ｍ＆Ａ 또는 업무제휴 등을 통해 고객에게 매력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 제공하고, 나아가 메이저 

신용카드회사와의 경쟁심화 및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을 잃은 동종타사를 적정가격에 인수하는 일에도 

주력하여 고객기반 확대와 강화를 꾀하고 해당 사업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당 1분기 연결 누계기간의 영업수익은 할부결제금 및 은행업의 대출금 잔액의 감소로 할부결제금수수료 및 

은행업의 영업수익이 감소하였고 회수가 다소 부진하면서 기타 금융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어뮤즈먼트사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전연결회계년도에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만을 연결한 

KJI대부금융 유한회사(이하 ‘KJI’라 한다) 및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하이캐피탈’이라 한다)의 대출금 

이자가 연간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세 인상 이전의 가수요로 인하여 일부 물건의 완공인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등, 부동산사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15,928백만 엔(전년동기대비 9.5％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KC카드의 이자반환손실 충당금전입액 및 KJI와 하이캐피탈의 대손충당금전입액이 각각 

증가하는 등,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전년동기대비 2,330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그룹의 

자금효율화 및 향후 한국사업에서의 그룹 재편 등을 고려하여 친애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채권매각손실을 계상하여 영업비용이 증가(전년동기 대비 1,635백만 엔 증가)하면서 영업손실 358백만 엔 

(전년동기 2,225백만 엔의 영업이익), 경상손실 294백만 엔(전년동기 2,262백만 엔의 경상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친애저축은행에서 고정자산폐기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손실을 계상하면서 분기순손실 395백만 엔 

(전년동기 2,005백만 엔의 분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부문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사업 

(사업자대출업무) 

사업자대출업무는 주로 주식회사 일본보증(이하 ‘일본보증’이라 한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을 보이던 상업어음은 거래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한도증액을 배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영업대출금은 부동산담보대출의 고액대출 완제 등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 1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대출잔액은 상업어음 2,231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56.1%증가), 영업대출금 

1,674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6.0% 감소), 장기영업채권 86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0.7% 감소)으로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3,99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4%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비자대출업무)  

소비자대출업무는 주로 일본보증, 주식회사 크레디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 1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대출잔액은 일본보증에서 갱생회사인 주식회사 다케후지(현 갱생회사 TFK  

주식회사)로부터 승계한 소비자금융사업의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사이쿄카드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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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4분기 연결회계기간에 매각하면서 감소하여, 영업대출금 6,168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43.0%  

감소), 장기영업채권 1,330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4.8%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7,499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9.5%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용/신용판매 업무)  

신용/신용판매 업무는 주로 KC카드 및 NUCS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업무의 확충을 중장기  

전략으로 내걸고 신용카드회원수와 고객단가 증대를 위해 BtoC 사업을 비롯한 신용카드결제 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여 쇼핑수수료 증대 등을 통해 수익확보에 힘쓰고 있으나, 현금서비스에서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 1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할부결제금 잔액은 37,804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7.0% 감소),  

장기영업채권 870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65.2%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할부결제금 잔액 합계는 

38,675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9.5%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용보증업무)  

신용보증업무는 일본보증, 주식회사 크레디아 및 KC카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업무 확충을 중장기  

전략으로 내걸고 2014년 7월말 현재 지역금융기관 9개 은행과 보증업무를 제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임대주택대출에 대한 보증업무를 시작하는 등 새로운 보증체제를 통해 보증잔액 증대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그룹의 금융사업의 여신 노하우와 제휴 금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접목시켜 고객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부응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보증업무제휴처 확대를 통해 신용보증 업무의 

확충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 1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채무보증잔액은 무담보 대출 보증 22,055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35.4% 증가), 담보 대출 보증 20,740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7.2% 증가)으로 채무보증잔액 합계는 42,795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25.9% 증가)입니다.   

 

(채권매입업무)  

채권매입업무는 일본보증, 파르티르채권회수 주식회사, 합동회사 파르티르, 합동회사 파르티르·원 및 합동회사  

파르티르·KC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규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당 1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매입채권 

잔액은 2,929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9.4%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 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5,222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17.1% 감소), 부문별 이익은 1,011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57.1%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② 부동산사업  

부동산사업은 단독주택 분양을 메인으로 하는 키노트 주식회사(이하 ‘키노트’라 한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뿌리깊은 잠재적인 주택구입 니즈를 감안하여 간토조난지역 뿐만 아니라 간사이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용지를 매입한 물건이 판매되었고, 소비세 인상전의 가수요 집중으로 일부 물건의 완공인도가 익년도로 

이월되면서 수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사업에서도 어도어즈 주식회사 (이하 ‘어도어즈’라 

한다)에서 전연결회계연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기업용 부동산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이 수익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사업의 영업수익 1,846백만 엔 (전년동기 대비 160.6% 증가), 부문별 이익 241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929.0%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③ 어뮤즈먼트사업  

어뮤즈먼트사업은 주식회사 브레이크가 어뮤즈먼트 기기용 경품제조·판매를, 어도어즈가 어뮤즈먼트 시설운영 등 

을 하고 있습니다. 어뮤즈먼트 시설운영은 2014년 4월 이후의 소비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메달 대여 가격에 

새로운 단가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과제인 ‘고객확보’에 이바지할 신규고객층 획득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기간한정 이벤트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어도어즈의 강점인 메달게임에 주축을 두고 수익확보에 

매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점포의 폐점에 따른 매출감소, 그리고 스마트폰 등의 무료 소셜게임의 영향으로 인한 

아케이드 게임※ 장르의 침체, 소비세 인상이 개인소비 동향에 미친 영향 등 외부요인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약세추세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뮤즈먼트 경품의 제조·판매부문에서는 오리지널 경품 및 가전제품류 경품 등의 판매가 순조로웠으며, 

여름방학 성수기를 고려한 오리지널 경품 등의 기획 및 제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뮤즈먼트사업의 영업수익은 3,64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4.2% 감소), 부문별 이익은 187백만 엔 

(전년동기대비 36.3%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 아케이드 게임이란 주로 어뮤즈먼트 시설 등에 설치되는 게임기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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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외사업  

해외사업은 한국의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및 KJI, 하이캐피탈에서 소비자금융사업과 채권매입 업무를, 

친애저축은행에서 저축은행 업무를, 싱가포르에서는 J TRUST ASIA PTE.LTD.(이하 ‘JTA’라 한다)가 투자사업 및 

투자처의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 1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대출잔액은 전연결회계연도말에 새롭게 KJI 및 하이캐피탈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증가하여 영업대출금 37,309백만 엔(전년동기대비 991.0% 증가), 장기영업채권 1,932백만 엔 

(전년동기 0),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 39,241백만 엔 (전년동기 3,419백만 엔)을 기록하였습 

니다. 또한 은행업을 통한 대출금은 채권매각 실시 및 한국의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의 영향으로 영업활동이 제 

한되면서 신규대출의 둔화 등으로 감소하여 43,233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7.9%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대출금의 전년동기 비교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의 전년동기실적만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의 영업수익은 4,977백만 엔(전년동기대비 85.2% 증가)을 기록하였으나, 채권매각손실의 

계상 및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1,319백만 엔의 부문별 손실(전년동기 31백만 엔의 부문별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⑤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은 J트러스트시스템 주식회사가 당사 그룹의 시스템 개발,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키노트가 설계·시공사업을, 주식회사 AAD가 인쇄사업을, NL밸류캐피탈 주식회사가 투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경영컨설팅 사업 및 그룹경영을 담당하던 JT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타 사업의 영업수익은 509백만 엔(전년동기대비 42.7% 감소)을 기록하였으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이 증가하면서 11백만 엔의 부문별 손실 (전년동기 28백만 엔의 세그먼트 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２) 재정상태에 관한 설명  

당 1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총자산은 전연결회계년도말에 비해 4,533백만 엔 감소한 330,203백만 엔(전기대비 

1.4%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당 1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 친애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증가로 현금 및 

예금이 5,448백만 엔 증가하였고, 전연결회계연도말에 대손충당금의 계상방법을 대손실적률에 근거하여 계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제과목인 대손충당금이 1,203백만 엔 감소하면서 총자산이 증가하였으나,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영업대출금 4,090백 만엔 감소와 채권매각 등에 따른 은행업의 대출금 3,467백만 엔 감소, 

JTA가 보유중인 기타 유가증권의 시가하락 등으로 투자유가증권이 2,752백만 엔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전연결회계연도말에 비해 1,499백만 엔 감소한 149,006백만 엔(전기대비 1.0%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친애저축은행의 고객예금이 증가하면서 은행업의 예금이 3,831백만 엔 증가한 한편, 할인어음 157백만 

엔, 1년내 상환예정인 장기차입금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이 1,822백만 엔, 단기차입금 595백만 엔, 1년내 상환예정인 

회사채가 1,127백만 엔으로 각각 감소하였으며, 이자반환 청구건수 등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이자반환 

손실충당금이 909백만 엔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자산은 전연결회계연도말에 비해 3,033백만 엔 감소한 181,196백만 엔(전기 대비 1.6%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환율 환산 조정 계정이 971백만 엔 증가한 반면, 589백만 엔의 잉여금 배당실시 및 

분기 순손실 395백만 엔을 계상하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으며, JTA가 보유중인 기타 유가증권의 시가하락 등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이 3,013백만 엔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주당 순자산액은 전연결회계연도에 비해 26엔 12전 감소한 1,476엔 42전이며, 자기자본비율은 

전연결회계연도의 53.0%에서 0.2포인트 하락한 52.8%을 기록하였습니다.   

 

(３) 연결실적예상 등의 미래예측 정보에 관한 설명  

2014년 5월 14일에 공표한 ‘실적예상’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5년 3월기 연결실적예상 공시를 

연기하였으나, 금번에 실적예상을 공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 8월 13일에 공표한 ‘2015년 

3월기 연간 연결실적예상에 관한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２．요약 정보(주석사항)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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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분기 연결 재무제표 

（１）분기 연결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 엔）

 
전연결회계연도 

(2014년 3월 31일) 

당 1분기 연결 회계기간 

(2014년 6월 30일) 

자산의 부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32,235 137,684 

상업어음 2,369 2,231 

영업대출금 49,242 45,152 

은행업의 대출금 46,701 43,233 

할부결제금 39,776 37,804 

매입채권 2,527 2,929 

구상권 798 911 

유가증권 10,787 10,815 

상품 및 제품 2,152 1,825 

재공품 418 201 

기타 14,520 14,789 

대손충당금 △11,657 △10,489 

유동자산 합계 289,872 287,090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12,309 12,210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5,694 5,277 

기타 2,939 3,541 

무형고정자산 합계 8,633 8,818 

투자 기타 자산   

장기영업채권 3,951 4,220 

기타 24,466 22,324 

대손충당금 △4,498 △4,462 

투자 기타 자산 합계 23,919 22,082 

고정자산 합계 44,863 43,112 

자산 합계 334,736 3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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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 엔）

 
전연결 회계연도 

(2014년 3월 31일) 

당 1분기 연결 회계기간 

(2014년 6월 30일) 

부채의 부   

유동부채   

할인어음 2,173 2,016 

1년내 상환예정 회사채 2,610 1,482 

단기차입금 6,225 5,629 

1년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 16,423 15,249 

미지급 법인세 등 1,034 1,102 

은행업의 예금 77,142 80,973 

이자반환손실충당금 4,055 3,728 

사업정리손실충당금 28 － 

기타 충당금 139 79 

기타 9,070 8,537 

유동부채 합계 118,904 118,799 

고정부채   

회사채 1,875 1,943 

장기차입금 14,454 13,806 

이자반환손실충당금 9,382 8,800 

채무보증손실충당금 441 431 

퇴직급부관련부채 197 127 

소송손실충당금 2,951 2,951 

기타 2,296 2,145 

고정부채 합계 31,601 30,206 

부채 합계 150,505 149,006 

순자산의 부   

주주자본   

자본금 53,578 53,584 

자본잉여금 52,920 52,926 

이익잉여금 64,626 63,641 

자기주식 △197 △197 

주주자본 합계 170,928 169,954 

기타 포괄이익누계액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금 3,330 317 

환율환산조정계정 3,032 4,003 

퇴직급부관련 조정누계액 △27 △27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 합계 6,335 4,293 

신주예약권 117 127 

소액주주지분 6,848 6,820 

순자산 합계 184,230 181,196 

부채순자산 합계 334,736 3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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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분기 연결 손익계산서 및 분기 연결 포괄이익계산서 

（분기 연결 손익계산서） 

（１분기 연결 누계기간） 

 （단위: 백만 엔）

 

전 1분기 연결 누계기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당１분기 연결 누계기간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영업수익 14,545 15,928 

영업비용 6,103 7,739 

영업총이익 8,441 8,188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6,216 8,546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2,225 △358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1 0 

수취배당금 147 13 

수취임대료 42 40 

환차익 41 35 

잡수입 44 31 

영업외수익 합계 277 120 

영업외비용   

지불이자 60 41 

감가상각비 6 5 

주식교부비 169 － 

잡손실 4 11 

영업외비용 합계 240 57 

경상이익 또는 경상손실（△） 2,262 △294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익 21 3 

사업정리손실충당금 환입액 － 5 

기타 0 2 

특별이익 합계 21 11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실 － 2 

고정자산폐기손실 0 84 

감손손실 － 62 

투자유가증권평가손 0 － 

특별손실 합계 0 150 

세금등 조정전 분기순이익 또는  

세금등 조정전 분기순손실（△） 
2,283 △434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185 374 

법인세등 조정액 △107 △535 

법인세등 합계 78 △161 

소액주주 손익조정전 분기순이익 또는  

소액주주 손익조정전 분기순손실（△） 
2,204 △273 

소액주주이익 199 121 

분기순이익 또는 분기순손실（△） 2,005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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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연결 포괄이익계산서） 

（1분기 연결 누계기간） 

 （단위: 백만 엔）

 

전 1분기 연결 누계기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당 １분기 연결 누계기간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소액주주 손익조정전 분기순이익 또는  

소액주주 손익조정전 분기순손실（△） 
2,204 △273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금 15 △3,012 

환율환산조정계정 354 979 

퇴직급부관련조정액 － △0 

기타 포괄이익 합계 369 △2,033 

분기포괄이익 2,574 △2,306 

（내역）   

모회사 주주 관련 분기 포괄이익 2,367 △2,437 

소액주주 관련 분기 포괄이익 20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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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분기 연결 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사항 

（계속기업 전제에 관한 주석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주자본의 금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의 주석사항） 

해당사항 없음 

（부문별 정보 등） 

부문별 정보 

Ⅰ 전 1분기 연결 누계기간（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１．부문 보고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 백만 엔）

 부문 보고 

기타 

（주）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 
사업 

어뮤즈먼
트사업 

해외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고객에 대한 

영업수익 
6,269 703 4,222 2,688 13,884 660 14,545 

사업부문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액 
29 4 21 － 55 229 285 

계 6,298 708 4,244 2,688 13,940 889 14,830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2,357 23 294 △31 2,645 28 2,674 

（주）‘기타’의 구분은 부문 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문으로 주로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무, 소프트웨어 수탁 

개발 및 운용지도업무, 인쇄관련업무, 설계시공업무입니다. 

 

２．부문 보고의 이익 또는 손실금액의 합계액과 분기 연결 손익계산서 계상액과의 차액 및 당해 

차액의 주요 내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 엔） 

이익 금액 

부문 보고 합계 2,645 

‘기타’ 구분 이익 28 

부문간 거래 소거 12 

전사비용（주） △461 

분기 연결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2,225 

（주）전사비용은 주로 부문 보고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３．부문 보고별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해당사항 없음 

 

４．부문 보고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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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당 1분기 연결 누계기간（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１．부문 보고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 백만 엔）

 부문 보고 

기타 
（주）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 

사업 

어뮤즈먼

트사업 
해외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고객에 대한 

영업수익 
5,205 1,846 3,631 4,977 15,660 267 15,928 

부문간 내부영업수익 

또는 대체액 
17 0 11 － 28 241 270 

계 5,222 1,846 3,642 4,977 15,689 509 16,198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1,011 241 187 △1,319 121 △11 109 

（주）‘기타’의 구분은 부문 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문으로 주로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무, 소프트웨어 수탁 

개발 및 운용지도업무, 인쇄관련업무, 설계시공업무입니다. 

 

 

２．부문 보고의 이익 또는 손실금액의 합계액과 분기 연결 손익계산서 계상액과의 차액 및 당해 

차액의 주요 내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 엔） 

이익 금액 

부문 보고 합계 121 

‘기타’ 구분 손실（△） △11 

부문간 거래 소거 12 

전사비용（주） △480 

분기 연결 손익계산서 영업손실（△） △358 

（주）전사비용은 주로 부문 보고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３．부문 보고별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고정자산 관련 중요 손상차손） 

금액상 중요성이 낮아 기재 생략하였습니다. 

（영업권 금액의 중요한 변동） 

해당사항 없음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익） 

해당사항 없음 

 

４．부문 보고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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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보충 정보 

영업실적 

（１）대출금 잔액 내역 

구분 

전 1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3년 6월 30일 현재） 

당 1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4년 6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일본내 

소비자대출업무 

무담보대출 11,881 14.9 6,920 7.4 

 (1,447)  (1,183)  

기업결합조정 △257 △0.3 △38 △0.0 

유담보대출 765 0.9 616 0.6 

 (114)  (147)  

소계 12,389 15.5 7,499 8.0 

 (1,562)  (1,330)  

사업자대출업무 

상업어음할인 1,435 1.8 2,237 2.4 

 (6)  (5)  

무담보대출 699 0.9 683 0.7 

 (55)  (35)  

유담보대출 1,995 2.5 1,071 1.1 

 (25)  (45)  

소계 4,131 5.2 3,992 4.2 

 (87)  (86)  

상업어음할인 합계 1,435 1.8 2,237 2.4 

 (6)  (5)  

영업대출금 합계 15,084 18.9 9,254 9.8 

 (1,643)  (1,411)  

합계 16,520 20.7 11,492 12.2 

 (1,649)  (1,417)  

해외 

소비자대출업무 

무담보대출 3,408 4.3 39,174 41.7 

 (－)  (1,884)  

유담보대출 11 0.0 67 0.1 

 (－)  (47)  

소계 3,419 4.3 39,241 41.8 

 (－)  (1,932)  

은행업의 대출금 
59,969 75.0 43,233 46.0 

(－)  (－)  

합계 63,389 79.3 82,475 87.8 

 (－)  (1,932)  

총합계 79,910 100.0 93,967 100.0 

 (1,649)  (3,349)  

（주）（  ）안은 장기영업채권으로 상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２）할부결제금 잔액 

구분 

전 1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3년 6월 30일 현재） 

당 1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4년 6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금액（백만 엔） 

할부결제금 잔액 
48,048 38,675 

(2,503) (870) 

（주）（  ） 안은 장기영업채권으로 상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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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채무보증 잔액내역 

구분 

전 1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3년 6월 30일 현재） 

당 1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4년 6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무담보 16,293 47.9 22,055 51.5 

유담보 17,689 52.1 20,740 48.5 

합계 33,983 100.0 42,795 100.0 

 

（４）영업수익 내역 

（단위: 백만엔） 

구분 

전１분기 
연결 누계기간 

당 1분기 
연결 누계기간 

전연결회계연도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2014년 6월 30일）   2014년 3월 31일） 

Ⅰ．대출금이자 및      

수취할인료 １．소비자 (1) 무담보대출 819 2,972 2,720 

  (2) 유담보대출 22 19 91 

  소비자 합계 842 2,992 2,812 

 ２．사업자 (1) 상업어음할인 36 48 183 

  (2) 무담보대출 17 21 68 

  (3) 유담보대출 32 29 173 

  사업자 합계 86 99 425 

 소계 929 3,092 3,237 

Ⅱ．은행업의 영업수익 2,431 2,194 12,392 

Ⅲ．매입채권 회수액 616 710 3,018 

Ⅳ．부동산사업 매출액 703 1,846 4,970 

Ⅴ．어뮤즈먼트사업 매출액 4,222 3,631 16,510 

Ⅵ．할부 수수료 
１．포괄신용구입 

알선수익 
701 734 2,848 

  ２．융자수익 1,290 869 4,450 

  ３．할부수수료 54 18 164 

  소계 2,046 1,622 7,463 

Ⅶ．기타 １．수취수수료 53 68 258 

  ２．수취보증료 546 650 2,377 

  ３．상각채권추심익 1,247 1,174 5,135 

  ４．예금이자 7 22 67 

  ５．기타 금융수익 708 309 3,091 

  ６．기타 1,030 605 3,403 

  소계 3,594 2,830 14,333 

영업수익 합계 14,545 15,928 61,926 

（주）‘Ⅶ．기타 ５．기타 금융수익’은 주로 채권매입 업무상의 대출채권 회수금액과 당해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