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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엔 미만 절사) 

 

1. 2015 년 3 월기의  3 분기 연결 실적(2014 년 4 월 1 일~ 2014 년 12 월 31일) 

(1) 연결 경영실적                                      (% 표시는 전기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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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년 3 월기 3 분기 44,017 8.3 6,079 △47.5 5,608 △57.1 2,585 △79.9 

(주) 포괄이익 2015년3월기3분기 360백만엔(△91.7％) 2014년 3월기3분기 4,355백만엔(△66.9％) 

 

 
주당 

당기순이익 

잔여주식 조정 후 

주당 당기순이익 

 Yen Yen 

2015 년 3 월기 3 분기 △9.68 - 

2014 년 3 월기 3 분기 26.85 26.35 

(주)2015 년 3 월기 3 분기의 잔여주식 조정 후 1 주당 분기순이익은 잔여주식은 존재하지만 1 주당 분기 

순손실이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연결 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주당순자산 

 백만엔 백만엔 % Yen 

2015 년 3 월기 3 분기 463,671 183,058 38.0 1,490.78 

2014 년 3 월기 3 분기 334,736 184,230 53.0 1,502.54 

(참고)자기자본  2014 년 3 월기 3 분기 176,031 백만엔 2014 년 3 월기 177,263 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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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 －   

2015년 3월기(예상)   － 5.00 10.00 

(주)최근에 공표 된 배당 예상의 수정 유무 : 무 

 

3. 2015 년 3 월기 예상 연결실적(2014 년 4 월 1 일~ 2015 년 3 월 31 일) 

(%표시는 전기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 

당기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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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최근에 공표 된 실적 예상의 수정 유무 : 무 

http://www.jt-corp.co.j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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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당해 분기 연결누계기간 중 중요 자회사의 이동(연결범위 변경을 수반하는 특정 자회사의 이동) :유 

신규 1 개사(사명) PT Bank Mutiara Tbk.                     , 제외―개사(사명)  

(2)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특유의 회계 처리 적용 :무 

(3)회계 정책의 변경 및 회계상의 추정 변경, 수정재표시  

① 회계 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회계 방침 변경 :무 

② ①이외의 회계 방침 변경 :무 

③ 회계상 추정 변경 :무 

④ 수정재표시 :무 

(4)기발행주식수 (보통주)    

① 기말발행주식수 (자기주식 포함)    

② 기말자기주식수 

③ 기중평균주식수 (분기누계) 

① 말발행주식수(자기주식 포함) 2015 년 3 월기 3Q 118,489,754 주 2014 년 3 월기 118,385,834 주 

② 기말자기주식수 2015 년 3 월기 3Q 409,600 주 2014 년 3 월기 409,372 주 

③ 기중평균주식수(분기누계 ) 2015 년 3 월기 3Q 118,028,515 주 2014 년 3 월기 3Q 96,310,638 주 

 

※ 분기 보고 절차의 실시 상황에 관한 표시 

본분기 결산단신은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분기보고 제외대상으로, 본분기 결산단신의 공시시점에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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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일정 전제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가 그 달성을 약속하는 취지의 자료는 아닙니다. 또한 실제 실적 

등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예상의 전제가 되는 가정 등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 P. ６「1. 당해 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3) 연결 실적 예상 등 장래 예측 정보에 관한 

설명」을 참고 바랍니다. 

2. 결산보충 설명자료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JT-corp.co.jp/kr)에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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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당해 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１)경영실적에 관한 설명 

당해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는 미국 경제의 회복이 뚜렷해지는 한편 중국 경제의 감속과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 등 글로벌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금

리상승 가능성으로 인해 외환시장,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에서 큰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

본의 경제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정부와 일본은행의 금융·경제정책 등을 배경으로 엔화약세·주가강세가 

진행되어 기업수익과 체감경기, 소비자심리 회복 측면에서 청신호가 보이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엔화약세의 영향, 소비세 인상 후의 소비자심리 위축 장기화가 가져온 일부 기업의 실적우려 등 전망을 낙관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당사 그룹은 앞으로 세계 경제 및 일본 경제의 변화를 먼저 인지하고 사업전환이 불가결하

다는 인식을 갖고, 특히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아시아 지역의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

크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는 일이 향후의 주요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전략을 바탕으로 당해 연결회계연도에는 미래의 수익창조를 위한 기반의 정비에 주력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하여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경영자원 효과적 활용 및 경영 효율화 추진을 위

해 일본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M&A 및 조직개편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동남아시아에서는 2014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가 99.996% 소유하는 동국가의 상업은행 

PT Bank Mutiara Tbk.(인도네이사 공화국, 이하 “무티아라은행”이라 한다)의 주식을 99.0％ 취득하여 연결자

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급여소득자층을 중심으로 이들 고객에게 각종 대출(주택대출 포함), 카드 서비스, 외환업무 등을 포함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당사 그룹·협력사와 그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금융, 부동

산, 어뮤즈먼트 분야에서 각자의 기업이 가진 강점을 집결하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아시아 규모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는데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 8월에 자회사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사 “하이캐피탈”이라 한다), 케이제이아이대부

금융 유한회사(이하 “케이제이아이”라 한다),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이하 “네오라인크레디트”라 한다)

의 대부사업을 다른 자회사인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습니다. 사업 

양도 후 친애저축은행에 대출업무를 집약하고 하이캐피탈, 케이제이아이 및 네오라인크레디트는 부실채권 매

입 및 회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6월에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주식회사(본사: 한국·서울특별시)와 동사가 보유하는 한

국 스탠다드차타드 캐피탈 주식회사(본사: 대한민국·서울특별시) 및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

(본사: 대한민국·경기도 성남시, 이하 “SC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식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년 1월 SC저축은행의 주식 전량을 취득하여 연결자회사로 편입하고 상호를 “JT저축은행 주식회사”로 변경하

였습니다. 또한 친애저축은행과의 합병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 후 저축은행사업의 

영업구역이 전국의 약 70%를 점유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한 여신·수신금액의 증가, 광고선전효과 확대 및 인지도 향상 등이 예상되며 이와 동

시에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당사 그룹이 보유하는 채권관리·회수 

노하우 활용을 통한 SC저축은행 보유 기존 채권의 수익 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세계적

인 금융기관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자회사로서 지금까지 SC은행이 축적해온 글로벌 기업운영 노하우와 글

로벌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급속하게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사의 해외전개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14년 9월 어도어즈 주식회사(이하 “어도어즈“라 한다)는 JB 어뮤즈먼트 주식회사(대한민국 한국 

KOSDAQ 상장)가 실시한 제 3자 배정증자를 통해 동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카지

노 사업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협력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양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시너지를 창출

하여 당사 그룹 어뮤즈먼트 사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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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에서는 2015년 1월에 KC카드 주식회사(이하 “KC카드“라 한다)의 ‘KC 카드’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을 야후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및 소프트뱅크·페이먼트·서비스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에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주식회사 NUCS(이하 “NUCS”라 한다)의 ‘NUCS’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을 흡수분할하여 KC카드에 승계하고 상호를 “J 트러스트 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 당사 그룹

의 신용카드사업을 새로운 체제로 재구축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새 브랜드인 ‘J 트러스트 카드’

를 중심으로 고객기반을 확대, 강화하여 동사업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4 년 11 월에는 어도어즈가 주식회사 일본개호복지그룹(이하 “일본개호복지그룹”이라 한다)의 주

식 전량을 취득하면서 당사 그룹은 새롭게 개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본개호복지그룹이 기존에 

구축한 개호·복지 노하우 및 이용자·이용자 가족·지역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행정수요에도 부합하는 개호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호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

니다. 

 

당해 3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영업수익은 현금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할부결제금 잔액의 감소에 따른 할부결

제수수료의 감소, 소비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어뮤즈먼트 사업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한국의 친애저축은행이 

자회사의 대부사업을 양수함에 따라 은행업의 영업수익이 증가하고, 직전 연결회계연도에서 재무상태표만 연

결 처리한 케이제이아이 및 하이캐피탈의 대출금이자가 1분기 연결회계기간에 기여하고, 소비세 인상 전의 가

수요 집중으로 인해 일부 물건의 완공인도가 2개 연도에 걸쳐서 실행되어 부동산사업매출이 증가한 결과 

48,120백만엔(전년동기 대비 9.3％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손익의 경우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는 한국사업의 대손충당금전입액 계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688

백만엔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KC카드의 이자반환 손실충당금 전입액 증가, 케이제이아이 및 하이캐피탈

의 연결자회사편입과 친애저축은행에서 부실채권 처리에 따른 대손충당전입액이 각각 증가하고, 또 친애저축

은행에서 1분기 연결회계기간에 당사 그룹내의 자금 효율화와 향후 한국사업에서의 그룹 내 재편 등을 염두

에 둔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매각손 계상 등 상반기의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당해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서 영업손실은 3,321백만엔(전년동기는 6,079백만엔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경상손익의 경우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 해외진출을 추진한 결과 계상된 환차익 2,918백만엔 등의 영

향으로 2,142백만엔의 경상이익을 기록했으나 당해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는 316백만엔(전년동기는 5,608백

만엔의 경상이익)의 경상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분기순손익은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는 2,611백만엔의 분기순손익을 기록하였으나 2분기 연결회계기간

에 친애저축은행에서 영업권 감손 등에 따른 특별손실을 계상하였고 당사 그룹 전체적으로 법인세 등의 부담

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해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는 1,142백만엔(전년동기는 2,585백만엔의 분기순이익)의 분

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친애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채권매각손과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와 

같이 흑자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손실을 계상함으로써 2분기 연결누계기간은 4,238백만엔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동행의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의 실적은 341백만엔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상반기까지 누적

된 적자를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향후는 수익구조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

다. 

 

사업부문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사업 

(신용보증업무) 

신용보증업무는 주식회사 일본보증(이하 ‘일본보증’이라 한다), 주식회사 크레디아 및 KC 카드에서 취급하

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신용보증업무의 확충을 내걸고 2014 년 12월 말 현재 지역금융기관 10개 

은행과 보증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임대주택대출에 대한 보증업무를 개시하는 등 새로

운 보증구조(scheme)를 통한 보증잔액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그룹의 금융 비즈니스 분야 

여신 노하우와 제휴 금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결합하여 고객의 폭넓은 자금수요에 부응하면서 안정적인 수

익을 확보하고, 보증업무 제휴처를 확대하여 신용보증업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채무보증잔액은 무담보대출 보증 23,272백만엔(전년동기 대비 

38.1％ 증가), 유담보대출 보증 22,452백만엔(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으로 채무보증잔액 합계는 45,725

백만엔(전년동기비 26.8％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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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신용판매업무) 

신용/신용판매업무는 주로 KC카드 및 NUCS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수와 고객단가 증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 제공을 통한 구매수수료 증가 등 수익 확보에 

힘쓰고 있으나, 주로 현금서비스에서 회수되면서 대출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3 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할부결제금 잔액은 35,181백만엔(전년동기 대비 14.5％ 감소), 

장기영업채권은 714백만엔(전년동기 대비 44.3％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할부결제금잔액의 합계는 

35,896백만엔(전년동기 대비 15.4％ 감소)을 기록했습니다. 

(채권매입업무) 

채권매입업무는 일본보증, 파르티르 채권회수 주식회사, 합동회사 파르티르, 합동회사 파르티르 원 및 합동

회사 파르티르·케이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당해 3분기 연결회

계기간 말의 매입채권잔액은 3,168백만엔(전년동기 대비 40.3％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업무) 

사업자대출업무는 주로 일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업어음은 일시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거래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한도 증대를 배경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한 결과 증가하였으나 영업대출금은 채권

담보대출은 증가하였으나 부동산담보대출 중 거액대출이 완제되는 등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감소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잔액은 상업어음 2,381백만엔(전년동기 대비 8.0％ 증가), 영

업대출금 2,055백만엔(전년동기 대비 18.4％ 감소), 장기영업채권 97백만엔(전년동기 대비 33.6％ 증가)이며,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4,534백만엔(전년동기 대비 5.5％ 감소)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대출업무) 

소비자 대출 업무의 경우 당사 그룹에서는 신용보증사업에 주력하며 일본보증, 주식회사 크레디아에서 취급

하고 있으나 신규업무 취급은 기본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잔액은 일본보증이 회생회사 주식회사 다케후지(현 회생회사 TFK 주식

회사)에서 승계한 소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사이쿄카드 주식회사를 지난 4 분

기 연결회계기간에 매각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영업대출금은 5,437백만엔(전년동기 대비 39.9％ 감소, 장기

영업채권은 1,049백만엔(전년동기 대비 25.8％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6,487백만엔

(전년동기 대비 38.0％ 감소)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업의 영업 수익은 15,616백만엔(전년동기 대비 13.9％ 증가), 사업부문별 이익은 신용카드

/신용판매 부문에서 KC카드의 이자반환손실충당금 전입액의 증가 등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하면서 

1,472백만엔(전년동기 대비 83.1% 감소)을 기록했습니다. 

 

② 부동산사업 

부동산사업은 단독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키노트 주식회사(이하 “키노트“라 한다)가 얼어붙

은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주택 판매수를 견실하게 늘리는 한편 소비세 인상 전의 가수요 집중으로 일부 물

건의 완공인도가 2개 연도에 걸쳐서 진행되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자산사업의 경우 어도어즈가 

보유하는 도심지역 부동산 매각익이 수익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기타 보유부동산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이 

탄탄한 기반이 되는 등 순조로운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사업의 영업수익은 4,760백만엔(전년동기 대비 22.9% 증가), 사업부문별 이익은 414백만

엔(전년동기 대비 9.4%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③ 어뮤즈먼트 사업 

어뮤즈먼트 사업은 주식회사 브레이크가 어뮤즈먼트 기기용 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어도어즈가 어뮤즈먼트 

시설운영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뮤즈먼트의 시설운영의 경우 메달 게임을 주축으로 한 각종 이벤트와 판

촉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직전연결회계연도부터 주력해 온 판촉・브랜딩 활동에 있어 선전효과가 큰 점포와 

캐릭터 컨텐츠와의 콜라보레이션 기획을 다수 실행하는 한편 새로운 까페업태로서 각종 캐릭터 컨텐츠와의 

콜라보레이션 까페인 ‘Anime Plaza(애니메플라자)이케부쿠로점’을 개설하는 등 신규고객층 획득에 힘쓴 결과, 

고객단가 및 집객수 확보 측면에서 성과를 얻었지만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개인소비 위축의 영향을 보완하지는 

못해 매출・이익 모두 저조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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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뮤즈먼트 기기용 경품 제조 및 판매는 초기에 호조세를 보이던 오리지널 경품 및 잡화계열 경품 

제조와 판매가 약간 주춤했지만 기타 인기 캐릭터 경품의 판매가 순조로워 매출추이는 상승세였으나, 이익률

이 높은 오리지널 경품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이익 면에서는 저조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상의 결과 어뮤즈먼트 사업의 영업수익은 11,525백만엔(전년동기 대비 9.5％감소), 사업부문별 이익은 

439백만엔(전년동기 대비 51.1％감소)을 기록했습니다. 

 

④해외사업 

해외사업은 싱가포르에서 JTRUST ASIA PTE.LTD.(이하 “JTA”라 한다)가 투자사업 및 투자처에 대한 경

영지원을, 인도네시아에서 무티아라 은행이 은행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친애저축은행이 저축은

행업을, 네오라인크레디트, KJI 및 하이캐피탈이 주로 부실채권 매입 및 회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울

러 무티아라 은행은 취득시기가 2014년 11월이므로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는 재무상태표만 연결 처리하

였습니다. 

은행업의 대출금은 2014년 ８월 한국에서 친애저축은행이 자회사로부터 대부사업을 양수하고 2014년 11

월에 인도네시아에서 무티아라 은행을 취득함으로써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대출금도 직전연결회계연도 에 

새로이 KJI 및 하이캐피탈이 연결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른 증가가 자회사에 대한 대부사업 양도에 따른 감소

를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한 결과,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 의 대출잔액은 은행업의 대출금이 154,941백만엔(전년동기 

대비 219.5％ 증가), 영업대출금이 8,033백만엔(전년동기 대비 182.8％ 증가), 장기영업채권이 1,372백만엔

(전년 동기는 0),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영업대출금 잔고 합계로는 9,405백만엔(전년동기 대비 231.1％ 증가)

을 기록했습니다. NPL채권 매입 등에 따라 매입채권잔고는 2,770백만엔(전년동기는 0)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업대출금의 전년동기 비교는 네오라인크레디트의 전년동기 실적만 비교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해외사업의 영업수익은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 대해서는 3,925백만엔이며 당해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 대해서는 13,743백만엔(전년동기 대비 73.6％ 증가)입니다. 사업부문별 손실은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는 979백만엔으로 나타났는데, 상반기 친애저축은행의 채권매각손 계상과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 등에 의한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당해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는 4,298백만엔의 손실(전년 동기는 

2,078백만엔의 사업부문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 대해서는 해외사업, 특히 한국

사업은 적자폭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⑤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의 경우 주로 J트러스트 시스템 주식회사가 당사 그룹의 시스템 개발 및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

무를, 키노트가 설계 및 시공사업, 일본개호복지그룹이 개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경영 

컨설팅 사업 및 그룹 경영관리를 담당하던 JT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청산종결, 인쇄사업을 영위하던 주

식회사 AAD는 매각의 사유로 연결자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개호복지그룹은 2014년 11월에 

취득하였으므로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는 재무상태표만 연결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타 사업의 영업수익은 3,160백만엔(전년동기 대비 41.9％ 증가), 사업부문별 이익은 110백만

엔(전년 동기는 ０백만엔의 사업부문별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２)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총자산은 직전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128,935백만엔 증가하여 463,671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순조로운 회수로 인해 할부결제금이 4,594백만엔 감소한 점과 하이캐피탈, KJI, 네오

라인크레딧의 대부사업을 친애저축은행에 양도하여 영업대출금이 33,716백만엔 감소한 반면, 친애저축은행의 

채권양수와 무티아라 은행의 자회사 편입으로 은행업의 대출금이 108,240백만엔, 영업권이 35,287백만엔, 유

가증권이 6,735백만엔, 현금 및 예금이 11,289백만엔으로, 각각 증가한 결과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직전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130,106백만엔 증가하여 280,612백만엔입니다. 주된 원인은 1년이내 상

환예정 장기차입금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이 15,394백만엔 감소하는 한편, 친애저축은행의 수신업무 호조세와 

무티아라 은행 연결자회사 편입으로 인해 은행업 예금이 145,007백만엔 증가한 것입니다.



－ 8 － 

순자산은 직전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1,171백만엔 감소하여 183,058백만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로 환율

환산조정계정이 4,768백만엔 증가한 반면 잉여금 배당을 1,180백만엔 실시하였고 분기순손실을 1,142백만엔 

계상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데다 JTA가 보유한 기타유가증권 시가가 하락하는 등의 요인으로 기타유

가증권 평가차액금이 3,859백만엔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주당 순자산액은 직전연결회계연도 말보다 11엔 76전 감소하여 1,490엔 78전이 되었으며 자기자

본비율은 무티아라 은행 자회사 편입으로 자산, 부채가 대폭 증가하여 직전연결회계연도 말 53.0％에서 15.0

포인트 하락한 38.0％입니다. 

 

(３)연결 실적 예상 등 미래 예측정보에 관한 설명 

당사 그룹에서는 앞으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할 목적으로 M&A 및 사업재편을 통한 업태의 

구조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는 이러한 개혁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당해 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비용 등이 증가하여 영업이익 및 경상

이익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연결누계기간에도 친애저축은행에서 부실채권매각을 통

한 채권매각손 계상과 부실자산 정리 등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증액 등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는 흑자전환을 염

두에 둔 일시적인 손실계상이며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는 해외전개에 따른 환율차익의 대폭 증가와 해외

사업의 손실감소 등으로 수익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수익구조가 더욱 향상되어 수익이 

한 층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당해 3분기 연결누계기간 실적은 영업수익 증가와 환율차익 계상 등의 증가요인도 있었지만 상반기에 비용

이 선행된 결과,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분기순이익 모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사 그룹에서는 향후 이하와 

같은 방책을 착실히 실행함으로써 회계연도 연결실적 예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 그룹에서는 향후 이하와 같은 방책을 통해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 실적확대를 위한 다양한 M&A 활동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캐피탈(주) 및 (주)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의 주식취득과 관련 채권 등의 양

도에 따른 친애저축은행과 KJI 등의 수지개선 

② 사업재편을 통한 수익구조 향상 

・당사 그룹의 신용카드 사업의 재구축 

・한국 네오라인크레디트과 KJI 및 하이캐피탈의 대부사업을 친애저축은행에 사업양도 

③ LCD Global Investments LTD.의 주식매각을 통한 매각익 등 

 

따라서 2014년 8월 13일 공표한 ‘2015년 3월기 연결실적예상에 관한 공시’를 통해 안내 드렸던 실적예상

에 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석)이상의 실적전망은 현시점까지의 진행상황에 기반하여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가 판단한 것이며 

전망의 달성을 당사가 약속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당사 그룹은 향후에도 M&A와 채권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내용을 한층 더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업재편을 통한 당사 그룹 전체의 

효율화 추진 등의 제반 사정으로 인해 실제 실적은 여러 요인의 변화에 따라 기술된 미래전망과 크게 달라질 가능

성이 있습니다. 

 

２．요약 정보(주석 사항)에 관한 사항 

(１)당해 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중요 자회사 이동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 인도네시아 상업은행의 PT Bank Mutiara Tbk.의 주식(99.0％)을 취득하였으므

로 동사를 연결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는 재무상태표만 연결 처리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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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분기연결 재무제표 

(１)분기연결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4년 3월 31일) 

2분기 연결회계기간 

(2014년 12월 31일) 

자산의 부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32,235 143,524 

상업어음 2,369 2,381 

영업대출금 49,242 15,526 

은행업의 대출금 46,701 154,941 

할부결제금 39,776 35,181 

매입채권 2,527 5,939 

구상권 798 1,043 

유가증권 10,787 17,522 

영업투자유가증권 8,918 13,843 

상품 및 제품 2,152 2,323 

재공품 418 689 

기타 14,520 23,491 

대손충당금 △11,657 △24,879 

유동자산 합계 298,790 391,528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12,309 13,507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5,694 40,982 

기타 2,939 5,237 

무형고정자산 합계 8,633 46,220 

투자 및 기타 자산   

장기영업채권 3,951 3,233 

기타 15,547 12,880 

대손충당금 △4,498 △3,698 

투자 및 기타 자산 합계 15,001 12,415 

고정자산 합계 35,945 72,143 

자산합계 334,736 46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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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백만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4년 3월 31일) 

2분기 연결회계기간 

(2014년 12월 31일) 

부채의 부   

유동부채   

할인어음 2,173 2,221 

1년내 상환예정 회사채 2,610 174 

단기차입금 6,225 6,792 

1년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 16,423 5,219 

미지급법인세 등 1,034 696 

은행업의 예금 77,142 222,150 

이자반환손실충당금 4,055 3,328 

사업정리손실충당금 28 － 

기타 충당금 139 81 

기타 9,070 15,756 

유동부채 합계 118,904 256,421 

고정부채   

회사채 1,875 2,302 

장기차입금 14,454 10,263 

이자반환손실충당금 9,382 8,485 

채무보증손실충당금 441 447 

퇴직급부에 관한 부채 197 400 

소송손실충당금 2,951 － 

기타 2,296 2,291 

고정부채합계 31,601 24,190 

부채합계 150,505 280,612 

순자산의 부   

주식자본   

자본금 53,578 53,592 

자본잉여금 52,920 52,934 

이익잉여금 64,626 62,421 

자기주식 △197 △197 

주주자본합계 170,928 168,750 

기타 포괄이익누계액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3,330 △529 

환율환산조정계정 3,032 7,800 

퇴직급부에 관한 조정누계액 △27 9 

기타 포괄이익누계액 합계 6,335 7,281 

신주예약권 117 158 

소액주주지분 6,848 6,868 

순자산합계 184,230 183,058 

부채순자산합계 334,736 46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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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분기연결손익계산서 및 분기연결포괄이익계산서 

(분기연결손익계산서) 

(3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백만엔) 

 

전년 2 분기 연결누계기간 

(2013 년 ４월 １일~ 

 2013 년 12 월 31 일) 

금년 2 분기 연결누계기간 

(2014 년 ４월 １일~ 

 2014 년 12 월 31 일) 

영업수익 44,017 48,120 

영업비용 19,360 21,522 

영업총이익 24,656 26,597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8,576 29,918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6,079 △3,321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4 11 

수취배당금 153 32 

수취임대료 122 121 

환차익 209 3,014 

기부금수입 227 － 

잡수입 136 104 

영업외수입 합계 854 3,285 

영업외비용   

지불이자 170 118 

감가상각비 17 15 

지분법에 따른 투자손실 － 117 

주식교부비 1,102 － 

잡손실 35 29 

영업외비용 합계 1,325 281 

경상이익 또는 경상손실(△) 5,608 △316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익 65 5 

투자유가증권매각익 462 － 

부의 영업권발생익 311 1,042 

위약금수입 88 － 

기타 0 13 

특별이익합계 928 1,061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 58 25 

고정자산폐기손 38 94 

손상차손 28 704 

투자유가증권평가손 0 － 

소송손실충당금전입액 2,951 － 

기타 6 19 

특별손실합계 3,083 844 

세금 등 조정전 분기순이익 또는 

세금 등 조정전 분기순손실(△) 
3,453 △100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475 821 

법인세등조정액 △243 △61 

법인세 등 합계 232 760 

소액주주손익조정전 분기순이익 또는 

소액주주손익조정전 분기순손실(△) 
3,220 △860 

소액주주이익 635 282 

분기순이익 또는 분기순손실(△) 2,58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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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연결 포괄이익계산서) 

(3분기 연결누계기간) 

  (단위：백만엔) 

 
전년 2 분기 연결누계기간 

(2013 년 4 월 1 일~ 

 2013 년 12 월 31 일) 

올해 2 분기 연결누계기간 

(2014 년 4 월 1 일 

 2014 년 9 월 30 일) 
 

금년 2 분기 연결누계기간 

(2014 년 4 월 1 일~ 

 2014 년 12 월 31 일) 

올해 2 분기 연결누계기간 

(2014 년 4 월 1 일 

 2014 년 9 월 30 일) 
 

소액주주손익조정전 분기순이익 또는 

소액주주손익조정전 분기순손실(△) 
3,220 △860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15 △3,601 

환환산조정계정 1,149 4,786 

퇴직급여관련조정액 － 36 

기타 포괄이익 합계 1,134 1,221 

분기포괄이익 4,355 360 

(내역)   

모회사주주관련 분기포괄이익 3,712 △197 

소액주주관련 분기포괄이익 642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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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분기 연결재무제표의 관한 주석사항) 

(계속기업의 전제에 관한 주석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주자본 금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의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가정보) 

(표시방법 변경) 

(분기 연결재무상태표) 

직전연결회계연도에서 투자기타자산의 ‘기타’에 포함하여 표시했던 당사의 연결자회사 JTRUST ASIA 

PTE.LTD.가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전량에 대하여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 동사가 실시하는 투자사업이 

향후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안건의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상주시

키는 등의 체제정비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계기로 동사의 거래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여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유동자산의 ‘영업투자유가증권’이라는 독립항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표시방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전연결회계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에 투자기타자산의 ‘기타’로 표시

했던 24,466백만엔은 ‘영업투자유가증권’ 8,918백만엔, ‘기타’ 15,547백만엔으로 재편성했습니다.



－ 14 － 

(부문별 정보 등) 

【부문별 정보】 

Ⅰ 전년 3분기 연결누계기간(2013년 4월 1일~ 2013년 12월 31일) 

１．부문별 보고의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백만엔) 

 부문별 보고 

기타 

(주)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 

사업 

어뮤즈먼트

사업 
해외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고객에 대한 영업

수익 
18,055 3,866 12,663 7,915 42,502 1,515 44,017 

부문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액 
88 5 68 － 161 711 873 

계 18,143 3,871 12,732 7,915 42,663 2,226 44,890 

부분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8,460 457 898 △2,078 7,738 0 7,738 

(주)「기타」구분은 부문별 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문으로 주로 컴퓨터 운용 및 관리 업무,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및 운용지도 업무, 인쇄관련 업무, 설계시공 업무입니다. 

 

２．부문별 보고의 이익 또는 손실 금액의 합계액과 분기 연결 손익계산서 상 금액과의 차액 및  

해당 차액의 주요 내용(차이 조정에 대한 사항) 

(단위：백만엔) 

이익 금액 

부분별 보고 합계 7,738 

「기타」구분 이익 0 

부문간 거래 소거 16 

전사 비용(주) △1,675 

분기 연결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6,079 

(주)전사 비용은 주로 부문별 보고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３．부문별 보고의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고정자산 관련 중요 손상차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영업권 금액의 중요 변동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금액의 중요도가 낮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４．부문별 보고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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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당 3분기 연결 누계기간(2014년 4월 1일~ 2014년 12월 31일) 

１．부문별 보고의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 정보 

      (단위：백만엔) 

 부문별 

기타 

(주)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 사

업 
오락 사업 해외사업 소계 

        

영업수익 15,584 4,759 11,513 13,743 45,600 2,519 48,120 

외부 고객에 대한 영

업수익 
32 0 11 － 45 641 686 

부문간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액 
15,616 4,760 11,525 13,743 45,645 3,160 48,806 

계 1,427 414 439 △4,298 △2,016 110 △1,905 

부문별 이익 또는 

부문별 손실(△) 
       

(주)「기타」구분은 부문별 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문으로 주로 컴퓨터 운용 및 관리 업무, 소프트웨어 위탁 개

발 및 운용지도 업무, 인쇄관련 업무, 설계시공 업무입니다. 

 

２．보고 부문별 자산에 관한 정보 

‘해외사업’ 부문에서 인도네시아 상업은행 PT Bank Mutiara Tbk.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사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직전연결회계연도 말일 대비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의 ‘해

외사업’ 부문의 자산액은 185,318백만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에서 새로이 자회사를 취득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직전연결회계연도 말일 대비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의 기타사업 자산액은 3,881백만엔 증가하였습니다. 

 

3．부문별 보고의 이익 또는 손실 금액의 합계액과 분기 연결 손익계산서 상 금액과의 차액 및  

해당 차액의 주요 내용(차이 조정에 대한 사항) 

                             (단위：백만엔) 

이익 금액 

부분별 보고 합계 △2,016 

「기타」구분 이익 110 

부문간 거래 소거 50 

전사 비용(주) △1,466 

분기 연결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실(△) △3,321 

(주)전사 비용은 주로 부문별 보고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4．부문별 보고의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고정자산 관련 중요 손상차손) 

금액의 중요도가 낮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영업권 금액의 중요 변동사항) 

‘해외사업’ 부문에서 당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 인도네시아 상업은행 PT Bank Mutiara Tbk.

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한 결과 영업권이 35,676백만엔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기타사업에서 새로이 자회사를 취득한 결과 부의 영업권 884백만엔이 발생하여 당해 3분기 연

결누계기간에 특별이익(부의 영업권 발생익)으로 계상했습니다.  

 

5．부문별 보고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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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보고기간 후 사건) 

１．당사는 2014년 6월 16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SC한국”이

라 한다)가 보유한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의하

고 동일자로 SC한국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으며 2015년 1월 19일자로 주식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취득목적 

한국 시장의 신규 고객 니즈에 폭넓게 대응함으로써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 주식취득 상대회사의 명칭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주식회사 

(3)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의 명칭 등 

① 명 칭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 

(현 JT저축은행 주식회사) 

② 주 소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4 

③ 대 표 자  이 름  정영석 

④ 자 본 금 액  999억원(2014년 6월말 현재) 

⑤ 사 업 내 용  저축은행업 

(4) 주식취득시기 

2015년 1월 19일 

(5) 취득하는 주식수, 취득가액 및 취득 후 지분비율 

① 취 득 주 식 수  19,996,800주 

② 취 득 가 액 
 

5,642백만엔 

(１원＝약0.108엔으로 환산) 

③ 취 득 후 지 분 비 율  100.0％ 

(6) 자금조달방법 

2013년 5월 31일자로 발행한 신주예약권 무상할당(논커미트먼트형/상장형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에 따

른 신주 예약권 행사에 따라 조달한 자금으로 일부를 충당했습니다. 

 

２．당사 및 당사 연결자회사인 KC카드 주식회사(이하 “KC카드”라 한다.)는 2014년 6월 25일 개최된 이사

회에서 KC카드가 KC주식회사(이하 “KC”라 한다.)를 설립한 뒤 2015년 1월 5일을 효력발생일로 하여 KC

카드의 ’KC카드’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사업 일부를 흡수분할을 통해 KC에 승계하고 이와 동시에 KC의 주

식 전량을 야후 주식회사 및 소프트뱅크 페이먼트 서비스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2014년 6월 25

일자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1월 5일자로 회사분할 및 주식양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분할 및 주식매각 사유 

‘KC카드’ 브랜드의 강점인 인터넷과 금융을 융합하는 노하우 등을 포함한 사업자산을 활용하여 사업규

모를 확대할 경우 인터넷 관련 대기업의 금융사업과의 경쟁관계 발생하는 등 향후의 경쟁심화가 예상된다

는 점, 야후 주식회사에서 ‘KC카드’ 브랜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 본건 주식양도 후에도 당사 그룹

은 ‘NUCS’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 및 본건 거래를 통해 얻은 자금을 

2013년 7월에 실시한 신주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합하여 신용카드사업에 재투자할 뿐 아니라 국내외

를 불문하고 기존 당사 그룹이 전개하던 사업의 강화와 신규사업 개설을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적

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투자효율을 높이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 매각 상대회사의 명칭 

야후 주식회사 

소프트뱅크 페이먼트 서비스 주식회사 

(3) 회사분할 및 매각 시기 

2015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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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자회사(승계 및 매각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및 회사와의 거래내용 등 

① 명 칭  KC주식회사 

② 주 소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에키마에 3쵸메4번2호 

③ 대 표 자 성 명  대표이사 안도 사토시 

④ 순 자 산 액  34,887백만엔(2015년 1월 5일 현재)(주) 

⑤ 총 자 산 액  50,916백만엔(2015년 1월 5일 현재)(주) 

⑥ 자 산 금 액  100백만엔 

⑦ 종 업 원 수  305명(2015년 1월 5일 현재) 

⑧ 사 업 내 용  신용카드, 카드론, 신용보증업무, 신판업무 등 

⑨ 회사와의  거래내용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석)순자산 및 총자산액은 회사분할을 통해 승계한 금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5) 매각하는 주식수, 매각가액, 매각손익 및 매각 후 지분비율 

① 매 각 하 는  주 식 수  2,000주 

② 매 각 가 액  35,638백만엔 

③ 매 각 손 익  매각손익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매각  후  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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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보충 정보 

영업실적 

(１)대출금 잔액내역 

구분 

전기 2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2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금액 (백만엔) 구성비(％) 금액 (백만엔) 구성비(％) 

일본 

소비자 대출업무 

무담보 대출 9,910 14.9 5,934 3.4 

 (1,314)  (931)  

기업결합조정 △132 △0.2 △30 △0.0 

유담보 대출 687 1.0 582 0.3 

 (100)  (118)  

소계 10,465 15.7 6,487 3.7 

 (1,414)  (1,049)  

사업자 대출업무 

상업어음할인 2,211 3.3 2,387 1.4 

 (5)  (5)  

무담보 대출 663 1.0 601 0.3 

 (50)  (37)  

유담보 대출 1,920 2.9 1,545 0.9 

 (16)  (53)  

소계 4,796 7.2 4,534 2.6 

 (72)  (97)  

상업어음할인 합계  3.3 2,387 1.4 

   (5)  

영업대출금 합계  19.6 8,634 4.9 

   (1,141)  

합계  22.9 11,021 6.3 

   (1,147)  

해외 

소비자 대출업무 

무담보 대출 2,840 4.3 9,342 5.3 

 (－)  (1,347)  

유담보 대출 － － 63 0.0 

 (－)  (24)  

소계 2,840 4.3 9,405 5.3 

 (－)  (1,372)  

은행업 대출금 

 

 72.8 154,941 88.4 

  (－)  

합계  77.1 164,346 93.7 

   (1,372)  

총합계 66,591 100.0 175,368 100.0 

 (1,487)  (2,519)  

(주)(  )안은 장기영업채권으로 상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２)할부결제금 잔액 

구분 

전기 2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2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 

금액 (백만엔) 금액 (백만엔) 

할부결제금 잔액 
42,452 35,896 

(1,282)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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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기 2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2분기 연결 회계기간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금액 (백만엔) 구성비(％) 금액 (백만엔) 구성비 (％) 

무담보 16,853 46.8 23,272 50.9 

유담보 19,196 53.2 22,452 49.1 

합계 36,050 100.0 45,725 100.0 

 

(４)영업수익 내역 

(단위：백만엔) 

구분 

전기 2분기 

연결 누계기간 

당기 2분기 

연결 누계기간 
전기 연결회계연도 

(2013년 4월 1일~ (2014년 4월 1일~ (2013년 4월 1일~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2014년 3월 31일) 

Ⅰ．대출금 이익 및      

수취할인료 １．소비자 (1) 무담보대출 2,121 4,331 2,720 

  (2) 유담보대출 73 63 91 

  소비자 합계 2,194 4,395 2,812 

 ２．사업자 (1) 상업어음할인 117 143 183 

  (2) 무담보대출 50 50 68 

  (3) 유담보대출 116 84 173 

  사업자 합계 283 278 425 

 소계  4,673 3,237 

Ⅱ．은행업 영업수익   12,392 

Ⅲ．매입채권 회수액   3,018 

Ⅳ．부동산사업 매출   4,970 

Ⅴ．어뮤즈먼트사업 매출   16,510 

Ⅵ．할부수수료 
１．포괄신용구입 알

선수익 

 
2,205 2,848 

  ２．대출수익 3,517 2,399 4,450 

  ３．할부수수료 163 56 164 

  소계 5,803 4,662 7,463 

Ⅶ．기타 １．수취수수료  202 258 

  ２．수취보증료 1,663 1,992 2,377 

  ３．상각채권추심익 3,575 3,619 5,135 

  ４．예금이자 47 162 67 

  ５．기타금융수익 1,826 835 3,091 

  ６．기타 2,608 3,429 3,403 

  소계 9,892 10,240 14,333 

영업수익 합계   6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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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