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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3월기 1분기 연결실적(2013년 4월 1일~2013년 6월 30일) 

(1) 연결 경영 실적(누계)       (% 표시는 전기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2014년 3월기 1분기 14,545  47.4 2,225  △ 44.9 2,262  △ 41.6 2,005 △ 49.8 

2013년 3월기 1분기 9,867 161.4 4,039   597.2 3,870   559.7 3,991  956.6 

(注) 포괄이익 2014년 3월기 1분기 2,574백만 엔(△ 35.3％) 

2013년 3월기 1분기 3,980백만 엔(972.6％) 

 

 1주당 당기순이익 
잠재주식조정 후  

1주당 당기순이익 

 엔 엔 

2014년 3월기 1분기 31.87 30.55 

2013년 3월기 1분기 64.92 63.06 

(注) 당사는 2012년 6월 1일에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을 분할하였습니다. 전 연결회계연도 초에 해당 주식분할 실시를 가정하여 

1주당 분기순이익 및 잠재주식조정 후 1주당 분기순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2) 연결 재정 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1주당 순자산 

 백만 엔 백만 엔 % 엔 

2014년 3월기 1분기 229,958 73,204 28.6 1,043.00 

2013년 3월기  218,706 70,895 29.1 1,013.89 

(참고) 자기자본 2014년 3월기 1분기  65,825백만 엔       2013년 3월기   63,625백만 엔 

 

http://www.jt-corp.co.j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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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 상황 

 연간 배당금 

 1분기 말 2분기 말 3분기 말 기말 합계 

 Yen Yen Yen Yen Yen 

2013년 3월기  － 3.00 － 4.00 7.00 

2012년 3월기  －     

2014년 3월기 

(예상) 
 5.00 － 5.00 10.00 

(注) 최근 공표된 예상 배상의 수정 여부 ： 부 

(注) 2013년 ８월 ２일에 공표한 ‘ 신주예약권 무상할당(논커미트먼트형/상장형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에 따른 신주예약권 권리행사결

과(확정)에 관한 공시’ 와 같이 ‘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으로 기발행주식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4년 3월기(예상)의 １주당 배당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3. 2014 년 3 월기 예상 연결실적 (2013 년 4 월 1 일~2014 년 3 월 31 일) 

(％표시는 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대비, 분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1주당 당기순

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Yen 

2분기(누계) 31,576 29.1 3,065 △ 59.1 3,182 △ 57.5 2,594 △ 65.2 30.07 

회계연도 72,620 30.4 16,103   34.1 17,319  26.4 15,030   12.9 149.36 

(注) 최근 공표된 예상실적 수정 여부： 부 

(注) 2013년 ８월 ２일에 공표한 ‘ 신주예약권 무상할당(논커미트먼트형/상장형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에 따른 신주예약권 권리행사

결과(확정)에 관한 공시’ 와 같이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으로 인해 기발행주식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1주당 당기순이익을 수정하였

습니다.  

※  주기사항 

① 분기 중 주요 자회사 이동(연결 범위 변경을 수반하는 특정 자회사의 이동) 무  

② 회계방침 변경 및 회계상 예상수치의 변경·수정 재표시 

[1] 회계기준 등의 개정을 수반하는 회계방침의 변경 : 무 

[2] [1]이외의 회계방침 변경 : 무 

[3] 회계상 예상수치의 변경 : 무 

[4] 수정 재표시 : 무 

(注) ‘ 연결재무제표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7(회계방침 변경을 회시상 예상수치의 변경과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Ｐ. 29 ‘ 4. 연결재무제표(5)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주기사항(회계방침 변경 및 회계상 예

상수치의 변경∙ 수정 재표시)’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③ 기발행주식 수(보통주식) 

기말 기발행주식 수 

(자기주식을 포함) 

2014년  3월기  1Q 63,520,612 2013년  3월기   63,162,292 

기말 자기주식 수 2014년  3월기  1Q 409,156 2013년  3월기     408,668  

기중 자기주식 수 2014년  3월기  1Q 62,933,689 2013년  3월기  1Q  61,479,397  

(注) 당사는 2012년 ６월 １일에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을 분할하였습니다. 전 연결회계연도 초에 해당 주식분할 실시를 가정

하여 기발행주식 수(보통주식)를 산정하였습니다.  

 

※ 분기 감사절차 실시 상황에 관한 표시 

이 분기 결산단신은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분기 감사절차 대상 외이며, 이 분기 결산단신의 개시 시점에는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분기 연결재무제표 분기 감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 예상실적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 기타 특기사항 

１. 본 자료에 기재된 예상실적 등 앞으로에 대한 기술은 당사가 현재 입수한 정보 및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일정 전제에 근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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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당사가 이에 대한 달성을 약속하는 뜻으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실적 등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실적의 전제가 되는 가정 등은 첨부자료 Ｐ. ４ ‘ １. 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3) 예상 연결실적 등의 장

래 예측 정보에 관한 설명’ 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２. 결산보충설명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www.jt-corp.co.jp/)에 게제합니다.  

３. 2013년 ８월 ２일에 공표한 ‘ 신주예약권 무상할당(논커미트먼트형/상장형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에 따른 신주예약권 권리행사결

과(확정)에 관한 공시’ 와 같이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에 의해 기발행주식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 ３. 2014년 3월기의 예상 연결

실적’ 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수정하였습니다. 

http://www.jt-corp.co.jp/


－ 4 － 

○ 첨부자료 목차 

 

1. 당 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 2 

(1) 경영실적에 관한 설명 ............................................................................................................................................... 2 

(2) 재정상태에 관한 설명 ............................................................................................................................................... 4 

(3) 예상연결실적 등 예측정보에 관한 설명 ................................................................................................................... 4 

2. 요약정보(주기사항)에 관한 사항 .................................................................................................................................... 4 

3. 분기 연결재무제표 .......................................................................................................................................................... 5 

(1) 분기 연결대차대조표 ................................................................................................................................................. 5 

(2)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및 분기 연결포괄이익계산서 ................................................................................................. 7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1 분기 연결누계기간 ............................................................................................................................................. 7 

분기 연결포괄이익계산서 

1 분기 연결누계기간 ............................................................................................................................................. 8 

(3) 분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주기사항 ........................................................................................................................ 9 

(계속기업 전제에 관한 주기) ................................................................................................................................... 9 

(주주자본금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의 주기)................................................................................................ 9 

(구분회계 정보 등) ................................................................................................................................................... 9 

(주요 후발 현상) ..................................................................................................................................................... 10 

4. 보충정보 ........................................................................................................................................................................ 11 



－ - 1 - － 

1. 당 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１) 경영실적에 관한 설명 

이번 1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일본경제는 신정권 출범 이후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실시함으로써 

엔저현상 및 주가상승이 진행되어 기업실적 전망이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고, 개인소비의 회복세에 힘입어 고용

정세가 개선되고 있는 등 완만하게나마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한편, 유럽 각국의 채무문제와 신흥국 경제성

장 속도가 둔화되는 등 손실위험이 우려되고 있어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사 그룹이 속한 대금업계는 개정대금업법의 완전시행 이후 감소세를 보여오던 소비자 대상 무담보대출 신

규대출계약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과납금 반환액 및 이자반환청구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급격히 축

소되었던 시장이 겨우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조금은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업

계의 카드 현금서비스는 대금업계와 마찬가지로 개정대금업법의 완전시행에 따른 총량규제의 영향 등으로 융자

잔액이 감소하는 등 아직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카드를 이용한 쇼핑은 서비스의 다양화 및 카드 결제 

범위의 확대 등 편리성을 향상한 덕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주택취득 관련 

각종 우대정책 및 저금리, 소비세 인상 전 수요 급증 등으로 신설주택 착공 건수가 미약하게나마 증가하는 등 

시황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뮤즈먼트 관련 업계 

역시 오락 관련 소비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업계 전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당사 그룹에서는 전 연결회계연도에 이어 적극적인 채권매입 및 조직재편을 실

시하여 당사 그룹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경영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당사 그룹 전체의 경영기반 강

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 연결회계연도에 한국에서 영업을 개시한 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이하 

‘ 친애저축은행’ 이라 함)는 2013년 5월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본점:  한국 서울특별시)과 이 회사의 

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6월에 소비자신용대출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앞으

로도 일본 국내에서 쌓은 소비자금융사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우량대출채권을 늘려 사업확대와 수익성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 중소기업,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확충하여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6월에 어도어즈주식회사(이하 ‘ 어도어즈’ 라 함)는 경영하던 설계∙ 시공사업(주로 파친코 영업

장 외 각종 상업시설의 개발∙ 설계∙ 시공사업)을 폐지하고, 자회사(당사 손자회사)인 키노트주식회사(이하 ‘ 키

노트’ 라 함)가 해당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재편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원스톱으로 진행함으로

써 설계∙ 시공사업의 차별화 요소인 물건 개발력과 디자인력을 향상하고, 규모확대에 따른 비용 삭감 및 주택∙

상업 시설 양쪽 모두에 대응 가능한 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 확대 및 수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5월에는 신주예약권 무상할당(논커미트먼트형/상장형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에 의한 자금조달을 

결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사업을 중심으로 한 채권매입 및 M&A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소지자금을 

확보하였으며, 향후에도 발 빠른 시장개척 및 사업전개 실시를 통해 수익성 향상과 함께 견고한 재무체질과 성

장기반을 확립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번 1분기 연결누계 기간의 영업수익은 어도어즈 및 친애저축은행의 사업수익이 가산됨에 따라 14,545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47.4％ 증)을 기록하였으나, 해당 사업수익 관련 매출원가와 당사 그룹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영업수익은 2,225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44.9％ 감소), 경

상이익은 2,262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41.6％ 감소), 분기순이익은 2,005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49.8％ 감소)

이 되었습니다.  

  

구분회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사업  

(사업자 대상 대출 업무) 

사업자 대상 대출 업무는 주로 주식회사 일본보증(이하 ‘ 일본보증’ 이라 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

업어음 융자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나, 영업대출금의 경우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감소요인

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담보융자를 중심으로 잔액 적립을 도모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

였습니다.  

위의 결과, 이번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융자잔액은 상업어음이 1,429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42.5％ 

감소), 영업대출금이 2,614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77.8％ 증가), 장기영업채권이 87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이었으며,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융자잔액 합계는 4,131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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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대출 업무) 

소비자 대상 대출 업무는 일본보증, 주식회사 크레디아(이하 ‘ 크레디아’ 라 함) 및 사이쿄카드주식회사

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융자잔액에는 앞선 2분기 연결회계기간에 연결자회사가 된 크레디아의 융

자잔액이 가산되었으나, 일본보증이 회생회사 주식회사 다케후지(현 회생회사 TFK주식회사)로부터 승계한 

소비자금융사업의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감소하였고, 영업대출금은 10,826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 장기영업채권은 1,562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융자잔액 

합계는 12,389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38.1％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신용판매업무)  

신용카드 업무는 KC카드주식회사(이하 ‘ KC카드’ 라 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으로 신용

카드업무의 확대를 내걸고 B to C 사업을 비롯하여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 및 상품

을 제공하여 신용카드 회원 수와 고객단가의 증가를 도모하여 쇼핑 수수료 증가 등 수익성 확보에 힘쓰고 

있으나, 주로 카드의 현금서비스 회수가 진행되면서 융자잔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보증 및 사

이쿄카드주식회사가 할부판매를 이용한 신용판매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할부대납금 잔액은 45,544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4.1％ 감

소), 장기영업채권은 2,503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58.9％ 감소), 장개영업채권을 포함한 할부대납금 잔액 

합계는 48,048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이 되었습니다. 

(신용보증 업무) 

신용보증 업무는 주로 일본보증, 크레디아 및 KC카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으로 신용보증

업무의 확충을 내걸고 주로 주식회사 사이쿄은행 및 주식회사 도쿄스타은행의 대출 보증을 중심으로 전 연

결회계연도에는 새로이 지역은행 4곳과 보증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휴금융기관 확대에도 주력하는 

등 채무보증잔액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번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채무보증잔액은 유담보대출보증이 17,689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 무담보대출보증이 16,293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54.4％ 증가)을 기록하여 채무보증잔액 

합계는 33,983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38.6％ 증가)이 되었습니다.  

(채권매입 업무) 

채권매입 업무는 당사, 일본보증, 파르티르채권회수주식회사, 합동회사 파르티르, 합동회사 파르티르원 및

합동회사 파르티르케이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채권 역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이번 1분

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매입채권잔액은 2,454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이었습니다.  

 

이상의 결과, 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6,298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 구분회계이익은 2,357백

만 엔(전년 동기 대비 41.6％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② 부동산사업  

부동산사업은 키노트가 금융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며 분양주택 판매∙ 중개뿐만 아니라 주문주택건

설사업 및 중고주택 리노베이션 등 주택 관련 비즈니스의 수익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도어즈는 부

동산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 부동산사업의 영업수익은 708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35.2％ 감소), 구분회계이익은 23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56.9％ 감소)이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연결자회사 중 어도어즈는 전 2분기 연결회계기간부

터 연결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는 키노트의 전년 동기 실적과 비교하였습니다.  

  

③ 어뮤즈먼트사업 

어뮤즈먼트사업은 주식회사 브레이크에서 어뮤즈먼트 기기용 경품 판매를, 어도어즈에서 어뮤즈먼트 시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 어뮤즈먼트사업의 영업수익은 4,244백만 엔, 구분회계이익은 294백만 엔이었습니다. 또한, 해

당 연결자회사는 양사 모두 201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 1분기 연결회계기간에는 

대차대조표만 연결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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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외사업 

해외사업 부문에서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가 한국에서 소비자금융사업을, 친애저축은행이 2012년 

10월부터 저축은행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영업대출금은 3,419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 은행업 대출금의 

경우 친애저축은행이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에 이

어 2013년 1월에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013년 6월에는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소비자신용대출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증가하여 59,969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 해외사업의 영업수익은 2,688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539.4％ 증가)이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

증대 등으로 31백만 엔의 구분회계 손실(전년 동기에는 54백만 엔의 구분회계 이익)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해당 연결자회사 중 친애저축은행은 전 2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연결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의 전년 동기 실적과 비교하였습니다.  

  

⑤ 기타 사업 

기타 사업 부문에서는 J트러스트시스템주식회사가 주로 당사 그룹의 시스템 개발, 컴퓨터 운용 및 관리 업

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노트는 설계∙ 시공사업(2013년 6월, 사업재편에 따라 어도어즈로부터 이관)을, 주식회사 AAD는 인쇄

사업을, NL밸류캐피탈주식회사는 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사업 및 그룹경

영관리를 실시하던 JT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는 2012년 11월에 해산하여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 기타 사업의 영업수익은 889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333.5％ 증가), 구분회계이익은 28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27.4％ 증가)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연결자회사 중 어도어즈, 주식회사 AAD 및 NL밸류

캐피탈주식회사는 전 2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연결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는 J트러스트시스템

주식회사의 전년 동기 실적과 비교하였습니다.  

 

    

(２) 재정상태에 관한 설명 

이번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총자산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11,252백만 엔 증가하여 229,958백만 엔(전

기 대비 5.1％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전 연결회계연도 말에 계상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부터의 채권양수 관련 미수입금을 포함한 친애저축은행의 미수입금이 4,663백만 엔 감소한 데다, 이번 1분기 

연결누계기간에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할부대납금이 2,588백만 엔 감소한 한편, 현금 및 예금이 6,787

백만 엔, 친애저축은행의 은행업 대출금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의 채권 양수 등으로 인해 

11,758백만 엔으로 각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전 연결회계연도 말에 비해 8,944백만 엔 증가하여 156,754백만 엔(전기 대비 6.1％ 증가)이 되었습니

다. 이는 주로 이자반환손실충당금이 1,727백만 엔 감소한 한편, 은행업 예금이 11,162백만 엔 증가했기 때문입

니다.  

순자산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2,308백만 엔 증가하여 73,204백만 엔(전기 대비 3.3％ 증가)이 되었습니

다. 이는 주로 251백만 엔의 잉여금 배당 실시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한편, 분기순이익 2,005백만 엔을 계상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의 결과, 1주당 순자산액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29엔 11전 증가한 1,043엔 00전이었으며, 자기자본비

율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 29.1％에서 0.5포인트 하락한 28.6％가 되었습니다.  

    

(３)예상 연결실적 등 장래 예측정보에 관한 설명 

당사 그룹은 친애저축은행이 2013년 6월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채권 수익이 2

분기 연결누계기간 이후 연결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 국내의 타 금융기

관에 대한 채권매입이나 Ｍ＆Ａ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 대상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채권잔액을 확대하여 추가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주예약권 무상할당(논커미트먼트형/상장형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으로 조달한 자금은 향후 채권매입 

및 Ｍ＆Ａ 등을 위한 자금 등에 충당할 예정이며, 발 빠른 시장개척 및 사업전개를 실시함으로써 수익성 향상으

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 업무 역시 제휴 금융기관의 확대 및 관계 강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채무보증잔액 증대

에 따른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영업실적은 거의 계획대로 추이하고 있으며, 2014년 3월기 2분기 연결누계기간 

및 회계연도 예상 연결실적은 2013년 5월 14일 공표한 예상 실적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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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요약정보(주기사항)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３. 분기 연결재무제표 

(１) 분기 연결대차대조표 

(단위: 백만 엔) 

        전 연결회계연도 

(2013년 3월 31일) 

당 1분기 연결회계기간 

(2013년 6월 30일)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62,140 68,927 
    상업어음 1,656 1,429 
    영업대출금 18,227 16,861 
    은행업 대출금 48,210 59,969 
    할부대납금 48,133 45,544 
    매입채권 2,529 2,454 
    구상권 656 780 
    유가증권 788 801 
    상품 및 제품 1,336 2,041 
    재공품 355 502 
    기타 16,801 12,033 
    대손충당금 △ 11,574 △ 12,869 

    유동자산 합계 189,262 198,477 

  고정자산     

    유형 고정자산 10,836 10,782 
    무형 고정자산     

      영업권 5,761 5,679 
      기타 1,003 1,416 

      무형 고정자산 합계 6,764 7,095 

    투자 기타 자산     

      장기영업채권 4,686 4,153 
      기타 11,625 13,439 
      대손충당금 △ 4,469 △ 3,990 

      투자 기타 자산 합계 11,842 13,603 

    고정자산 합계 29,443 31,481 

  자산 합계 218,706 22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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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엔) 

      전 연결회계연도 

(2013년 3월 31일) 

당 1분기 연결회계기간 

(2013년 6월 30일) 

부채     

  유동부채     

    할인어음 1,500 1,129 
    단기차입금 3,062 4,288 
    1년 내 변제 예정인 장기 차입금 5,009 5,152 
    미지불 법인세 등 829 298 
    은행업 예금 73,194 84,357 
    이자반환손실충당금 7,124 6,228 
    사업정리손실충당금 95 82 
    기타 충당금 108 75 
    기타 8,547 8,223 

    유동부채 합계 99,471 109,837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30,487 29,970 
    이자반환손실충당금 12,052 11,220 
    채무보증손실충당금 4,017 4,038 
    퇴직급여충당금 16 16 
    기타 1,764 1,672 

    고정부채 합계 48,339 46,917 

  부채 합계 147,810 156,754 

순자산     

  주주자본     

    자본금 4,625 4,668 
    자본잉여금 3,966 4,009 
    이익잉여금 54,320 56,074 
    자기주식 △ 194 △ 196 

    주주자본 합계 62,716 64,555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 △ 10 4 
    환율환산조정계정 918 1,264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 합계 908 1,269 

  신주예약권 140 120 
  소주주주지분 7,130 7,258 

  순자산 합계 70,895 73,204 

부채순자산 합계 218,706 22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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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및 분기 연결포괄이익계산서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1분기 연결누계기간) 

(단위: 백만 엔) 

    
전 1분기 연결누계기간 

(2012년 4월 1일 

 ~2012년  6월 30일) 

당 1분기 연결누계기간 

(2013년 4월 1일 

 ~2013년 6월 30일) 

영업수익 9,867 14,545 

영업비용 1,689 6,103 

영업순이익 8,178 8,441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4,138 6,216 

영업이익 4,039 2,225 

영업외수익     

  수취이자 0 1 
  수취배당금 14 147 
  수취임대료 41 42 
  환차익 － 41 
  잡수입 7 44 

  영업외수익 합계 63 277 

영업외비용     

  지불이자 7 60 
  감가상각비 6 6 
  환차손 217 － 
  주식교부비 － 169 
  잡손실 1 4 

  영업외비용 합계 232 240 

경상이익 3,870 2,262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익 2 21 
  부의 영업권 발생익 155 － 
  기타 10 0 

  특별이익 합계 167 21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 0 － 
  고정자산폐기손 3 0 
  감손손실 1 － 
  투자 유가증권 평가손 0 0 

  특별손실 합계 5 0 

세금 등 조정 전 분기 순이익 4,032 2,283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48 185 

법인세 등 조정액 △ 50 △ 107 

법인세 등 합계 △ 2 78 

소수주주 손익조정 전 분기 순이익 4,034 2,204 

소수주주이익 43 199 

분기순이익 3,99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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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연결포괄이익계산서) 

(1분기 연결누계기간) 

(단위: 백만 엔) 

    
전 1분기 연결누계기간 

(2012년 4월 1일 

 ~2012년  6월 30일) 

당 1분기 연결누계기간 

(2013년4월 1일 

 ~2013년 6월 30일) 

소수주주손익조정 전 분기 순이익 4,034 2,204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 △ 1 15 
  환율환산조정계정 △ 52 354 

  기타 포괄이익 합계 △ 54 369 

분기 포괄이익 3,980 2,574 

(내역)     

  모회사 주주 관련 분기 포괄이익 3,937 2,367 
  소수주주 관련 분기 포괄이익 43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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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분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주기사항 

(계속기업 전제에 관한 주기) 

해당사항 없음  

   

(주주자본금액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의 주기) 

해당사항 없음 

   

(구분회계 정보 등) 

구분회계 정보   

Ⅰ  전 1분기 연결누계기간(2012년 4월 1일~2012년 6월 30일) 

１. 보고대상 구분회계 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 백만 엔) 

  보고대상 구분회계 기타 
(注)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사업 해외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고객 대상 영업수익 8,266  1,090 420 9,777 90 9,867 

구분회계 간 내부영업

수익 또는 이체금 
51  2 － 54 115 169 

계 8,318  1,093 420 9,832 205 10,037 

구분회계 이익 4,040  54 54 4,149 8 4,158 

(注) ‘ 기타’  구분은 보고대상 구분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구분회계 값이며, 컴퓨터 운용 및 관리 업무,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및 운용지도 업무가 이에 속합니다.  

  

２. 보고대상 구분회계 이익 또는 손실 금액의 합계액과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계상액과의 차액 및 해당 차

액의주요 내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 엔) 

이익 금액 

보고대상 구분회계 계 4,149 

‘ 기타’  구분 이익 8 

구분회계간 거래 소거 △ 8 

전사 비용 (注) △ 110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영업이익 4,039 

(注) 전사 비용은 주로 보고대상 구분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３. 보고대상 구분회계별 고정자산 감손손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고정자산에 관한 중요한 감손손실) 

해당사항 없음 

(영업권 금액의 주요 변동) 

하기 ‘ ４. 보고대상 구분회계 변동 등에 관한 사항’  에 기재한 것과 같이 보고대상 구분회계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1분기 연결누계기간의 해당 사항에 따른 영업권 증가액은 2,026백만 엔입니다.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익)  

금액의 중요성 불충분으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４. 보고대상 구분회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보고대상 구분회계의 추가) 

이번 1분기 연결회계기간에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와의 주식교환을 실시하여 당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브레이크 및 이 회사 관련회사인 어도어즈주식

회사를 당사 연결자회사로 편입하고, 보고대상 구분회계인 ‘ 어뮤즈먼트사업’  을 새롭게 추가하였습

니다. 

또한, 해당 자회사의 취득간주일을 2012년 6월 30일로 보고, 이번 1분기 연결회계기간에는 대차대

조표만을 연결하였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금액에 관한 정

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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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당 1분기 연결누계기간(2013년4월 1일~2013년 6월 30일) 

１. 보고대상 구분회계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 백만 엔) 

  보고대상 구분회계 

기타 
(注)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 
사업 

어뮤즈먼트
사업 

해외사업 계 

영업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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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회계 간 내부 영

업수익 또는 이체금 
29  4 21 － 55 229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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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회계 이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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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注) ‘기타’  구분은 보고대상 구분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구분회계 값이며, 주로 컴퓨터 운용 및 관리 업무, 소

프트웨어 수탁 개발 및 운용 지도 업무, 인쇄 관련 업무, 설계시공 업무가 이에 속합니다.  

   

２. 보고대상 구분회계의 이익 또는 손실 금액 합계액과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 및 해당 

차액의 주요 내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 엔) 

이익 금액 

보고대상 구분회계 계 2,645 

‘ 기타’  구분 영업 이익 28 

구분회계간 거래 소거 12 

전사 비용(注) △ 461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영업이익 2,225 

(注)전사비용은 주로 보고대상 구분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３. 보고대상 구분회계별 고정자산 감손손익 및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해당사항 없음 

  

４. 보고대상 구분회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중요 후발 현상) 

당사는 2013년 ５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 이외의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한 신주예약권 무상할당(논커

미트먼트형/상장형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에 따른 자금조달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2013년 ５월 30일을 할당준

비일로 하는 신주예약권(이하 ‘ 본 신주예약권’ 이라 함)을 발행하였습니다.  

행사기간인 2013년 ７월 ５일부터 2013년 ７월 30일까지 행사된 본 신주예약권의 행사 결과는 이하와 같습

니다.  

① 행사된 본 신주예약권 수(개) 54,267,902 

② 발행한 신주의 종류 및 주식 수(주) 보통주식 54,267,902 

③ 본 신주예약권 행사 시 지불금액(엔) 1,800 

④ 본 신주예약권의 지불금액 총액(백만 엔) 97,682 

⑤ 지불금액 총액 중 자본화 금액(백만 엔) 48,841 

⑥ 자본금(백만 엔)(2013년 ７월 30일 현재)  53,509 

 또한, 조달자금의 용도는 당사 그룹의 향후 채권매입 및Ｍ＆Ａ 등의 자본, 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등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 - 10 - － 

４. 보충정보 

영업실적 

(１)대출금 잔액 내역 

구분 

전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 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3년 6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국내 

소비자 대상 대출 업무 

무담보대출 20,352 70.6 11,881 14.9 

  (1,333)   (1,447)   

기업결합 조정 △ 762 △ 2.7 △ 257 △ 0.3 

유담보대출 426 1.5 765 0.9 

  (64)   (114)   

소계 20,016 69.4 12,389 15.5 

  (1,397)   (1,562)    

사업자 대상 대출 업무 

상업어음 할인 2,490 8.6 1,435 1.8 

  (6)   (6)   

무담보대출 684 2.4 699 0.9 

  (53)   (55)   

유담보대출 843 2.9 1,995 2.5 

  (3)   (25)   

소계 4,018 13.9 4,131 5.2 

  (63)   (87)   

상업어음 할인 합계 2,490 8.6 1,435 1.8 

  (6)   (6)   

영업대출금 합계 21,544 74.7 15,084 18.9 

  (1,454)   (1,643)   

합계 24,034 83.3 16,520 20.7 

  (1,460)   (1,649)   

해외 

소비자 대상 대출 업무 

무담보대출 4,777 16.6 3,408 4.3 

  (－)   (－)   

유담보대출 18 0.1 11 0.0 

  (－)   (－)   

소계 4,796 16.7 3,419 4.3 

  (－)   (－)   

은행업 대출금 

  

－ － 59,969 75.0 

(－)   (－)   

합계 4,796 16.7 63,389 79.3 

  (－)   (－)   

총 합계 28,831 100.0 79,910 100.0 

    (1,460)   (1,649)   

(注) １. (  ) 는 해당 금액 중 장기영업채권을 말합니다 .  

２. 해외의 ‘ 은행업 대출금’ 은 친애저축은행㈜의 대출금입니다. 아울러 2012년 10월에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전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２) 할부대납금 잔액 

구분 

전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3년 6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금액(백만 엔) 

할부대납금 잔액 
66,132 48,048 

(6,087) (2,503) 

(注) (  )는 해당 금액 중 장기영업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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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채무보증 잔액 내역 

구분 

전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3년 6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 

무담보 10,553 43.0 16,293 47.9 

유담보 13,961 57.0 17,689 52.1 

합계 24,515 100.0 33,983 100.0 

   

(４)영업수익 내역 

(단위: 백만 엔) 

구분 

전 １분기 
연결누계기간 

당 １분기 
연결누계기간 

전 연결회계연도 

(2012년 ４월 １일 (2013년 ４월 1일 (2012년 ４월 １일 

  ~2012년 6월 30일)   ~2013년 6월 30일)   ~2013년 3월 31일) 

Ⅰ . 대출금 이자∙              

수취할인료 １. 소비자 대상 (1) 무담보대출 1,393 819 4,877 

      (2) 유담보대출 10 22 87 

    소비자 대상 계 1,404  842 4,964  

  ２. 사업자 대상 (1) 상업어음 할인 52  36 190 

      (2) 무담보대출 28 17 79 

    (3) 유담보대출 11 32 78 

    소비자 대상 계 93 86 348 

  소계 1,497 929 5,313 

Ⅱ . 은행업 영업수익 － 2,431 1,222 

Ⅲ . 매입채권회수액 530  616 2,403  

Ⅳ. 부동산사업 매출액 1,090  703 4,285  

Ⅴ . 어뮤즈먼트사업 매출액 －  4,222 13,484  

Ⅵ. 할부대납금 수수료 
１. 포괄신용구입 
  알선수익 

726 701 2,853 

    ２. 융자수익 2,021 1,290 6,937 

    ３. 할부대납금 수수료 53 54 224 

    소계 2,800 2,046 10,016 

Ⅶ. 기타 １. 수취수수료 57 53 221 

    ２. 수취보증료 359 546 1,751 

    ３. 매각채권추심익 1,359  1,247 6,634  

    ４. 예금이자 11  7 29  

    ５. 기타 금융수익 1,707  708 6,868  

    ６. 기타 453 1,030 3,452 

    소계 3,948  3,594 18,958 

영업수익 계 9,867 14,545 55,683 

(注) １. ‘ Ⅱ . 은행 영업수익’ 은 친애저축은행㈜의 수익입니다. 2012년 10월부터 저축은행업을 개시하였기 때문

에 전 1분기 연결누계기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２. ‘ Ⅴ . 어뮤즈먼트사업 매출은 ㈜브레이크의 상품매출 및 어뮤즈먼트 시설 수입, 어도어즈㈜의 어뮤즈먼

트 시설 수입입니다. 아울러 2012년 ４월에 ㈜브레이크를, 2012년 ６월에 어도어즈㈜를 각각 당사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여 2012년 6월 30일을 취득간주일로 하고 대차대조표만을 연결하였기 때문에 전 1분기 

연결누계기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３. ‘ Ⅶ. 기타 ３. 상각채권추심익’ 은 전 연결회계연도보다 수익 중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별도 게재하

였습니다. 아울러 용이한 비교를 위해 전 1분기 연결누계기간의 ‘ Ⅶ. 기타 ６. 기타’ 에 포함되어 있

던 상각채권추심익을 재편성하여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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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 Ⅶ. 기타 ５. 기타 금융수익’ 은 주로 채권매입 업무의 대출채권회수액과 해당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