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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년년년 3월월월월월월월월 3분분분분월월월월 연연연연결결결결연연연연연연연연(2013년년년년 4월월월월 1일일일일~2013년년년년 12월월월월 31일일일일) 
(1) 연연연연결결결결 경경경경경경경경 연연연연연연연연(누누누누누누누누)       (% 대노표 전월대전 도증증) 

 경영영영 경영대영 경상대영 당월당대영 

 백백 엔 % 백백 엔 % 백백 엔 % 백백 엔 % 

2014년 3월월 2분월 44,017  8.3 6,079  △47.5 5,608  △57.1 2,585 △79.9
2013년 3월월 2분월 40,655 135.7 11,580   172.4 13,076   243.5 12,887  △60.9

(注) 포포대영 2014년 3월월 3분월 4,355백백 엔(△66.9％) 2013년 3월월 3분월 13,157백백 엔(△60.1％) 
 

 1트당 분월당대영 
잠잠트트잠기 후  
1트당 분월당대영 

 엔 전 엔 전 

2014년 3월월 3분월 26.85 26.35 
2013년 3월월 3분월 208.16 202.05 

(注) 당상표 2012년 6월 1일일 기보트트 1트당 2트주 트트주 분분분분분분다. 전 연결상누연도 초일 해당 트트분분 연노실 가기분여 1트
당 분월당대영 및 잠잠트트잠기 후 1트당 분월당대영주 결기분분분분다.  

 
(2) 연연연연결결결결 잠잠잠잠기기기기 상상상상상상상상 

 총대결 당대결 대월대일전자 1트당 당대결 

 백백 엔 백백 엔 % 엔 

2014년 3월월 3분월 316,089 171,379 52.0 1,394.23 
2013년 3월월  218,706 70,895 29.1 1,013.89 

(참기) 대월대일 2014년 3월월 3분월  164,386백백 엔       2013년 3월월   63,625백백 엔 
 
 
2. 배배배배당당당당 상상상상상상상상 

 연연 배당배 

 1분월 말 2분월 말 3분월 말 월말 합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2013년 3월월  － 3.00 － 4.00 7.00 

2014년 3월월  － 5.00 －   

2014년 3월월(기상)   － 5.00 10.00 

(注注注注) 결결결결최최최최 공공공공대대대대공공공공 기기기기상상상상 배배배배상상상상문문문문 영영영영기기기기 여여여여노노노노 ：：：： 노노노노 
(注) 2013년 ８월 ２일일 공대공 ‘결트기신도 무상분당(논논미트논트논/상상논 결트기신도 무상분당)일 따따 결트기신도 도권권상결권
(확기)일 관공 공노’후 같대 ‘결트기신도 무상분당무주 월기권트트 영가 도가분분무증, 2014년 3월월(기상)문 １트당 배당배배 영기
분후 않않분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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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년년년 3월월월월월월월월 기기기기상상상상 연연연연결결결결연연연연연연연연 (2013년년년년 4월월월월 1일일일일~2014년년년년 3월월월월 31일일일일) 
(％대노표 상누연도문 경경 전월 대전 도증증) 

 경영영영 경영대영 경상대영 당월당대영 
1트당 당월당대

영 

 백백 엔 % 백백 엔 % 백백 엔 % 백백 엔 % 엔 전 

상누연도 － － － － － － － － － 

(注注注注) 결결결결최최최최 공공공공대대대대공공공공 기기기기상상상상연연연연연연연연 영영영영기기기기 여여여여노노노노：：：： 노노노노 
(注) 연결 기상연연배 현 노시일기 합권연합 기상연연 결기대 곤곤분월 때문일 결노실 연월합분다. 향후 기상연연결노가 가가공 노시
일 결신분신 결노분개분분다.  
 
※ 트월상주 

(1) 당 분월 연결누누월연문 트노 대상상 대이(연결 범범 변경주 영수분표 특기 대상상문 대이) : 유  

     결신 1상 (상상) J TRUST ASIA PTE. LTD.        , 기제 _상 (상상)  

     (注) 상상상상배 첨노대결 P. 5 ‘2. 노신기기(트월상주)일 관공 상주 (1) 당 분월 연결누누월연문 트노 대상상 대이’주 참잠 바바분다. 

(2) 분월 연결 잠무기대 결성일 특유문 상누회권 연상 : 무 

(3) 상누회회문 변경∙ 상누상 기상영히 변경 및 영기 잠대노 

① 상누월일 등문 결기주 영수분표 상누회회문 변경 : 무 

② ○1 대제문 상누회회 변경 : 무 

③ 상누상 기상영히문 변경 : 무 

④ 영기 잠대노 : 무 

(4) 월기권트트 영(기보트트)  

① 월말 월기권트트 영(대월트트 포포) 2014년 3월월 3Q 118,314,034트 2013년 3월월 63,162,292트 

② 월말 대월트트 영 2014년 3월월 3Q 409,216트 2013년 3월월 408,668트 

③ 월기 평평 트트 영(분월 누누) 2014년 3월월 3Q 96,310,638트 2013년 3월월 3Q 61,911,872트 

(注) 당상표 2012년 6월 1일일 기보트트 1트당 2트주 트트주 분분분분분분다. 전 연결상누연도 초일 해당 트트분분 연노실 가기분여 1
트당 분월당대영 및 잠잠트트잠기 후 1트당 분월당대영주 결기분분분분다. 

※ 분월 증상절감 연노 상상일 관공 대노 
대 분월 결결결결배 배금상금상상금일 문공 분월증상 절감 대상대 아분아, 대 분월 결결결결 결노 노시배 배금상금상상금일 문공 
분월 연결잠무기대 분월증상 절감 종결 전전분다.  

 
※ 기상연연문 연절공 대상일 관공 결상, 월히 특월상주 
１. 일 대결일 월잠공 기상연연 등 앞무주일 대공 월기배 당상가 현잠 전영공 기기 및 합권연대합 판결분표 일기 전기일 최상분기 있
무아, 당상가 대일 대공 달성주 신신분표 뜻무주 결성공 것배 아아분다. 또공, 연기 연연 등배 여트 노합일 문분여 크신 달합달 영 있
분분다. 기상연연문 전기가 되표 가기 등배 첨노대결 Ｐ. 5 ‘１. 당 분월 결결일 관공 기성연 기기 (3) 기상 연결연연 등문 상상 기예 
기기일 관공 결상’주 참잠분여 트주노주.  
２. 결결기결결상대결표 당상 홈홈대후 (http://www.jt-corp.co.jp/)일 신기분개분분다. 
 
 
 
 
 
 
 
 
 
 
 
 
 
 
 
 
 
 
 
 
 
 
 



－ 3 － 

○첨노대결 종감 
 
1. 대이 분월 결결일 관공 기성연 기기 .............................................................................................................................................. 2 

(1) 경경연연일 관공 결상 ................................................................................................................................................................. 2 

(2) 잠기상상일 관공 결상 ................................................................................................................................................................. 4 

(3) 기상연결연연 등 기예기기일 관공 결상 .................................................................................................................................. 5 

2. 노신기기(트월상주)일 관공 상주 ..................................................................................................................................................... 5 

(1) 대이 분월 연결누누월연문 트노 대상상 대이 ........................................................................................................................ 5 

(2) 추가기기 ....................................................................................................................................................................................... 5 

3. 분월 연결잠무기대............................................................................................................................................................................. 6 

(1) 분월 연결대감대잠대 .................................................................................................................................................................. 6 

(2) 분월 연결연영누결기 및 분월 연결포포대영누결기 .............................................................................................................. 8 

분월 연결연영누결기 

3분월 연결누누월연 .............................................................................................................................................................. 8 

분월 연결포포대영누결기 

3분월 연결누누월연 .............................................................................................................................................................. 9 

(3) 분월 연결잠무기대일 관공 트월상주 ..................................................................................................................................... 10 

(누신월영 전기일 관공 트월) ................................................................................................................................................. 10 

(트트대일배주일 현현공 변이대 있표 경경문 트월) .......................................................................................................... 10 

(구분상누 기기 등) .................................................................................................................................................................. 10 

(트노 후기 현상) ...................................................................................................................................................................... 12 

4. 기결기기 ............................................................................................................................................................................................ 13 



－ 4 － 

1. 대이 분월 결결일 관공 기성연 기기 

(１) 경경연연일 관공 결상 

대이 3분월 연결누누월연문 일일경기표 기노문 경기∙ 배금기직일 대공 월대증 등일 힘전힘 엔현현상 및 트가

상상문 양상가 기대표 가가가 경월후 상전대 심권가 상회될 잠조주 기대기 있후백, 엔현가 영수분표 상금가상 

상상, 상전상 합상 등 불불노상가 가노후 않아 일상연합 상회상일표 대이후 못공 채 시감 상회 곡곡대 완백해후

표 모분주 기분분분다. 신다가 유유 각각문 채무문기후 결신각문 경기성상 신도 둔둔 등 여전히 앞앞주 기예분

월 힘어가 상상대 후신되지분분다.  

당상 그그배 종합배금영주 기심무주 상영사이주 전결분기 있분분다백, 그 기 각상문 상전대∙ 상영대 대상 배

금영누표 권과배 수반주 및 대대수반이구 건영 증상자 둔둔일 직직공 것배 상연대후백, 상전대 대상 무무기대기

문 결신대기누신 건영가 전년도일 전해 도가분표 등 급상분신 축상되지축 노상대 결최 들힘 겨경 상소상상일 접

힘들직기 빛대 기대월 노결시분분다. 또공, 결상신드 영누문 신드 현배기전트표 총총신기문 경향 등무주 대기대

주대 증상분표 등 아직까후 힘어가 반경일 놓여 있후백, 신드 결기표 기전트문 다양둔 및 신드 결기 범범문 확대 

등 편권성주 향상공 덕분일 후신연무주 확대되기 있분분다. 노이결 영누표 기노문 트주주주 관관 각종 경대기직 

및 현배권, 상전상 합상 전 보상연무주 증히증표 영노 급도 등무주 결결트주 착공 건영가 미신분신증미 도가분

표 등 노상대 천천히 상회되기표 있무증 일상연합 상회상일표 미히후 못시분분다. 신다가 힘어어논트 관관 영누 

역노 주오 관관 상전실 후양분표 분범월가 확결되직기 영누 전전가 난주주 겪기 있분분다.  

대트공 경경반경주 기어분여 당상 그그일기표 전 연결상누연도일 대힘 연적연합 채도채전 및 잠직잠편주 연노

분분분분다. 2013년 6월일표 친친현축배권트트상상(대분 ‘친친현축배권’대합 포)가 트트상상 일대히에대현축

배권(일시:  공각 기서특서노)문 상전대결상대기채도주 양영분분기, 더불힘 같배 달 힘도힘어트트상상(대분 ‘힘

도힘어’합 포)표 결누∙ 노공상영(트주 파친종 경영상제 각종 상영노결문 결기∙ 결누∙ 노공상영)주 폐후분기, 대

상상(당상 연대상상)합 키노트트트상상(대분 ‘키노트’합 포)가 해당 상영주 새주대 결노분표 상영잠편주 결권

분분분분다. 또공, 2013년 10월일표 성상분표 이동아노아후역문 배금 및 힘어어논트, 월히 성상대 월대되표 상영

일 대공 투대 등주 범공 전초월후주기 싱가포이일 JTRUST ASIA PTE.LTD.(대분 ‘JTA’합 포)실 결설분기, 2013

년 12월일표 합도인노아 대논 상영 배권합 Bank Mayapada International Tbk PT문 트트 일노실 주주분여 대 배권권 

영무기업실 노결분분분분다. 앞무주도 결트기신도 무상분당(논논미트논트논/상상논 결트기신도 무상분당)무주 잠

달공 대배무주 결신공 노상결시 및 상영전결실 연노분여 영영성 향상주 도모포권 이노일 소강공 잠무전달 및 성

상월수주 확설포무주확 기상월연무주표 월영가히 향상주 연현해 증가개분분다.  

기상월 경경전략문 분증주 삼기 있표 결상기도영무 노분일기표 2013년 8월일 KC신드트트상상(대분 ‘KC신

드’합 대 포)가 트트상상 토미토배권권 기도영무기업누신주 전결포일 따합 기도영무기업회 배금월관배 현잠 7

곳대 되지분분다. 앞무주도 당상 그그문 배금 전어분트문 여결 노분경후 기업회 배금월관문 후상도실 금합분여 

기고문 폭폭배 대배 영노일 노부포권 이노일 불기연합 영영주 확기분기, 기도영무기업회실 확대분여 결상기도영

무실 확결해 증가개분분다.  

아서트 잠무월수 소둔실 종연무주 결트기신도 무상분당(논논미트논트논/상상논 결트기신도 무상분당)주 연노

분분무아, 여월기 잠달공 대배 일노주 2013년 12월일 트트상상 기권상영월구(대분 ‘기권상영월구’합 포) 감전

배 등문 채무실 완기분여 대월대일문 상연둔실 월분분분분다.  

 

 

대이 3분월 연결누누월연문 경영영영배 전 연결상누연도일 연결대상상가 공 힘도힘어 및 친친현축배권문 상영

영영일 힘전힘 44,017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8.3% 도가)주 월기분분무증, 기권상영월구 감전배 등문 완기후 포함 

트트상상 크크크아(대분 ‘크크크아’합 포)가 경기채무일 결당해주축 채무기도연연결당배문 반전주 연노분표 

공편, 힘도힘어후 친친현축배권문 상영영영 관관 채기매가문 도가후 당상 그그문 신모 확대일 따따 합건전후 월

히경전문 도가, 그권기 친친현축배권문 대연관관 전상 도가 등무주 합해 경영영영배 6,079백백 엔(전년 이월 대

전 47.5% 증상), 경상대영배 5,608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57.1% 증상)대 되지분분다. 또공, 분월당대영배 크크크

아일 대공 상소문 판결대 상어후직기 상소연연결당배주 대월포일 따합 2,585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79.9% 증상)

대 되지분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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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누 연연배 다다권 같분분다. 

① 배금상영  

 

(상영대 대상 대기 영무) 

상영대 대상 대기 영무표 트주 트트상상 일일기도(대분 ‘일일기도’대합 포)일기 주급분기 있분분다. 공

때 증상 경향주 기분축 상영힘다배 상상배금월관대 상영힘다 주급공도실 늘권직기 연적연합 노강주 월서합 

결권 전년 같배 노월일 전해 도가분분무증, 경영대기배배 노이결무기 및 유가도도무기 대기 등 유무기대기

주 기심무주 대주 도대실 꾀분분다일도 불구분기 상영가 당잠순신 진권되직기 증상분여 전년 같배 노월일 

전해 신연 증상분분분분다.  

 

대상문 결권, 대이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대기대주배 상영힘다대 2,205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8.3% 도

가), 경영대기배대 2,517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2.5% 증상), 상월경영채도대 72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9.6% 

증상)무주, 대기대주 합누표 4,796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2.1% 도가)주 월기분분분분다.  

 

(상전대 대상 대기 영무) 

 

상전대 대상 대기영무표 일일기도, 크크크아 및 상대도신드트트상상(대분 ‘상대도신드’합 포)일기 주급

분기 있분분다.  

 

대이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대기대주배 일일기도대 상회상상 트트상상 다에후후(현 상회상상 TFK트트상

상)주노로 상누공 상전대배금상영주 기심무주 상영가 당잠순신 진권되직기 증상분분기, 경영대기배배 9,050

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30.4％ 증상), 상월경영채도배 1,414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17.9％ 증상), 상월경영채

도주 포포공 대기대주 합누표 10,465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28.9％ 증상)주 월기분분분분다.  

(결상신드∙ 결상판채영무)  

결상신드영무표 KC신드트트상상가 주급분기 있분분다. 기상월 전략무주 결상신드영무문 확대실 상내기 B 

to C 상영주 전비분여 결상신드 결기 월가주 대상공 여트 가후 기전트 및 상금주 기공분여 쇼쇼 영영결 도가 

등 영영성 확기일 힘힘기 있무증 트주 신드 현배기전트문 상영가 진권되직기 대기대주배 증상분기 있분분

다. 또공, 결상판채영무표 일일기도 및 상대도신드트트상상가 분노판채실 대상공 결상판채영무실 주급분기 

있분분다.  

대상문 결권, 대이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분노대과배대주배 41,170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20.5％ 증상), 

상월경영채도배 1,282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68.2％ 증상), 상월경영채도주 포포공 분노대과배대주 합누표 

42,452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23.9％ 증상)주 월기분분분분다.  

 

(결상기도영무)  

결상기도영무표 트주 일일기도, 크크크아 및 KC신드일기 주급분기 있분분다. 결상기도영무문 확결대합표 

기상월 전략 아상 현잠 후역 배권 7곳권 기도영무기업실 맺기 있무아, 앞무주도 기업회 배금월관문 확대일 

트강분여 채무기도대주문 추가 도대실 도모포권 이노일 당상 그그 및 기업회 배금월관문 특성주 살살 기고 

기전트 향상일 힘힘개분분다.  

대상문 결권 대이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채무기도대주배 유무기대기기도대 19,196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15.6％ 도가), 무무기대기기도대 16,853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1.3％ 도가)대지무아, 채무기도대주 합누표 

36,050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8.5％ 도가)주 월기분분분분다.  

 

(채도채전영무) 

채도채전영무표 당상, 일일기도, 파이파이채도상영트트상상, 합이상상 파이파이, 합이상상 파이파이매 및 

합이상상 파이파이에대파일기 주급분기 있분분다. 새주가 채도 역노 연적연무주 채전분기 있무증 채도 상영

가 채전주 웃웃기 있힘 대이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채전채도대주배 2,259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9.0％ 증

상)대지분분다.  

 

대상문 결권, 배금상영 경영영영배 18,143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30.9％ 증상), 구분상누대영배 8,460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24.7％ 증상)주 월기분분분분다.  

 또공, 결상판채영무 및 상전대 대상 대기영무실 연노분축 상대도신드표 2014년 1월일 당상가 기유공 트트

(기유전자 80%) 전노실 트트상상 상대도배권일 양도포일 따합 연결대상상일기 기제되지분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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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이결상영 

노이결상영일기표 키노트가 건결트주 판채∙ 기결중백 아분합 트문트주 건결상영 및 기기트주 권노리대리 

등 트주 관관 전어분트실 전결분기 있무아, 또공, 힘도힘어표 배금상영권문 노시후 적대둔실 범해 새주가 친애

상영주 노결분여 유이둔 노이결 및 도심노실 기심무주 공 영영수건문 채전 및 판채 등주 보해 영영둔실 도모

분기 있분분다. 

대상문 결권, 노이결상영 경영영영배 3,871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29.8％ 도가), 구분상누대영배 457백백 엔

(전년 이월 대전 191.9％ 도가)주 월기분분분분다.  

 

③ 힘어어논트상영 

힘어어논트상영배 트트상상 브크대크일기 힘어어논트 월월상 경금 판채실, 힘도힘어일기 힘어어논트 노결 

가경 등주 연노분기 있분분다. 대기까후 가상 큰 권기주 연손않축 ‘집고강’일 월여분기대 각상 경월 상회상

일 맞맞 결신기고신 논성일 후신연합 노강주 월서여기분분다. 트강 상이합 메달신책※ 노문일기 대폭연합 결

가잠기노직주 추진분기, 미크힘실 사상공 판판 소둔, 독대성 있표 다영문 대이트실 결결공 결권 해당 상이문 

기고 영가 전년주 크신 웃웃않기, 전년 영일 대상문 채기 역노 확기분 영 있지분분다. 또공, 프합대어신책 상이

※일기표 트트상상 브크대크후문 연대실 보공 소둔직주 추진포일 따합 전년 영일문 채기주 확기분분무아, 프

합대어 경금 기잠∙ 판채 노문도 시포가경문 호잠일 힘전힘 전비연 불기연합 추대실 기분분분다.  

대상문 결권, 힘어어논트상영 경영영영배 12,732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39.4％ 도가), 구분상누대영배 898백

백 엔(전년 이월 대전 518.9％ 도가)주 월기분분분분다.  

 ※메달신책대곤 메달주 상상분표 아에대드 신책월실 말합분다.  

※프합대어신책대곤 프합대어(경금) 획주주 종연무주 분표 아에대드 신책월실 말합분다.  

 

  

④ 해제상영 

해제상영 노문일기표 공각일기 인주합합크크크트대노트트상상가 상전대배금상영주, 2012년 10월노로 친친현

축배권대 현축배권영주, 그권기 싱가포이일기 JTA가 2013년 10월노로 투대상영 및 투대회일 대공 경경후매주 

전결분기 있분분다. 또공, JTA문 경경 대이 3분월 연결상누월연일표 결설일 현잠문 대감대잠대백주 연결분분분

분다. 

대이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경영대기배배 2,840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39.1% 증상), 배권영 대기배배 친친

현축배권대 미상현축배권무주노로 일노 대결 및 노채실 상누분여 경영주 결노공 가 대힘 2013년 1월일 솔주솔

현축배권무주노로, 같배 해 6월일 일대히에대현축배권무주노로 상전대결상대기채도주 양영분직기 도가분여 

48,489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115.3% 도가)대 되지분분다.  

대상문 결권, 해제상영 경영영영배 7,915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536.4％ 도가)대지무증 대연 관누 전상 도가 

등무주 합해 2,078백백 엔문 구분상누연연(전년 이월일표 278백백 엔문 구분상누대영주 월기)대 기회분분분분

다.  

  

⑤ 월히상영 

  월히상영 노문일기표 J트트트트노트트대 당상 그그문 노트트 결기, 컴컴로 가경 및 관권실 트 영무주 삼기 

있무아, 키노트가 결누∙ 노공상영주, 일대일대크가 합인상영주, 그권기 NL밸류류류류대 투대상영주 전결분기 

있분분다. 또공, 투대상영, 경경경결경상영 및 그그경경관권실 연노분축 JT합리트트논트트트상상표 현잠 이결

절감실 밟기 있분분다.  

대상문 결권, 월히상영 경영영영배 2,226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2.5％ 증상), 구분상누대영배 ０백백 엔(전년 

이월 대전 100.0％ 증상)주 월기분분분분다.  

   

(２) 잠기상상일 관공 결상 

대이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총대결배 전 연결상누연도 말기다 97,382백백 엔 도가공 316,089백백 엔(전월 대

전 44.5％ 도가)대지분분다. 대표 트주 대이 3분월 연결누누월연일 상영가 당잠순신 진권되직기 경영대기배대 

3,818백백 엔, 분노대과배대 6,963백백 엔, 그권기 상월경영채도대 1,917백백 엔무주 각각 증상공 가다 GF투대투

드투대상영유공직책잠합 대기배대 일노일 상반상일 따합 상월대기배대 2,373백백 엔 증상공 공편, 결트기신도 무

상분당(논논미트논트논/상상논 결트기신도 무상분당)주 보공 대배잠달 등무주 합해 현배 및 기배대 67,526백백 

엔, 유가도도(양도성기배 포포)대 46,852백백 엔무주 각각 도가시월 때문전분다.  

노채표 전 연결상누연도 말기다 3,100백백 엔 증상공 144,709백백 엔(전월 대전2.1％ 증상)대지분분다. 대표 트

주 배권영 기배대 19,311백백 엔, 결월감전배대 1,350백백 엔, 1년 상일 변기 기기합 상월감전배대 2,754백백 엔무

주 각각 도가공 가다 크크크아일 대공 상소(도도대금매일 주상, 누신기)문 판결 상상일 따합 상소연연결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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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백백 엔주 누상공 공편, 기권상영월구일 대공 채무 등주 완기분직기 상월감전배대 22,473백백 엔, 채무기도

연연결당배대 3,559백백 엔 증상분분기, 대대수반연연결당배대 4,065백백 엔 증상시월 때문전분다.  

당대결배 전 연결상누연도 말기다 100,483백백 엔 도가공 171,379백백 엔(전월 대전 141.7％ 도가)대지분분다. 

대표 트주 839백백 엔문 잉여배 배당주 연노포일 따합 대영잉여배대 증상공 공편, 결트기신도 무상분당(논논미트

논트논/상상논 결트기신도 무상분당) 연노 등일 영수분표 결트 기권무주 대일배대 48,945백백 엔, 대일잉여배대 

48,945백백 엔무주 각각 도가공 가다 2,585백백 엔문 분월당대영주 누상포일 따합 대영잉여배대 도가시월 때문전

분다.  

대상문 결권, 트당 당대결주배 전 연결상누연도 말기다 380엔 34전 도가공 1,394엔 23전대 되지무아, 대월대일

전자배 전 연결상누연도 말 29.1%일기 22.9포합트 상상공 52.0％가 되지분분다.  

   

(３) 기상연결연연 등 기예기기일 관공 결상 

2013년 11월 8일일 공대공 ‘기상연연 영기일 관공 공노’일기 알어드살 바후 같대 현노시일기표 합권연합 기

상연연 결기대 힘어월 때문일 2014년 3월월 상누연도 기상연결연연 결노표 연월합분다.  

향후 기상연연 결노가 가가해후직 결신분신 결노분개분분다.  

 

   

２. 노신기기(트월상주)일 관공 상주 
(１) 대이 분월 연결누누월연문 트노 대상상 대이 

대이 3분월 연결누누월연일 J TRUST ASIA PTE.LTD.실 결결분여 연결 범범일 포포노포분분다. 또공, 대이 3분

월 연결상누월연일표 결설일 현잠문 대감대잠대백주 연결분분분분다.  

  

(２) 추가기기 

(상소연연결당배) 

상소 관관 연연일 대전분월 범해 향후 기회 가가성대 있표 연연주 기상분여 필노분다기 합기되표 배주주 누상

분분분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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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분월 연결잠무기대 

(１) 분월 연결대감대잠대 

(결범: 백백 엔)

    전 연결상누연도 

(2013년 3월 31일) 

당 3분월 연결상누월연 

(2013년 12월 31일) 

대결 
  유이대결 
    현배 및 기배 62,140 129,667 
    상영힘다 1,656 2,205 
    경영대기배 18,227 14,409 
    배권영대기배 48,210 48,489 
    분노대과배 48,133 41,170 
    채전채도 2,529 2,259 
    구상도 656 744 
    유가도도 788 47,640 
    상금 및 기금 1,336 1,538 
    잠공금 355 480 
    월히 16,801 11,877 
    대연결당배 △11,574 △12,915 
    유이대결 합누 189,262 287,567 
  기기대결   

    유논기기대결 10,836 11,365 
    무논기기대결   

      경영도 5,761 5,394 
      월히 1,003 2,015 
      무논기기대결 합누 6,764 7,409 
    투대월히대결   

      상월경영채도 4,686 2,769 
      월히 11,625 10,428 
      대연결당배 △4,469 △3,451 
      투대월히대결 합누 11,842 9,746 
    기기대결 합누 29,443 28,521 
  대결 합누 218,706 31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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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범: 백백 엔)

      전 연결상누연도 

(2013년 3월 31일) 

당 3분월 연결상누월연 

(2013년 12월 31일) 

노채   

  유이노채   

    분합힘다 1,500 1,408 
    결월감전배 3,062 4,412 
    1년 상 변기 기기합 상월감전배 5,009 7,764 
    미후불금합상 등 829 507 
    배권영기배 73,194 92,505 
    대대수반연연결당배 7,124 5,079 
    상영기권연연결당배 95 36 
    월히결당배 108 132 
    월히 8,547 9,172 
    유이노채 합누 99,471 121,019 
  기기노채   

    상월감전배 30,487 8,013 
    대대수반연연결당배 12,052 10,031 
    채무기도연연결당배 4,017 457 
    퇴직급여결당배 16 97 
    상소연연결당배 － 2,951 
    월히 1,764 2,136 
    기기노채 합누 48,339 23,690 
  노채 합누 147,810 144,709 

당대결   

  트트대일   

    대일배 4,625 53,570 
    대일잉여배 3,966 52,912 
    대영잉여배 54,320 56,065 
    대월트트 △194 △197 
    트트대일 합누 62,716 162,351 
  월히포포대영 누누주   

    월히유가도도평가감주 △10 △26 
    반자반결잠기누기 918 2,061 
    월히포포대영누누주 합누 908 2,035 
  결트기신도 140 104 
  상트트트후분 7,130 6,887 
  당대결 합누 70,895 171,379 

노채 당대결 합누 218,706 31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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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분월 연결연영누결기 및 분월 연결포포대영누결기 

(분월 연결연영누결기) 

(3분월 연결누누월연) 

(결범: 백백 엔)

    
전 3분월 연결누누월연 

(2012년 4월 1일 

~2012년 12월 31일) 

당 3분월 연결누누월연 

(2013년 4월 1일 

~2013년 12월 31일) 

경영영영 40,655 44,017 

경영전상 13,620 19,360 

경영당대영 27,035 24,656 

판채전 및 일수관권전 15,454 18,576 

경영대영 11,580 6,079 

경영제영영   

  영주대대 8 4 
  영주배당배 932 153 
  영주책대결 140 122 
  반감영 360 209 
  영전전기결 129 － 
  월노배 영전 － 227 
  잡영전 86 136 
  경영제영영 합누 1,657 854 

경영제전상   

  후불대대 112 170 
  증가상각전 19 17 
  트트비노전 － 1,102 
  잡연연 28 35 
  경영제전상 합누 161 1,325 

경상대영 13,076 5,608 

특서대영   

  기기대결채각영 13 65 
  투대유가도도채각영 102 462 
  노문 경영도 기회영 294 311 
  범신배 영전 － 88 
  월히 87 0 
  특서대영 합누 497 928 

특서연연   

  기기대결채각연 19 58 
  기기대결폐월연 10 38 
  증연연연 35 28 
  투대유가도도평가연 0 0 
  상소연연결당배대월주 － 2,951 
  월히 23 6 
  특서연연 합누 89 3,083 

상배 등 잠기 전 분월당대영 13,484 3,453 

금합상, 트민상 및 상영상 612 475 

금합상 등 잠기주 △119 △243 

금합상 등 합누 493 232 

상영트트연영잠기 전 분월당대영 12,991 3,220 

상영트트대영 103 635 

분월당대영 12,887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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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월 연결포포대영누결기) 

(3분월 연결누누월연) 

(결범: 백백 엔)

    
전 3분월 연결누누월연 

(2012년 4월 1일 

~2012년 12월 31일) 

당 3분월 연결누누월연 

(2013년 4월 1일 

~2013년 12월 31일) 

상영트트연영잠기 전 분월당대영 12,991 3,220 

월히포포대영   

  월히유가도도평가감주 △2 △15 
  반자반결잠기누기 169 1,149 
  월히포포대영 합누 166 1,134 

분월포포대영 13,157 4,355 

(상역)   

  모상상트트 관관 분월포포대영 13,052 3,712 
  상영트트 관관 분월포포대영 104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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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분월 연결잠무기대일 관공 트월상주 

(누신월영 전기일 관공 트월) 

해당상주 없다  

   

(트트대일배주일 현현공 변이대 기회공 경경문 트월) 

당 3분월 연결누누월연일 결트기신도 무상분당(논논미트논트논/상상논 결트기신도 무상분당)일 따따 결트기신

도 권상 등무주 전 연결상누연도 말기다 대일배대 48,945백백 엔, 대일일전배대 48,945백백 엔 도가분여 대이 3분

월 연결상누월연 말 대일배배 53,570백백 엔, 대일잉여배배 52,912백백 엔대 되지분분다.  

   

(구분상누 기기 등) 
구분상누 기기   
Ⅰ 전 3분월 연결누누월연(2012년 4월 1일~2012년 12월 31일) 

１. 기기대상 구분상누 서 경영영영 및 대영 또표 연연 배주일 관공 기기 

 (결범: 백백 엔) 

  기기대상 구분상누 

월히 
(注) 합누 

  배금상영 노이결상영 힘어어논트
상영 

해제상영 누 

경영영영               

제노기고 대상 경영영영 26,098  2,979 9,129 1,243 39,452 1,203 40,655 

구분상누 연 상노경영

영영 또표 대전배 
158  3 2 － 164 1,081 1,246 

누 26,257  2,983 9,132 1,243 39,616 2,285 41,901 

구분상누대영 11,235  156 145 278 11,815 206 12,021 

(注) ‘월히’ 구분배 기기대상 구분상누일 포포되후 않배 상영 구분상누 값대아, 컴컴로 가상 및 관권 영무, 상프트소

힘 영수결기 및 가상후도 영무가 대일 신합분다. 

  

２. 기기대상 구분상누문 대영 또표 연연 배주 합누주권 분월 연결연영누결기 상문 배주권문 감주 및 해당 

감주문 트노 상상(감대잠기일 관공 상주) 

(결범: 백백 엔) 

대영 배주 

기기대상 구분상누 누 11,815 

‘월히’ 구분 대영 206 

구분상누연 상상 상상 199 

전상 전상 (注) △640 

분월 연결연영누결기 경영대영 11,580 

(注) 전상 전상배 트주 기기대상 구분상누일 신분후 않표 일수관권전전분다.  

  
３. 기기대상 구분상누서 기기대결 증연연연 또표 경영도 등일 관공 기기 

(기기대결일 관공 기노공 증연연연) 
해당상주 없다 

(경영도 배주문 트노 변이) 

‘해제상영’ 구분상누일기표 대이 3분월 연결상누월연일 트트상상 미상현축배권문 일노 대결 및 채

도주 상누포일 따합 경영도대 2,821백백 엔 도가분분분분다.  
(기노공 노문 경영도 기회영)  
해당상주 없다 

  
４. 기기대상 구분상누 변경 등일 관공 상주   

(기기대상 구분상누문 추가) 

1분월 연결상누월연일 트트상상 넥트트잠넥넥넥트(2012년 7월 1일일 당상후 흡영합흡포일 따합 상소)

후문 트트비반주 연노분여 당상 대상상주 편전분분분분다. 또공, 대 상상문 대상상합 트트상상 브크대크 

및 대 상상문 관관상상합 힘도힘어트트상상실 당상문 연결대상상주 편전분기, 기기대상 구분상누일 

‘힘어어논트상영’주 새순신 추가분분분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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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당 3분월 연결누누월연(2013년 4월 1일 ~2013년 12월 31일) 

１． 기기대상 구분상누서 경영영영 및 대영 또표 연연 배주일 관공 기기  

(결범: 백백 엔) 

  기기대상 구분상누 

월히 
(注) 

합누 
  배금상영 노이결상영 

힘어어논트
상영 해제상영 누 

경영영영               

제노기고 대상 경영영영 18,055 3,866 12,663 7,915 42,502 1,515 44,017 

구분상누 연 상노 경영

영영 또표 대전배 
88 5 68 － 161 711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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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상누 대영 또표 

구분상누 연연(△) 
8,460 457 898 △2,078 7,738 0 7,738 

(注) ‘월히’ 구분배 기기대상 구분상누일 포포되후 않배 상영문 구분상누 값대아, 트주 컴컴로 가상 및 관권 영무, 상

프트소힘 영수 결기 및 가상 후도 영무, 합인 관관 영무, 결누노공 영무가 대일 신합분다. 

    

２. 기기대상 구분상누문 대영 또표 연연 배주 합누주권 분월 연결연영누결기 상문 배주권문 감주 및 해당 

감주문 트노 상상(감대잠기일 관공 상주)  

(결범: 백백 엔) 

대영 배주 

기기대상 구분상누 누 7,738 

‘월히’구분 경영대영 0 

구분상누연 상상 상상 16 

전상 전상(注) △1,675 

분월 연결연영누결기 경영대영 6,079 

(注) 전상전상배 트주 기기대상 구분상누일 신분후 않표 일수관권전전분다 .  

  

３. 기기대상 구분상누서 기기대결 증연연영 및 경영도 등일 관공 기기  

(기기대결 관관 트노 증연연연) 

해당상주 없다 

(경영도 배주문 트노 변이) 

해당상주 없다 

(트노 노문 경영도 기회영)  

배주문 기노성 불결분무주 월잠실 회략분분분분다.  

  

４. 기기대상 구분상누 변경 등일 관공 상주 

해당상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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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 후기 현상) 

당상표 2014년 2월 12일 결결공 대상상일기 현대파현알트트상상 제(대분 ‘현대C&R 제’합 포)대 기유공 분대

류류류대노트트상상(일상: 공각 기서특서노)문 트트주 주주분기 대상상주 편전분월주 결문분분무아, 대 앞 현대

C&R 제후 트트양도누신주 전결분분분분다. 

 그 결노표 다다권 같분분다.  

(1) 트트주주 종연 

당상 그그대 일일 각상일기 쌓아쌓 상전대배금상영 노분경실 사상분여 공각 각상일기 경총 대기채도 도대실 

보공 상영 확대 및 영영성 소둔실 도모분기대 연노분신 되지분분다.  

(2) 트트주주 상대회문 상명 또표 성상 

① 상 호   현대파현알트트상상, 현대일대히크일트트트상상 

  성 상   기기대, 기경곡 

(3) 트트주주 대상 상상문 상명 등 

① 상 호   분대류류류대노트트상상 

② 트 상   대공민각 기서특서노 기구 결무주1가 

③ 대대대  성상   대대대상 경상경 

④ 대 일 배   16,400백백 매(2013년 12월 말 현잠) 

⑤ 상 영 상 상   대노영 

(4) 트트주주 노월 

2014년 3월 11일(기기) 

(5) 주주분표 트트 영, 주주가주 및 주주 후 후분전자 

① 주주분표 트트 영   3,280,000트 

② 주주가주   45,431백백 매 

③ 주주 후 후분전자   100.0％ 

(6) 대배잠달 회금 

2013년 5월 31일일 기권공 결트기신도 무상분당(논논미트논트논/상상논 결트기신도 무상분당)일 따따 결트기

신도 권상실 보해 잠달공 대배 일노주 결당분분분분다.  

(7) 월히 트노 상주 

일건 누신배 공각문 공기상상범매상 상합주 전기주 연노분 기기전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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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기결기기 
경영연연 

(１)대기배 대주 상역 

구분 

전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2012년 12월 31일 현잠) 

당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2013년 12월 31일 현잠) 

배주(백백 엔) 구성전자(％) 배주(백백 엔) 구성전자(％) 

각상 

상전대 대상 대기 영무 

무무기대기 14,422 31.0 9,910 14.9 

  (1,606)   (1,314)   

월영결합 잠기 △453 △1.0 △132 △0.2 

유무기대기 752 1.6 687 1.0 

  (117)   (100)   

상누 14,721 31.6 10,465 15.7 

  (1,723)   (1,414)   

상영대 대상 대기 영무 

상영힘다 분합 2,043 4.4 2,211 3.3 

  (6)   (5)   

무무기대기 857 1.8 663 1.0 

  (62)   (50)   

유무기대기 1,798 3.9 1,920 2.9 

  (12)   (16)   

상누 4,699 10.1 4,796 7.2 

  (80)   (72)   

상영힘다 분합 합누  4.4 2,211 3.3 

   
  (5)   

경영대기배 합누  37.3 13,049 19.6 

   
  (1,481)   

합누  41.7 15,261 22.9 

  (1,804)   (1,487)   

해제 

상전대 대상 대기 영무 

무무기대기 4,651 10.0 2,840 4.3 

  (－)   (－)   

유무기대기 10 0.0 － － 

  (－)   (－)   

상누 4,662 10.0 2,840 4.3 

  (－)   (－)   

배권영 대기배 

  

22,517 48.3 48,489 72.8 
(－) 

  (－)   

합누 27,180 58.3 51,329 77.1 

  (－) 
  (－)   

총 합누 46,600 100.0 66,591 100.0 

    (1,804)  (1,487)  

(注) (  ) 표 해당 배주 기 상월경영채도주 말합분다 . 

  

(２) 분노대과배 대주 

구분 

전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2012년 12월 31일 현잠)  

당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2013년 12월 31일 현잠)  

배주(백백 엔) 배주(백백 엔) 

분노대과배 대주 
55,790 42,452 

(4,033) (1,282) 

(注) (  )표 해당 배주 기 상월경영채도주 말합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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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채무기도 대주 상역 

구분 

전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2012년 12월 31일 현잠)  

당 3분월 연결상누월연 말 
(2013년 12월 31일 현잠)  

배주(백백 엔) 구성전자(％) 배주(백백 엔) 구성전자(％) 

무무기 16,634 50.1 16,853 46.8 

유무기 16,600 49.9 19,196 53.2 

합누 33,235 100.0 36,050 100.0 

   

(４) 경영영영 상역 

(결범: 백백 엔) 

구분 전 3분월 
연결누누월연 

당 3분월 
연결누누월연 전 연결상누연도 

  (2012년 ４월 １일 (2013년 ４월 1일 (2012년 ４월 １일 
  ~2012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2013년 3월 31일) 

Ⅰ. 대기배 대대∙              

영주분합결 1. 상전대 대상 (1) 무무기대기 3,973 2,121 4,877 

   (2) 유무기대기 64 73 87 

   상전대 대상 누 4,038 2,194 4,964 

  2. 상영대 대상 (1) 상영힘다 분합 144 117 190 

   (2) 무무기대기 61 50 79 

   (3) 유무기대기 44 116 78 

   상전대 대상 누 250 283 348 

  상누 4,288 2,478 5,313 

Ⅱ. 배권영 경영영영 － 7,255 1,222 

Ⅲ. 채전채도상영주 1,695 2,056 2,403 

Ⅳ. 노이결상영 채기주 2,979 3,866 4,285 

Ⅴ. 힘어어논트상영 채기주 9,129 12,663 13,484 

Ⅵ. 분노대과배 영영결 1. 포포결상구전알곡영영 2,151 2,122 2,853 

   ２. 금대영영 5,519 3,517 6,937 

   ３. 분노대과배 영영결 166 163 224 

   상누 7,838 5,803 10,016 

Ⅶ. 월히 １. 영주영영결 180 170 221 

    ２. 영주기도결 1,208 1,663 1,751 

    ３. 상각채도추심영 4,970 3,575 6,634 

    ４. 기배대대 25 47 29 

    ５. 월히배금영영 5,951 1,826 6,868 

    ６. 월히 2,386 2,608 3,452 

    상누 14,723 9,892 18,958 

경영영영 누 40,655 44,017 55,683 

(注) １. ‘Ⅱ. 배권 경영영영’배 친친현축배권친문 영영전분다. 2012년 10월노로 현축배권영주 결노분분무증 결결

일일 3결월문 감대가 있힘 전 3분월 연결누누월연배 월잠분후 않않분분다. 

2. ‘Ⅶ. 월히 ３. 상각채도추심영’배 전 연결상누연도기다 영영 기노성대 도가분분월 때문일 서도 신잠분분

분분다. 아서트 상대공 전비실 범해 전 3분월 연결누누월연문 ‘Ⅶ. 월히 ６. 월히’일 포포되힘 있축 상각

채도추심영주 잠편성분여 대노분분분분다. 

3. ‘Ⅶ. 월히 ５. 월히 배금영영’배 트주 채도채전영무문 대기채도상영주권 해당 주주매가후문 감주주 누상

공 것전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