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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엔 미만 절사）
1.  2013년 3월 1분기 연결실적（2012년 4월 1일~2012년 6월 30일）
(1) 연결경영살적（누계） （％표시는 전년 대비 동사 분기 증감율）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분기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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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1분기 3,774 △15.6 579 △58.0 586 △57.7 377 △58.8

(注) 포괄이익 2013년 3월 제1사분기 3,980백만 엔 （972.6％） 2012년 3월 1분기 371백만 엔 （△59.6％）

1주당 분기 순이익

엔 전 엔 전

2013년 3월 1분기

2012년 3월 1분기

(2) 연결재정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１주당 순자산

백만 엔 백만 엔 ％ 엔 전

2013년 3월 1분기

2012년

(참고) 자기자본 2013년 3월 1분기 53,398 백만 엔 2012년 3월 48,067 백만 엔

２. 배당 현황
연간배당금

1분기 말 2분기 말 3분기 말 기말 합계

2012년 3월
2012년 3월
2013년 3월(예상)
(注) 최근에 공표된 배당예상에서의 수정 유무　　：　　무
(注) 당사는 2012년 6월 1일에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의 1주당 배당금은 해당 주식분할 전의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3. 2013년 3월의 예상 연결실적(2012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 (％표시는 연간은 전기 대비, 분기는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율)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１주당 당기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2분기(누계)기간 25,133 148.7 6,171 215.2 6,569 409.9 6,400 △78.9

연간 57,702 135.4 10,919 97.1 12,043 119.5 11,437 △66.8

(注) 최근에 공표된 배당예상에서의 수정 유무　　：　　유

(注) 1. 당사는 2012년 6월 1일에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주당 당기순이익은 해당 주식분할의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예상 연결실적 수정에 대해서는 금일(2012년 8월 9일) 공표한 '실적예상 수정에 관한 공시'를 참조해 주십시오.

※ 주기사항

신규 1 사 (사명) 어도어즈 주식회사 제외 ― 사 (사명)

① 회계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회계방침 변경   ：  유
② ①이외의 회계방침 변경   ：  무
③ 회계상의 견적 변경   ：  유
④ 수정 재표시   ：  무

(4) 기발행주식 수(보통주식)
① 기말 기발행주식 수(자기주식을 포함) 2013년 3월 1Q 62,325,652주 2012년 3월

② 기말 자기주식 수 2013년 3월 1Q 290,530주 2012년 3월

③ 기중 평균주식 수(분기 누계) 2013년 3월 1Q 61,479,397주 2012년 3월 1Q

※ 분기 결산보고 실시 상황에 관한 표시

※ 예상 실적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 및 기타 특기 사항

3. 당사는 2012년 6월 1일에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4. 결산 보충설명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jt-corp.co.jp/)에 게재하겠습니다. 

(注) 당사는 2012년 6월 1일에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분할을 실시 하였습니다. 전 연결회계연도 초에 해당 주식분할을 가정하여 1주당 분기순이익 및 잠재주식
조정 후 1주당 분기순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1) 당 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주요 자회사 이동(연결범위 변경을 동반한 특정자회사의 이동）  ：  유

(注) 상세사항은 첨부자료 P4 '2. 요약정보(주기사항)에 관한 사항 (1) 당 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주요 자회사 이동'을 참조해 주십시오.

(2) 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특유 회계처리 적용  ：  무

184.38

117,546

145,941

2012년 8월 9일

잠재주식 조정 후
1주당 분기순이익

6.00

103.18

49,471

36.6

엔　전

7.00

61,054

798.17

860.79

－

－

－

－

64.92

6.32 6.27

63.06

엔　전

40.9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2. 지금까지는 분기 연결재무제표에 기재된 과목, 기타 사항의 금액을 천 엔 단위로 기재하였습니다만, 당 1분기 연결회계기간 및 당 1분기 연결누계기간부터는 백만 엔 단위로 변경하였습니
다.

12.00

4.00

－

3.00

6.00

(3) 회계방침 변경・회계상의 견적 변경・수정 재표시

(注) 상세사항은 첨부자료 P4 '2. 요약정보(주기사항)에 관한 사항 (2) 회계방침의 변경・회계상의 견적 변경・수정 재표시'를 참조해 주십시오.

60,451,560 주

59,801,324 주
229,572 주

1. 이 자료에 기재된 예상 실적 등 향후에 관한 기술은 당사가 현재 입수한 정보 및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일정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당사가 예상 달성을 약속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
다. 또한, 실제의 실적 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실적의 전제가 된 가정 등에 대해서는 첨부자료 P. 4 '1. 당 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3)예상 연결실
적에 관한 정성적 정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注) 1. 당사는 2012년 6월 1일에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연결회계연도 초에 해당 주식분할 실시를 가정하여 기발행주식 수(보통주식)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분기 결산 단신은 금융상품거래법에 의거하여 분기 결산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분기 결산 단신의 개시 시점에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결산보고가 완료되
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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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분기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1) 연결경 실적에 관한 정성적 정보 

 １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일본경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 수요와 금융 규제 완화에 따른 개인소비 안정에 힘

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력 공급 부족을 비롯한 리스크 요인, 유럽의 재정위기 심각화, 엔고 현상의 

장기화 등 불안 요소가 남아있어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당사 그룹이 속한 대금업계는 최근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 이후 감소하던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월간 대

출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 고, 이자반환청구가 서서히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개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지

만, 여전히 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에 따른 마케팅 축소 및 자금조달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사업 축소와 폐업이 잇

따르고 있어 경 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업계는 개인소비가 회복되면서 카드를 이용한 소비가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에 따른 총량 규제 등으로 카드론 잔액 및 매출 규모가 줄어

드는 등 곤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지진 이후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하락했으나 정부가 주택취급에 

관한 각종 우대 정책과 저금리 정책 등을 시행함에 따라 조금씩이나마 신설 주택 착공이 증가하면서 시황이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는 등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시장은 

아직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 환경을 감안하여 당사 그룹은 전 사업연도에 이어 1분기 연결누계기간에도 적극적인 M&A 및 조직

재편을 통해 당사 그룹의 경 자원의 유효 활용 및 경  효율화에 힘써 그룹 전체의 경 기반 강화를 도모했습니

다. 2012년 4월에는 주식교환을 통해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이하 ‘넥스트재팬홀딩스’라 함)를 연결자회사로 

편입, 2012년 7월에 흡수합병 하 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관련회사가 된 어도어즈주식회사(이하 ‘어도어즈’라 함)

는 이미 전 사업연도에 KC카드주식회사(이하 ‘KC카드’라 함)와 렌탈사업에 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

며, 양사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12년 6월 어도어즈 주주총회에서 당사 임원 선임안 승인, 지배력 기준

에 의거하여 어도어즈를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하 습니다. 앞으로 양사가 보유한 어뮤즈먼트 점포운  노하

우, 인재 및 고객정보 등과 KC카드의 결제기능,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노하우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신용카드사

업을 전개하기 위한 B to C 비즈니스를 확충하는 등 당사 그룹의 기업가치 향상과 사업규모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

겠습니다. 

１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업수익은 전 사업연도에 실현한 KC카드의 신용카드사업 수익에 주식회사 로프로(이

하 ‘로프로’라 함)가 회사분할을 통해 회생회사인 주식회사 다케후지(현 회생회사 TFK주식회사, 이하 ‘다케후지’

라 함)로부터 승계한 소비자금융사업의 수익이 더해지면서 9,867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61.4% 증가)을 기록, 

업이익은 4,039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597.2% 증가), 경상이익은 3,870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559.7% 증가), 

분기 순이익은 3,991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956.6% 증가)을 기록하 습니다. 

  

구분회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사업 

(사업자 대상 대출 업무) 

사업자 대상 대출 업무는 주로 로프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업의 중장기 전략으로 상업어음할인을 

추진하면서 상업어음 대출 잔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업대출금은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감소하

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 잔액은 상업어음 2,484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 업대출

금은 1,470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 장기 업채권은 63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09.4% 증가)이었

으며, 장기 업채권을 포함한 대출 잔액 합계는 4,018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을 기록하 습니다.  

(소비자 대상 대출 업무)  

소비자 대상 대출 업무는 로프로 및 사이쿄카드주식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 잔액은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감소했으나, 전 사업연도에 회사분할을 통해 

다케후지의 소비자금융사업을 로프로가 승계하면서 증가한 바 있으며, 업대출금은 18,619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23.0% 증가), 장기 업채권은 1,397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33.0% 감소), 장기 업채권을 포함한 대출 

잔액 합계는 20,016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91.8% 증가)이었습니다.  

(신용·신용판매 업무) 

신용카드 업무는 전 사업연도에 연결자회사로 편입된 KC카드가 전신인 국내신판주식회사로부터 이어받은 

KC카드의 브랜드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용카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용판매 업무

는 로프로 및 사이쿄카드주식회사가 할부판매를 통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할부대납금 잔액은 60,044백만 엔(전년 동기 1,295백만 엔), 장기 업채권

은 6,087백만 엔(전년 동기는 42백만 엔), 장기 업채권을 포함한 할부서비스대금 잔액을 포함한 할부서비스대

금 잔액 합계는 66,132백만 엔(전년 동기 1,338백만 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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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업무)  

신용보증 업무는 주로 주식회사 일본보증, 로프로 및 KC카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으로 신용

보증 업무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１분기 연결누계기간에는 KC카드와 다케후지의 고객기반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주식회사 사이쿄은행 및 주식회사 도쿄스타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보증을 중심으로 채무보증 잔액의 

신장을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채무보증 잔액은 유담보대출 보증이 13,961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16.0% 증가), 무담보대출 보증이 10,553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27.0% 증가)이었으며, 채무보증 잔액 합계는 

24,515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20.6% 증가)을 기록하 습니다.  

 (채권매입 업무) 

채권매입 업무는 당사, 로프로, 파르티르채권회수주식회사, 합동회사 파르티르, 합동회사 파르티르원, 합동회

사 파르티르케이지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중장기 전략으로 새로운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채권 회수가 매입을 웃도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매입채권 잔액은 2,239백만 엔 

(전년 동기 대비 33.3% 감소)을 기록하 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사업 업수익은 8,318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72.4% 증가), 구분회계 이

익은 4,040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452.8% 증가)을 기록하 습니다.  

 

② 부동산사업 

부동산사업은 키노트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융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분양주택의 판매·중개뿐만 아니라 주문주택 건설사업 및 중고주택 개축 등 주택관련사업의 수익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본 대지진의 향으로 침체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업수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도어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어도어즈는 2012년 6월 30일을 연결자회사 편입일로 간주하

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연결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만을 연결하 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사업의 업수익은 1,093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87.8% 증가), 구분회계 이익은 54백만 

엔(전년 동기에는 30백만 엔의 구분회계 손실이 발생)이었습니다. 

  

③ 어뮤즈먼트사업 

어뮤즈먼트사업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브레이크(이하 ‘브레이크’)가 어뮤즈먼트기기용 경품 판매 및 어도어즈

의 어뮤즈먼트 시설 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6월 30일을 연결자회사 편입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연결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만 

연결하 습니다. 

      

④ 해외사업 

한국에서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가 소비자금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인 한국 서울특

별시를 중심으로 대전, 대구, 부산의 3개 지점을 개설하 으며, 2012년4월에는 인천에 추가로 지점을 개설하는 

등 지점망을 순차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하는 한국의 소비자금융 시장에서 착실히 대출 잔액을 

늘리며 사업내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업대출금은 4,796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 해외사업의 업수

익은 420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7% 증이), 세그먼트 이익은 54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9.5% 증이)이었습니

다. 

  

⑤ 기타사업 

기타사업 부문에서는 J트러스트시스템주식회사가 당사 그룹의 시스템 개발, 컴퓨터 운용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도어즈가 설계·시공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도어즈는 2012년 6월 30일을 연결자회사 편일일

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연결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만을 연결하 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타사업의 업수익은 205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 구분회계 이익은 8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7.6% 감소)을 기록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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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결재정상태에 관한 정성적 정보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총자산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과 비교하면 28,395백만 엔 증가한 145,941백만 엔(전기 

대비 24.2% 증가)이었습니다. 이는 1분기 연결누계기간에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업대출금과 할부대납

금이 각각 2,827백만 엔, 4,979백만 엔 감소한 한편, 넥스트재팬홀딩스와의 주식교환을 통한 어도어즈의 연결자회

사화 등으로 현금 및 예금이 10,430백만 엔, 미수입금이 4,378백만 엔, 유형고정자산이 6,464백만 엔, 업권이 

2,190백만 엔, 차입보증금이 6,058백만 엔, 장기대출금이 2,196백만 엔으로 각각 증가하 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전 연결회계연도 말과 비교하면 16,812백만 엔 증가한 84,887백만 엔(전기 대비 24.7% 증가)이었습니다. 

이는 이자반환손실충당금이 2,015백만 엔 감소한 데에다 주식교환을 통해 넥스트재팬홀딩스를 취득하고, 어도어즈

를 연결자회사화 하는 등으로 1년 이내에 반환예정인 장기차입금을 포함한 단기차입금이 1,673백만 엔, 장기차입금

이 13,801백만 엔, 지불어음 및 외상매입대금이 1,995백만 엔으로 각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순자산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과 비교하면 11,582백만 엔 증가한 61,054백만 엔(전기 대비 23.4% 증가)이었습니

다. 이는 180백만 엔의 잉여금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한편, 분기순이익 3,991백만 엔 계상 후 

넥스트재팬홀딩스와의 주식교환 등을 통해 자본잉여금이 1,611백만 엔 증가, 그리고 어도어즈의 연결자회사화로 소

수주주 지분이 6,207백만 엔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상의 결과 １주당 순자산액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 보다 62엔 62전 증가한 860엔 79전이 되었으며, 자기자본비

율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의 40.9% 보다 4.3포인트 하락한 36.6%이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2년 6월 1일부로 보

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을 분할하 으며, 전 연결회계연도말 대비 1주당 순자산액 산정에 해당 주식분할의 향을 

반 하 습니다.  

   

(3) 예상 연결실적에 관한 정성적 정보 

 당사는 2012년 7월 12일에 공표한 ‘네오라인홀딩스주식회사의 주식취득(자회사화)에 관한 공시’에 알려드린 바

와 같이 2012년 7월 13일자로 네오라인홀딩스주식회사(현 JT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을 주식취득을 통해 연결자회

사로 편입하 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2012년 5월 29일에 공표한 예상 연결실적을 수정하 습니다. 상세사항은 2012년 8월 9일에 공표

한 ‘예상 실적 수정에 관한 공시’를 참조해 주십시오.  

   

2. 요약정보(주기사항)에 관한 사항 

(1) 당 분기 연결누계기간 중의 주요 자회사 이동 

 １분기 연결회계기간에 당사를 완전 모회사,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주식교환을 실시

하여 동사 및 동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브레이크를 연결 범위에 포함하 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

의 관련회사인 어도어즈주식회사는 당사가 동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지배력 기준에 의거 연결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30일을 연결자회사 편입일로 간주함에 따

라 1분기 연결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만을 연결하 습니다.  

   

(2) 회계방침의 변경·회계상 견적의 변경·수정 재표시 

(회계상 견적의 변경 및 구별하기 어려운 회계방침의 변경) 

 당사 및 일부 국내 연결자회사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1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에 의거 감가상각 방법으로 변경하 으며, 이로 인해 1분기 연결누계기간

의 손익에 큰 향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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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기 연결재무제표 

(1) 분기 연결대차대조표 

(단위: 백만 엔)

        전 연결회계연도 

(2012년 3월 31일)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2012년 6월 30일)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0,362 20,793
    상업어음 2,119 2,484
    업대출금 27,713 24,886
    할부대납금 65,024 60,044
    매입채권 2,310 2,239
    구상권 506 552
    상품 및 제품 632 759
    재공품 682 388
    기타 4,424 11,615
    대손충당금 △6,813 △6,312
    유동자산합계 106,963 117,452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5,095 11,559
    무형고정자산 
      업권 805 2,996
      기타 315 668
      무형고정자산 합계 1,120 3,664
    투자 기타 자산 
      장기 업채권 8,487 7,548
      기타 3,603 12,725
      대손충당금 △7,723 △7,008
      투자 기타 자산 합계 4,366 13,264
    고정자산 합계 10,582 28,488
  자산 합계 117,546 145,941

부채 
  유동부채 
    할인어음 1,776 2,234
    지불어음 및 외상매입대금 305 2,300
    단기차입금 3,039 3,464
    주주, 임원 또는 사원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22,000 20,000
    1년 이내 변제예정 장기차입금 2,537 5,786
    1년 이내 상환예정 사채 － 33
    미지불 법인세 등 254 151
    이자반환손실충당금 10,172 8,150
    사업정리손실충당금 1,107 289
    기타충당금 237 125
    기타 2,563 3,789
    유동부채 합계 43,995 46,325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13,670 27,472
    이자반환손실충당금 9,711 9,718
    채무보증손실충당금 290 286
    퇴직급여충당금 9 11
    기타 398 1,073
    고정부채 합계 24,079 38,561
  부채 합계 68,074 8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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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엔)

      전 연결회계연도 

(2012년 3월 31일)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2012년 6월 30일) 

순자산 
  주주자본 
    자본금 4,530 4,535
    자본잉여금 2,265 3,876
    이익잉여금 41,377 45,188
    자기주식 △72 △114
    주주자본 합계 48,099 53,485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4 3
    환율환산조정 감정 △37 △89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 합계 △32 △86
  신주예약권 103 147
  소수주주 지분 1,300 7,507
  순자산 합계 49,471 61,054

부채 순자산 합계 117,546 1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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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및 분기 연결포괄이익계산서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1분기 연결누계기간) 

(단위: 백만 엔)

    
전년도 １분기 연결누계기간

(2011년 4월 １일 

~2011년 6월 30일) 

금년도 １분기 연결누계기간

(2012년 4월 １일 

~2012년 6월 30일) 

업수익 3,774 9,867

업비용 866 1,689

업총이익 2,908 8,178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328 4,138

업이익 579 4,039

업외수익 
  수취이자 － 0
  수취배당금 18 14
  수취임대료 9 41
  잡수입 5 7
  업외수익 합계 33 63

업외비용 
  지불이자 2 7
  감가상각비 3 6
  환차손 17 217
  잡손실 3 1
  업외비용 합계 26 232

경상이익 586 3,870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익 － 2
  부의 업권 발생이익 － 155
  기타 － 10
  특별이익 합계 － 167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 － 0
  고정자산폐기손 － 3
  감손손실 － 1
  투자유가증권평가손 － 0
  특별손실 합계 － 5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이익 586 4,032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157 48

법인세 등 조정액 46 △50

법인세 등 합계 204 △2

소수주주 손익조정 전 분기순이익 381 4,034

소수주주이익 4 43

분기순이익 377 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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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연결포괄이익계산서) 

(1분기 연결누계기간) 

(단위: 백만 엔)

    
전년도 １분기 연결누계기간

(2011년 4월 １일 

~2011년 6월 30일) 

금년도 １분기 연결누계기간

(2012년 4월 １일 

~2012년 6월 30일) 

소수주주 손익조정 전 분기순이익 381 4,034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4 △1
  환율환산조정 감정 △6 △52
  기타 포괄이익 합계 △10 △54

분기 포괄이익 371 3,980

(내역) 
  모회사 주주와 관련된 분기 포괄이익 367 3,937
  소수주주와 관련된 분기 포괄이익 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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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기업 전제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주자본금액 변동 

당사는 2012년 4월 30일자로 당사를 완전 모회사,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주식교환을 

실시하 습니다. 그 결과 1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자본잉여금이 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1,611백만 엔 증가하 습니

다. 또한, 180백만 엔의 잉여금 배당을 실시하고, 분기순이익을 3,991백만 엔 계상하는 등 주주자본은 전 연결회계

연도 말과 비교했을 때 5,385백만 엔 증가한 53,485백만 엔을 기록하 습니다.  

   

(5) 구분회계 정보 등 

(각 사업부문 정보)  

Ⅰ 전년도 １분기 연결누계기간(2011년 4월 1일~2011년 6월 30일) 

1. 각 사업부문별 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 백만 엔) 

  사업부문 기타 
(注)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사업 해외사업 계 

업수익        

외부고객 대상 업수익 2,903 379 413 3,696 77 3,774

사업부문 간 내부 업수익
또는 대체 금액 150 0 － 150 148 299

계 3,054 379 413 3,847 226 4,073

구분회계 이익 

또는 손실(△) 
730 △30 45 745 12 758

(注) ‘기타’는 각 구분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문이며, 컴퓨터의 운용 및 관리업무,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및 

운용지도 업무가 이에 속합니다.  

  

2. 사업부문별 이익 또는 손실 금액의 합계,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계상액과의 차액 및 해당 차액의 주요 내용(차

이 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 엔) 

이익 금액 

구분회계 계 745 

‘기타’ 이익 12 

사업부문 간 거래 소거 △104 

전사비용 (注) △74 

분기 연결손익계산서의 업이익 579 

(注) 전사비용은 주로 구분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3. 각 사업부문의 고정자산 감손손실 또는 업권 등에 관한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사업부문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1년 4월 １일에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의 기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

하여 당사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구분회계 목록에 ‘해외사업’을 새롭게 추가 하 습니다. 

  



－ 10 － 

Ⅱ 금년 １분기 연결누계기간(2012년 4월 1일~2012년 6월 30일) 

1. 각 사업부문별 업수익 또는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 백만 엔) 

  사업부문 기타 
(注)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사업 해외사업 계 

업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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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문 간 내부 업수익
또는 대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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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구분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부분이며,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무,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및 운용

지도 업무가 이에 속합니다.  

  

2. 각 부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하기 ‘5. 사업부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구분회계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 습니다. 그 

결과 전 연결회계연도 말일과 비교했을 때 금년 1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어뮤즈먼트 사업’ 구분회계 자산

이 17,143백만 엔 증가하 습니다. 

  

3. 사업부문별 이익 또는 손실 금액의 합계액,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계상금액과의 차액 및 해당 차액의 주요내

용(차이 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 엔) 

이익 금액 

구분회계 계 4,149 

‘기타’ 구분 이익 8 

사업부문 간 거래 소거 △8 

전사비용(注) △110 

사분기 연결손익계산서의 업이익 4,039 

(注) 전사비용은 구분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4. 각 부문의 고정자산 감손손실 또는 업권 등에 관한 정보 

(고정자산과 관련된 중요한 감손손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 업권 금액 변동) 

하기‘５. 사업부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업부문을 새롭게 추가하 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금년 1분기 연결누계기간 업권 증가액은 2,026백만 엔입니다. 

(주요 부의 업권 발생익)  

중요성이 낮은 사항이므로 기재를 생략하 습니다.  

  

5. 사업부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사업부문 추가) 

１분기 연결회계기간에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를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하

습니다. 또한, 동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브레이크 및 동사 관련회사인 어도어즈주식회사를 당사의 연결자회

사로 편입하여 사업부문에 ‘어뮤즈먼트사업’을 새롭게 추가하 습니다. 

아울러 해당 자회사의 편입일을 2012년 6월 30일로 봄에 따라 1분기 연결회계기간에는 대차대조표만을 연

결하 으며, 1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당사 및 일부 국내 연결자회사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1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에 의거 감가상각 방법으로 변경하 으며, 이로 인해 1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손익에 큰 향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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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분기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2012년 7월 1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NLHD주식회사로부터 네오라인홀딩스주식회사(2012년 7월 13일자로 

JT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JT인베스트먼트’라 함)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연결자회사화하기로 

결의하 으며, 같은 날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 습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취득 목적 

JT인베스트먼트는 당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사장 후지사와 노부요시(이하 ‘후지사와 씨’라 함)가 대표이

사 사장을 맡고 있는 NLHD주식회사가 그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후지사와 씨가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투자회사입니다. 

JT인베스트먼트는 기업(주식), 대출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

보증사업을 전개하는 주식회사 크레디아(이하 ‘크레디아’라 함), 인쇄사업을 전개하는 주식회사 AAD(이하

‘AAD’라 함), 투자업을 전개하는 NL밸류캐피탈주식회사(이하 ‘NLVC’라 함. 또한, JT인베스트먼트, 크레디

아, AAD, NLVC를 총칭하여 이하 ‘JT인베스트먼트 그룹’ 이라 함)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JT인베스트먼트의 완전 자회사화를 통하여 JT인베스트먼트 그룹과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당

사 그룹의 경 기반 강화와 사업 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투자실적으로 그 효용성을 방증한 JT인베스트먼트의 투자·M&A 노하우, 과거 

상장회사 던 크레디아의 고객기반, 보증사업과 관련한 금융기관과의 제휴실적, 저비용 오퍼레이션을 전제

로 한 여신관리 노하우 등을 흡수한다면 당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로프로(이하 ‘로프로’라 함)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로프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증사업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AAD는 

창업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쇄회사로 자사 인쇄공장을 운 하며,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 촬 , 인쇄에 이

르기까지 종합적인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쇄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어 인쇄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 의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후지사와 씨가 JT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당

사와 JT인베스트먼트 그룹과의 거래(관련당사자 거래)를 연결결산 처리함으로써 상장회사로서의 경  투명

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업가치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 습니다. 

(2) 주식취득 상대회사 명칭 등 

① 상 호   NLHD주식회사  

② 대표자성명   대표이사 후지사와 노부요시 

(3)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 명칭 등 

① 상 호   JT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② 주 소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1초메 7번 12호  

③ 대표자성명   대표이사 사장 후지사와 노부요시 

④ 자 본 금   100백만 엔(2012년 6월 30일 현재) 

⑤ 사 업 내 용   투자업, 경 컨설팅업, 그룹경 관리 

(4) 주식취득 시기 

2012년 7월 13일 

(5) 취득주식 수, 취득가액 및 취득 후 지분비율 

① 취 득 주 식  수   370,140주  

② 취 득 가 격   11,000백만 엔  

③ 취득 후 지분비율   100.0%  

(6) 자금조달 방법 

자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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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충정보 

업실적 

(1) 대출금 잔액 내역 

구분 

전년도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1년 6월 30일 현재) 

금년도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 6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국내 

소비자 대상 대출 업무 

무담보대출 11,518 59.5 20,352 70.6

 (2,073)  (1,333)  

기업 결합 조정 △1,983 △10.3 △762 △2.7

유담보대출 900 4.7 426 1.5

 (12)  (64)  

소계 10,434 53.9 20,016 69.4

 (2,086)  (1,397)  

사업자 대상 대출 업무 

상업어음할인 2,164 11.2 2,490 8.6

 (5)  (6)  

무담보대출 1,035 5.3 684 2.4

 (24)  (53)  

유담보대출 1,327 6.9 843 2.9

 (0)  (3)  

소계 4,526 23.4 4,018 13.9

 (30)  (63)  

상업어음할인 합계 2,164 11.2 2,490 8.6

 (5)  (6)  

업대출금 합계 12,797 66.1 21,544 74.7

 (2,111)  (1,454)  

합계 14,961 77.3 24,034 83.3

 (2,117)  (1,460)  

해외 

소비자 대상 대출 업무 

무담보대출 4,390 22.7 4,777 16.6

 (－)  (－)  

유담보대출 － － 18 0.1

 (－)  (－)  

합계 4,390 22.7 4,796 16.7

 (－)  (－)  

총 합계 19,352 100.0 28,831 100.0

    (2,117)  (1,460)  

(注) (   ) 안은 미확정 분으로 장기 업채권입니다.  

 

   

(2) 할부대납금 잔액 

구분 

전년도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1년 6월 30일 현재) 

금년도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 6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금액(백만 엔) 

할부대납금 잔액 
1,338 66,132

(42) (6,087)

(注) (   ) 안은 미확정 분으로 장기 업채권입니다.  

 

  

(3)채무보증 잔액 내역 

구분 

전년도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1년 6월 30일 현재) 

금년도 １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 6월 30일 현재)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 

무담보 4,649 41.8 10,553 43.0 

유담보 6,465 58.2 13,961 57.0 

합계 11,114 100.0 24,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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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수익 내역  

(단위: 백만 엔)  

구분 

전년도 １분기 금년도 １분기 
전 연결회계연도 

연결누계기간 연결누계기간 

(2011년  4월 １일 (2012년  4월 １일 (2011년 4월 １일 

~2011년 6월 30일) ~2012년 6월 30일) ~2012년 ３월 31일)

  １. 소비자 대상       

   (1) 무담보대출  １. 증서대출 878 1,393 3,394

   (2) 유담보대출  １. 부동산담보대출 23 10 84

     소비자 대상 계 901 1,404 3,479

  2. 사업자 대상   

   (1) 상업어음할인 １. 수취할인료  50 52 204

   (2) 무담보대출  １. 어음대출 11 7 39

    2. 증서대출 17 20 49

      소계 29 28 88

   (3) 유담보대출  1. 부동산담보대출 16 9 62

   2. 유가증권담보대출 1 1 4

   3.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0 0 0

   4. 진료보수채권담보대출 0 0 0

   5. 보증금담보대출 0 0 3

  소계 18 11 71

  사업자 대상 계 98 93 364

Ⅰ. 대출금이자·수취할인료 1,000 1,497 3,844

 Ⅱ. 매입채권 회수액 903 530 2,740

 Ⅲ. 부동산사업 매출액 379 1,090 2,645

 Ⅳ. 할부대납수수료  1. 포괄신용구입 
     알선수익 

－ 726 2,028

   2. 융자수익  － 2,021 6,926

   3. 할부대납수수료 88 53 281

  소계 88 2,800 9,236

 Ⅴ. 기타  1. 수취수수료 85 57 329

   2. 수취보증료 145 359 801

   3. 예금이자 3 11 8

   4. 기타 금융수익 1,000 1,707 3,358

   5. 기타 166 1,813 1,544

  소계 1,402 3,948 6,041

업수익 계 3,774 9,867 24,508

(注)1. 기타 금융수익은 주로 채권매입 업무의 대출채권 회수액과 해당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 Ⅳ. 할부대납수수료의 ‘1. 포괄신용구입 알선수익’ 및 ‘2. 융자수익’은 KC카드(주)에서 취급하는 신용카드 

업무 수익입니다. 또한, 동사는 2011년 8월 1일에 연결자회사로 편입되었으므로 전년도 1분기 연결누계기

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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