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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엔 미만 절사）
1.  2013년3월기 제2사분기 연결실적（2012년4월1일～2012년9월30일）
(1) 연결경영성적（누계） （％표시는 전년대비 동사분기 증감률）

영업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사분기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2013년3월기 제2사분기 24,457 142.0 7,490 282.6 7,483 480.8 7,445 △75.4

2012년3월기 제2사분기 10,106 18.6 1,957 △29.4 1,288 △53.6 30,306 ―

（주）포괄이익 25년3월기 제2사분기 7,551백만엔 （△75,1％2012년3월기 제30,278백만엔（－％）

1주당 사분기 순이익

엔 전 엔 전

2013년3월기 제2사분기

2012년 3월기 제1사분기

（２）연결재정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１주당순자산

백만엔 백만에 ％ 엔 전

2013년3월기 제2사분기

2012년3월기

（참고）자기자본 56,872 백만엔 24년3월기 48,067 백만엔

２．배당 상황
연간배당금

제1사분기말 제2사분기말 제3사분기말 기말 합계

2012년3월기
2013년3월기
2013년3월기（예상）

（주）최근 공표된 실적 예상 수정 여부　　：　　없음
（주）당사는 2012년6월 1일자로 보통주 1주당 2주로 주식분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기의 1주당 배당금은 해당주식분할전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3. 2013년 3월기 연결실적예상（2012년 4월 1일～2013년 3월31일） （％표시는 1회계년도는 전기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1년회계년도 56,070 128.8 11,619 109.8 12,048 119.6 11,564 △66.5

(주) 최근에 공표된 배당 예상 수정 여부 　：　　있음

※  주기 사항

아도아즈 주식회사
신규 3 사 （사명） JT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제외 ― 사（사명）

친애주식회사

平成24年11月8日

잠재주식조정후
1주당 사분기 순이익

120.50 117.09

506.56 502.75

       분기 보고서 제출 예정일
       문의처 책임자
       대표자
       코드번호

（주）당사는 2012년6월1일자로 보통주 1주 당 2주로 주식분할을 하였습니다. 전연결회계년도의 기수에 해당주식분할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고 1주당 사분기 순이익 및 잠재주식조정후 1주당 사분기 순이익을 산정했습니다.

142,094 64,674 40.0 915.45

117,546 49,471 40.9 798.17

（주）당사는 2012년6월1일자로 보통주1주 당 2주로 주식분할을 하였습니다. 전연결회계년도의 기수에 해당주식분할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고 1주당 순자산을 산정했습니다.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 6.00 － 6.00 12.00
－ 3.00

－ 4.00 7.00

엔　전

186.15

(1) 당 사분기연결누계기간의 중요한 자회사 이동（연결범위 변경을 수반하는 특정 자회사의 이동)  ：  있음

(주) 상세내역은 첨부자료Ｐ．5「２．요약 정보（주기 사항）에 관한 사항　（１）당 사분기연결누계기간의 중요한 자회사 이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회사명 Ｊ트러스트 주식회사

후지사와 노부요시

     2013년3월기 제2사분기  

(주) １．당사는 2012년6월 1일자로 보통주 1주당 2주로 주식분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1주당 당기 순이익은 해당주식분할의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１주당 당기순이익

       분기 결산 설명회 개최 여부
       분기 결산 보충설명 자료 작성 여부

       배당지급 개시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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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행 주식수（보통주식）
① 기말 발행 주식수（자기주식 포함） 2013년3월기2Q 62,415,652 주 2012년3월기 60,451,560 주

② 기말 자기주식수 2013년3월기2Q 290,582 주 2012년3월기 229,572 주
③ 기중평균주식수(사분기 누계） 2013년3월기2Q 61,784,874 주 2012년3월기1Q 59,829,176 주

※사분기 리뷰절차 실시 상황에 관한 표시

※실적예상을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 그 외 특기사항

３．당사는 2012년 6월 1일자로 보통주 1주 당 2주로 주식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의 동영상 및 자료는 개최 후 해당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 당사는 2012년6월 1일자로 보통주 1주당 2주로 주식분할을 하였습니다. 전 연결회계년도의 기수에 해당주식분할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고  발행주식수（보통주식）을 산정했습니다.

　본 사분기결산단신은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사분기 리뷰 절차 대상외이며,  당사분기결산단신을 개시하는 시점에는 금융상품거
래법에 근거한 사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사분기 리뷰절차는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１．본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실적전망 등 장래에 관한 기술은 당사가 현재 입수하고 있는 정보 및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일정한 전제
조건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당사가 이의 달성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실적 등은 여러 요인에 의해 크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실적을 예상하는 데 전제가 된 가정내용 등은 첨부자료Ｐ．５「１．당사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정보　（３）연결업
적예상에 관한 정성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２．당사의 사분기연결재무제표에 기재된 과목 및 그 외 사항 금액은 기존에 천엔 단위로 기재했습니다만, 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 및
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부터 백만엔 단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사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특유의 회계처리 적용  ：  없음
(3) 회계방침 변경・회계상의 견적 변경・수정 재표시

(주)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Ｐ．5「２．요약 정보（주기 사항）에 관한 사항　（２）회계방침 변경・회계상의 견적 변경・수정 재표
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４．결산보충설명자료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jt-corp.co.jp/）에 게재합니다. 또 2012년 11월19일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결산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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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2013년 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１） 연결 경영 실적에 관한 정성적 정보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의 일본 경제는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수요와 금융완화에 따른 견고한 

개인소비로 인해 완만한 회복기조를 보이고는 있으나 유럽발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기 침체, 엔고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일본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희 그룹이 속한 대부업계는 개정 대부업법 완전 시행 이후 감소추세였던 소비자무담보대출의 월대출금액이 최근 

전년도 대비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과 과지급반환액과 이자반환청구건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등 드디어 개선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개정 대부업법 완전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시장의 축소 및 자금조달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사업 축소와 폐업이 속출하는 등 여전히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업계에서 

카드쇼핑 부분은 서비스내용 다양화와 카드 결제범위 확대 등의 편리성 향상으로 인해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현금서비스 부분은 개정 대부업법의 완전 시행에 따른 총량규제의 영향으로 대출잔액, 취급액이 감소하는 

등 계속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진 재해 이후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제되었으나 

정부의 주택취득에 따른 각종 세금우대정책과 저금리 증을 배경으로 주택건설 착공 건수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의 완만한 회복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과 고용환경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경제회복궤도에 올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더욱이 어뮤즈먼트 관련업계도 

개인 소비절약에 따라 하락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을 바탕으로 저희 그룹은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에 전사업년도에 이어 적극적인 

M&A및 조직을 재편하여 경영재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경영의 효율성 도모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영기반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단. 2012년 4월에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이하’넥스트재팬홀딩스’라고 

한다)를 주식교환(2012년 7월 당사에 흡수합병)을 통해, 6월에는 관련회사인 

아도아즈주식회사(이하’아도아즈’라고 한다)를 지배력기준에 따라 연결자회사로 삼았습니다. 2012년 

7월에는 네오라인홀딩스주식회사(현, JT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이하 ‘JT인베스트’라고 한다)를 주식취득을 

통해 연결자회사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조직 재편을 통해 잠재적인 이익상반관계를 해소하고 상장기업으로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어뮤즈먼트 시설운영의 노하우와 신용카드사업을 융합한 새로운 BtoC비즈니스의 

확충과 JT인베스트먼트 M&A실적과 저희 그룹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크레디아(이하 ‘크레디아’라고 한다)의 

고객기반과 여신관리 노하우를 살려 그룹과의 시너지효과를 높임으로써 그룹의 기업가치 향상과 사업규모 

확대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저희 그룹은 한국에서 저축은행업계 진출을 목표로 2012년 7월 파산한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인수전에 

우선교섭관을 획득하여 2012년 8월에 친애주식회사(현, 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 이하 ‘친애저축은행’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저축은행업 인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 받아 한국의 저축은행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금융기관과의 보증사업과 

신용카드사업 등에서 취득한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서 금융사업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수익 향상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중소기업과 지역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한국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의 하나로써 신용보증업무에서는 지금까지 주식회사 사이쿄은행과 주식회사 

도쿄스타은행의 대출 보증업무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만 2012년 9월 새롭게 주식회사 미야자키타이요은행간의 

당행이 취급한 소비자담보대출상품과 관련 보증업무제휴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룹의 금융서비스 

여신 노하우와 제휴관계인 금융기관의 힘을 융합하여 고객 여러분의 폭넓은 자금수요에 부응하면서 안전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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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고 신용보증업무 확충하면서 보증업무제휴관계사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의 영업수익은 전사업년도에 취득한 KC카드 주식회사(이하 ‘KC주식회사’라고 

한다)의 신용사업수익과 주식회사 일본보증(구 주식회사 로프로, 이하 ‘일본보증’이라고 한다) 의 

갱생회사주식회사 다케후지(현, 갱생회사 TFK주식회사, 이하 ‘다케후지’라고 한다)에서 계승한 소비자금융사업을 

통한 사업수익과 아도아즈의 어뮤즈먼트 시설수입 등을 합해서 24,457백만 엔(전년동기대비 42.0% 증가), 

영업이익은 7,490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82.6% 증가), 경영이익은 7,483백만 엔(전년동기대비 480.8% 증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분기 순이익은 전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에 KC카드의 주식취득에 따른 부의 영업권발생이익 

29,444백만 엔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7,445백만 엔(전년동기대비 75.4% 증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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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그먼트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사업 

（사업자대부업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업무는 주로 일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업의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상업어음할인을 추진하고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말에 거액대출의 침제로 감소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상업어음의 대출잔액은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영업대출금은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대출잔액은 상업어음으로는 1,784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3.4% 감소), 영업대출금으로는 1,951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1.8% 감소), 장기영업채권으로는 78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12.1% 증가)이 되어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의 합계는 3,813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1.3%)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대출업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업무는 일본보증, 크레디아 및 사이쿄카드 주식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대출잔액은 회수가 수조롭게 진행되어 감소한 한편 전사업년도에 

다케후지 소비자금융사업을 회사분할을 통해 일본보증이 계승한 것과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에 

크레디아를 연결자회사로 놓음으로써 잔액이 증가하여 영업대출금으로는 17,990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53.2% 증가), 장기영업채권으로는 1,535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0.1%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19,526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21.5% 증가)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용•신용판매 업무) 

신용카드업무는 KC카드의 전신인 일본 신용판매주식회사에서 이어받은 인지도와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한 신용카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현금서비스의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판매는 일본보증 및 사이쿄카드 주식회사에서 월부판매를 통한 신용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말에 분할대지급잔액은 55,319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1.6% 감소), 

장기영업채권은 4,989백만 엔(전년동기대비 42.7%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분할대지급잔액 합계는 

60,308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2.6% 감소)이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업무) 

신용보증업무는 주로 일본보증, 크레디아 및 KC카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신용보증업무를 확충하여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에 KC카드와 다케후지의 고객기반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로 주식회사 사이쿄은행 및 주식회사 도쿄스타은행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심으로 채무보증잔액을 누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 동안에 채무보증잔액은 유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15,478백만 

엔(전년동기대비 91.7% 증가), 무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11,63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39.6% 증가)이 

되어 채무보증잔액 합계는 27,111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09.7% 증가)이 되었습니다. 

(채권매매업무) 

채권매매업무는 당사와 일본보증, 파르티르채권회수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파르티르,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파르티르케이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매매채권 회수는 그것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 동안의 매매채권잔액은 2,028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2,4% 감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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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결과로 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은 16,747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06.6% 증가), 세그먼트 이익은 

7,22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57.1% 증가)이 되었습니다. 

  

  

② 부동산 사업   

부동산사업은 키노트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융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살리면서 

분양주택판매와 중개뿐만 아니라 주문주택 건설사업 및 중고주택 리모델링 등 주택관련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부동산시장도 서서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으며 영업수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도아즈에서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결과 부동산사업의 영업수익은 1,917백만 엔(전년동기대비 65.7% 증가), 세그먼트 이익은 73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1.4 증가)이 되었습니다.  

  



－ 6 － 

③ 어뮤즈먼트 사업 

어뮤즈먼트 사업은 주식회사 그레이크(이하 ‘그레이크’라고 한다)에서 어뮤즈먼트기기용 경품 판매를 

담당하고 아도아즈에서 어뮤즈먼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결과로 어뮤즈먼트 사업의 영업수익은 4,656백만 엔, 세그먼트 이익은 179백만 엔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연결자회사 모두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의 연결자회사 취득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④ 해외사업 

해외사업 부분은 한국에서 네오라인크레디트 대부주식회사가 소비자금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인 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대전, 대구, 부산 및 인천에 지점을 개설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점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장하는 한국 소비자금융 시장에서 착실히 대출잔액을 늘리며 업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한국에서 친대저축은행이 저축은행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결과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영업대출금은 5,04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4.1 증가)이 되어 

해외사업의 영업수익은 827백만 엔(전년동기대비 8.7% 감소), 세그먼트 이익 은 16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56.1% 증가)이 되었습니다. 

  

⑤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은 J트러스트시스템주식회사에서 주로 저희 그룹의 시스템 개발,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도아즈는 설계•시공 사업을 주식회사 에이에이디는 인쇄사업을 JT인베스트먼트는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사업 및 그룹 경영관리를 NL밸륭 케피탈 주식회사는 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결과 기타 사업의 영업수익은 1,08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38.8% 증가), 세그먼트 이익 은 143백만 

엔(전년동기 136.1% 증가)이 되었습니다.  

 

（２）연결 재정 상태에 관 한 정성적 정보 

① 자산, 부채, 순자산 상황 

 2012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말 총자산은 전연결회계년도말과 비교해서 24,547백만 엔 증가하여 142,094백만 

엔(전년동기대비 20.9% 증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에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영업대출금이 2,729백만 엔, 분할대지급금이 9,704백만 엔 감소하는 한 편, 주식교환에 따른 

넥스트재팬홀딩스 취득과 아도아즈 및 JT인베스트먼트연결자회사화 등에 따라 현금 및 예금 11,983백만 엔, 

미수입금 4,246백만 엔, 1년 이내 상환예정 장기 대출을 포함한 단기 대출금 1,280백만 엔, 유형고정자산 

6,841백만 엔, 영업권 2,023백만 엔, 장기대출금 1,952백만 엔, 차입보증금 5,280백만 엔으로 각각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순자산은 전연결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15,203백만 엔 증가하여 64,674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0.7%)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잉여금 180백만 엔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으나 분기 순이익을 7,445백만 엔 

계상 한 후 넥스트재팬홀딩스의 주식교환과 더불어 자본잉여금이 1,618백만 엔 증가한 것과 아도아즈 

연결자회사 등을 통해 소수 주주 지분이 6,336백만 엔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상기의 결과 한주당 순자산액은 전연결회계연도말보다 117엔 28전 증가하여 915엔 45전이 되어 

자기자본비율은 전연결회계연도말 40.9%에서 0.9포인트 하락한 40.0%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2년 6월 

1일자로 보통주식 한주당 두주의 주식분할을 행했기 때문에 한주당 순자산액의 전연결회계연도말 대비 산정 시 

해당주식 분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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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금 흐름 현황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의 연결기반인 현금 및 현금과 동급인 것 (이하 ‘자금’이라고 한다)은 

전연결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10,086백만 엔 증가하여 19,496백만 엔이 되었습니다.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상황과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의 자금 증가는 14,125백만 엔(전년동기대비 17,233백만 엔의 

자금 감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손충당금 감소액 3,574백만 엔, 이자반환손실충당금 감소액 

17,233백만 엔, 사업정리손실충당금 감소액 1,019백만 엔 감소하였지만 세금 등 정리 전 분기 순이익 

7,883백만 엔, 대손상각액 5,268백만 엔, 영업대출금 순감액 3,166백만 엔, 분할대지급 순감액 5,734백만 엔 

자금이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의 투자활동에 따른 자금 감소는 6,522백만 엔(전년동기대비 3,910백만 

엔 증가)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JT인베스트먼트 주식 취득에 따른 연결 범위 변경에 따른 지출이 

6,678백만 엔 감소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의 재무활동에 따른 자금 증가는 440백만 엔(전년동기대비 97.2% 

감소)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배당금 지급액이 180백만 엔, 단기차입금의 순감액 129백만 엔 감소하고 

장기차입금 순증가액이 2,963백만 엔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３）예상 연결실적에 관한 정성적 정보 

  2013년 예상 실적에 대해 2012년 11월 7일에 공표한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２．Summay 정보(주기사항)에 과한 사항 

（１）금번 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의 중요 자회사 이동 

 1분기 연결회계기간에 당사의 연결자회사인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2012년 7월 1일자로 당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의 관련회사인 아도아즈 주식회사를 당사라 동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인 중역회의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력기준에 따라 연결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JT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구 네오라인홀딩스 주식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연결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연결 자회사인 KC카드주식회사에서 친애주식회사(현, 

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을 설립했기 때문에 연결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２）회계방침 변경 및 회계상의 견적 변경•재수정 표시 

（회계상의 견적 변경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회계방침을 변경） 

 당사 및 일부 일본 연결 자회사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1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2012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개정 후 법인세법에 의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의 손익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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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분기연결재무제표 

（１）분기연결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엔）

        
전연결회계년도 

(2012년 3월 31일)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

(2012년 9월 30일) 

자산부문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0,362 22,346

    상업어음 2,119 1,784

    영업대출금 27,713 24,984

    분할대지급금 65,024 55,319

    인수채권 2,310 2,028

    구상권 506 610

    상품 및 제품 632 581

    재공품 682 465

    기타 4,424 12,471

    대손충당금 △6,813 △6,146

    유동자산합계 106,963 114,446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5,095 11,936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805 2,828

      기타 315 650

      무형고정자산합계 1,120 3,479

    투자 기타 자산     

      장기영업채권 8,487 6,603

      기타 3,603 11,644

      대손충당금 △7,723 △6,016

      투자 기타 자산합계 4,366 12,231

    고정자산합계 10,582 27,647

  자산합계 117,546 142,094

부채부문     

  유동부채     

    할인어음 1,776 1,564

    지급어음 및 외상 매입 대금 305 3,155

    단기차입금 3,039 3,575

    주주, 임원 또는 사원의 단기차입금 22,000 －

    1년내 상환예정인 장기차입금 2,537 5,734

    1년내 상환예정인 사채 － 17

    미지불 법인세 254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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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상환손실충당금 10,172 8,348

    사업정리손실충당금 1,107 88

    기타 충당금 237 104

    기타 2,563 4,046

    유동부채합계 43,995 27,408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13,670 31,925

    이자상환손실충당금 9,711 13,582

    채무보증손실충당금 290 3,230

    퇴직급여충당금 9 21

    기타 398 1,250

    고정부채합계 24,079 50,011

  부채합계 68,074 7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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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엔）

      
전연결회계년도 

(2012년 3월 31일)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

(2012년 9월 30일) 

순자산부문     

  주주자본     

    자본금 4,530 4,542

    자본잉여금 2,265 3,883

    이익잉여금 41,377 48,641

    자기주식 △72 △114

    주주자본합계 48,099 56,953

  기타포괄이익 누계액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4 0

    환환산조정계정 △37 △81

    기타포괄이익 누계액합계 △32 △81

  신주예약권 103 165

  소수주주지분 1,300 7,637

  순자산합계 49,471 64,674

부채순자산합계 117,546 14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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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분기연결손익 계산서 및 분기연결포괄이익 계산서 

（분기연결손익 계산서） 

（제２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 백만엔）

    

2012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2011년４월１일~ 

 2011년９월30일)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2012년４월１일~ 

 2012년 9월 30일) 

영업수익 10,106 24,457

영업비용 1,938 7,512

영업총이익 8,168 16,944

판매비 및일반관리비 6,210 9,453

영업이익 1,957 7,490

영업외 수익     

  수입이자 0 6

  수입배당금 21 23

  수입집세 55 90

  수입파견비 － 84

  잡수입 9 45

  영업외 수익합계 86 250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8 60

  감가상각비 8 13

  환차손 734 172

  잡손실 4 12

  영업외 비용합계 756 257

경상이익 1,288 7,483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이익 22 2

  투자유가증권매각이익 0 102

  부의영업권 발생 이익 29,444 294

  기타 0 30

  특별이익합계 29,467 430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실 5 15

  고정자산폐기손실 2 5

  고정자산평가손 1 －

  감손손실 21 1

  투자유가증권매각손실 2 －

  투자유가증권평가손 － 0

  기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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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손실합계 34 30

세금 등 조정전분기순이익 30,721 7,883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529 368

법인세 등 조정액 △147 △84

법인세 등 합계 382 284

소수주주 손익 조정전 분기순이익 30,339 7,598

소수주주이익 32 153

분기순이익 30,306 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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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연결포괄이익 계산서） 

（제２분기연결누계기간） 

（단위: 백만엔）

    

2012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2011년４월１일~ 

 2011년９월30일)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2012년４월１일~ 

 2012년 9월 30일) 

소수주주 손익 조정전 분기순이익 30,339 7,598

기타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1 △3

  환환산조정계정 △59 △43

  기타포괄이익합계 △61 △47

분기포괄이익 30,278 7,551

（내역）     

  모회사 주주관련분기포괄이익 30,245 7,396

  소수주주관련분기포괄이익 3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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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분기 연결현금 흐름 계산서 

（단위: 백만엔）

    

2012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2011년４월１일~ 

  2011년９월30일)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2012년４월１일~ 

 2012년 9월 30일)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세금 등 조정전분기순이익 30,721 7,883

  주식기준보상 29 44

  감가상각비 76 905

  고정자산매각손익（△은 이익） △16 12

  고정자산평가손 1 －

  감손손실 21 1

  투자유가증권매각손익（△은 이익） 2 △102

  부의 영업권 발생 이익 △29,444 △294

  영업권 상각액 55 237

  대손충당금의 증감액（△은 감소） △1,304 △3,574

  대손상각액 3,065 5,268

  사업정리손실충당금의 증감액（△은 감소） － △1,019

  이자상환손실충당금의 증감액（△은 감소） △845 △4,727

  채무보증손실충당금의 증감액（△은 감소） △22 741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감액（△은 감소） 19 4

  기타の引当금의 증감액（△은 감소） 48 △132

  수입이자 및 배당금 △21 △29

  지급할인료 및 지급이자 420 863

  환차손익（△은 이익） 552 171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증가） △608 439

  관계회사 대출금 양수에 따른 지출 △19,994 －

  담보로 내놓은 예금의 증감액（△은 증가） 46 △163

  기타 △2,426 △2,564

  소계 △19,621 3,968

  이자 및 배당금 수령액 21 29

  이자 등 지급액 △476 △840

  법인세 등 지급액 △1,275 △246

  소계 △21,352 2,910

  상업어음의 증가액 △3,430 △3,579

  상업어음의 감소액 3,257 3,909

  영업대출금의 증가액 △5,332 △4,310

  영업대출금의 감소액 3,716 7,476

  분할대지급금의 증가액 △15,551 △41,314

  분할대지급금의 감소액 20,182 47,049

  인수채권의 증가액 △112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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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채권의 감소액 900 459

  장기영업채권의 증감액（△은 증가） 527 1,886

  구상권의 증가액 △88 △127

  구상권의 감소액 49 34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17,233 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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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엔）

    

2012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2011년４월１일~ 

 2011년９월30일)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2012년４월１일~ 

 2012년 9월 30일)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정기예금의 증감액（△은 증가） 198 △192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른 지출 △66 △227

  유형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지출 384 166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른 지출 － △80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에 따른 지출 － △108

  투자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른 지출 31 401

  
연결 범위 변경을 동반하는 자회사 주식취득에 

따른  지출 
△647 △6,678

  
연결 범위 변경을 동반하는 자회사 주식취득에 

따른  수입 
4,010 197

  기타 △0 －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3,910 △6,522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어음할인에 따른 수입 3,354 3,468

  어음할인 하락에 따른 지출 △3,072 △3,680

  단기차입금 따른 수입 18,510 2,067

  단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지출 △5,083 △4,196

  장기차입금에 따른 수입 3,100 5,805

  장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지출 △736 △2,841

  사채 상환에 따른 지출 － △16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지출 △0 △0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수입 5 15

  배당금 지급액 △179 △180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15,897 440

현금 및 현금동등물관련 환산차액 △17 △42

현금 및 현금동등물의 증감액（△은 감소） 2,557 8,000

현금 및 현금동등물의 장부가액 14,148 9,410

주식교환 등에 따른 현금 및 현금동등물의 증가액 － 2,085

현금 및 현금동등물 분기 미잔액 16,705 1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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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계속기업 전제에 관한 주기 

 해당사항 없습니다.   

   

（５）주주자본 금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시의 주기 

 저희 회사는 2012년４월30일부로 당사를 완전 모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 (2012년 7월 1일부로 

당사와의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주식교환을 행하였습니다. 해당 주식교환이 주요 요인이 

되여 2012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 자본잉여금이 2012년 연결회계년도말에 비해 1,618백만 엔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잉여금을 180백만 엔 배당하여 분기순이익 7,445백만 엔을 계상함으로써 주주자본은 

2012년 연결회계년도말에 비해 8,858백만 엔 증가하여 56,953백만 엔이 되었습니다.   

 

（６）세그먼트 정보 등 

（세그먼트 정보） 

Ⅰ 2012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2011년４월１일~ 2011년９월30일） 

１．보고 세그먼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 백만엔） 

  보고 세그먼트 기타 

（주）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사업 해외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 고객에 대한 

영업수익  

세그먼트 간의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금액  

7,900 1,145 906 9,951 154 10,106

 205 12 － 218 299 517

계 8,106 1,157 906 10,170 453 10,623

세그먼트 이익 2,022 60 103 2,187 60 2,247

（주）「기타」 구분은 보고 세그먼트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 세그먼트로 컴퓨터 운용 및 관리사무,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및 운용 지도업무입니다. 

  

２．보고 부분별 자산에 대한 정보 

「금융사업」 부문에 있어 라쿠텐 주식회사로 부터 KC카드 주식회사(구 라쿠텐 KC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고 당사의 연결 자회사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2013년 2분기 

회계연결 기간의 「금융사업 」부문의 자산금액은 94,123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３． 보고 부문별 이익 또는 손실 금액 합계와 분기 연결 손익 계산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 및 해당 차액의 

주요 원인 (차액조정 사항) 

（단위: 백만엔） 

이익 금액 

보고 세그먼트 합계 2,187 

「기타」부분의 이익 60 

세그먼트간 거래 소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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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社비용（주） △177 

분기연결손익 계산서の영업이익 1,957 

（주）전사비용은 주로 보고 세그먼트에 속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４．보고 세그먼트별 고정자산의 감손손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중요한 부의 영업권 발생 이익） 

「금융사업 」부문에서 라쿠텐 주식회로부터 KC카드 주식회사 (구 라쿠텐 KC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당사의 연결 자회사로 삼았습니다. 기업결합 시에 당사의 자산・부채 시가를 재평가한 결과 부의 

영업권 29,444백만 엔이 발생하여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동안의 특별이익(부의 영업권 발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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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2012년４월１일~ 2013년 9월 30일） 

１．보고 세그먼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 백만엔） 

  보고 세그먼트 

기타 

（주）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 

사업 

어뮤즈먼

트 

사업 

해외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고객에 대한 

영업수익 
16,640 1,914 4,654 827 24,037 419 24,457

세그먼트간의 내부 

영업수익 또는 

대체금액 

107 3 0 － 111 662 773

계 16,747 1,917 4,654 827 24,148 1,082 25,230

세그먼트이익 7,222 73 179 162 7,637 143 7,780

（주）「기타」의 구분은 보고 세그먼트에 포함하지 않는 사업부분이며 주로 컴퓨터 운용 및 관리사업,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및 운용 지도업무, 설계시공업무입니다.  

  

２．보고 세그먼트별 자산에 관한 정보  

이하 「５．보고 세그먼트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기재한 대로, 보고 세그먼트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2012년 연결회계년도 말과 비교하여 2013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어뮤즈먼트사업」세그먼트 자산액이 17,729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３．보고 세그먼트의 이익 또는 손실 금액 합계액과 분기연결손익 계산서 계상액과의 차액 및 해당차액의 주요 

내용（차이 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엔） 

이익 금액 

보고 세그먼트계 7,637 

「기타」부분의 이익 143 

세그먼트間取引消去 217 

전사비용（주） △507 

분기연결손익 계산서の영업이익 7,490 

（주）전사비용은 주로 세그먼트에 속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４．보고 세그먼트별 고정자산의 감손손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고정자산관련 주요 감손손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영업권 금액의 주요 변동） 

해당 사항 없습니다. 

（주요 부의영업권의 발생 이익）  

중요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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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보고 세그먼트 변동 등에 관한 사항 

（보고 세그먼트 추가） 

제1분기 연결회계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2012년 7월 1일자로 당사와 흡수합병에 

의해 소멸)와 주식교환을 실행하여 당사의 연결 자회사로 삼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브레이크 및 관련회사인 아도아즈 주식회사를 당사의 연결 자회사로 삼고 보고 세그먼트에 

「어뮤즈먼트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 

당사 및 일부 일본내 연결 자회사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제1분기 연결회계 기간부터 2012년 4월1일 

이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개정 후 법인세법에 의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3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세그먼트 손익에 대한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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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주요 후발 현상 

１．당사는 한국 금융위원회로부터 2012년 5월 6일자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6개월간의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경영 개선명령을 받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후의 처리로써 예금보험공사에 따른 입찰절차가 실시 된 후 2012년 7월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미래저축은행의 지원에 관련 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양도받는 거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2012년 10월 4일자로 당사, 당사의 연결 자회사인 KC카드주식회사 

(이하 ‘KC카드’이라고 한다), 예금보험공사 및 미래저축은행간에 자산・부채 이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 목적 

한국 저축은행업계에 진출함에 있어 일본 국내 금융기관과의 보증사업과 신용카드 사업 등에서 얻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융사업의 영업기반 확대, 수익력 향상을 도모하며 한국의 중소기업,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금융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인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인수 회사 명칭 등 

① 상 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② 주 소  한국 제주시 이도 2동 315 

③ 대 표 자 명  관리인 이용문（2012년 9월 30일 현재） 

④ 자 본 금 액  45,538백만 원（약 3,142백만 엔、１원＝약0.069엔으로 산출） 

⑤ 사 업 내 용  저축은행업 

（주）특별히 기재하지 않는 한 2011년６월30일 현재 상황입니다. 

(3) 인수 내용 

한국 금융위원회에 따른 계약이전결정문에 의거 KC카드 연결 자회사 친애주식회사(현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해당 결정일 현재 양수대상 자산 및 부채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이전결정문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한국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친애주식회사 및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발하는 것으로 주로 인도대상 자산 및 부채를 규정하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결정문에 따라 친애주식회사가 인도한 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4) 인도 자산 및 부채액 

내용 실사 중에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5) 인수 시기 

2012년10월５일 

  

２. 당사는 2012년 11월 7일 개최한 중역회의에서 당사의 연결 자회사인 JT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이하 

‘JT인베스트'라고 한다)의 해산을 결의 하였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산 이유 

당사는 2012년 7월 13일자로 JT인베스트먼트 주식을 취득하여 당사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크레디아, 주식회사 에이에이디 및 NL밸류 케피탈 주식회사를 연결 자회사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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ＪＴ인베스트먼트는  중간 지주회사로서 산하 자회사의 경영관리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저희 그룹의 

경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및 그룹 경영 효율화를 통해 그룹전체 경영기반 강화를 위하여 당사를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산 자회사의 명칭 등 

① 상 호  JT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구 네오라인홀딩스 주식회사） 

② 사 업 내 용  투자업, 경영컨설팅업, 그룹 경영관리 

③ 출 자 비 율  당사100％ 

(3) 해산 시기  

① 해 산  2012년11월30일（예정） 

② 청 산 완 료  2013년 2월 말일（예정） 

(4) 해산 자회사의 상황（2012년 3월 31일 현재） 

영업수익 2,228백만 엔

경상이익 905백만 엔

당기 순이익 6,121백만 엔

순자산액 16,168백만 엔

부채총액 8,258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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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산에 따른 회사의 손실 예상액 

해당 해산에 따른 연결실적에의 영향은 경미합니다.  

(6) 해산이 영업활동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해당 해산에 따른 영업활동 등에의 영향은 경미합니다.  

    

４．보충 정보 

영업실적 

（１）대출금 잔액 내역 

구분 

전년도 제２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1년 ９월30일 현재） 

2012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 9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국내 

소비자 대상 대출 업무 

무담보 대출 9,495 52.9 19,372 68.3

  (1,654) (1,429) 

기업 결합 조정 △1,571 △8.8 △591 △2.1

유담보 대출 890 5.0 745 2.6

  (54) (106) 

소계 8,814 49.1 19,526 68.8

  (1,708) (1,535) 

사업자 대상 대출 업무 

상업어음할인 2,066 11.5 1,790 6.3

  (5) (6) 

무담보 대출 966 5.4 814 2.9

  (16) (62) 

유담보 대출 1,265 7.0 1,209 4.2

  (2) (9) 

소계 4,297 23.9 3,813 13.4

  (25) (78) 

상업어음할인 합계 2,066 11.5 1,790 6.3

  (5) (6) 

영업대출금 합계 11,045 61.5 21,549 75.9

  (1,727) (1,608) 

합계 13,112 73.0 23,340 82.2

  (1,733) (1,614) 

해외 

소비자 대상 대출 업무 

무담보 대출 4,842 27.0 5,020 17.7

  (－) (－) 

유담보 대출 － － 22 0.1

  (－) (－) 

합계 4,842 27.0 5,042 17.8

  (－) (－) 

총합계 17,954 100.0 28,383 100.0

    (1,733)   (1,614)   

（주）（  ）는 미확정 분으로 장기영업채권입니다.  

   

（２）할부대납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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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년도 ２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1년 ９월 30일 현재） 

2012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 9월 30일 현재） 

금액（백만 엔） 금액（백만 엔） 

할부대납금 
89,535 60,308

(8,704) (4,989)

（주）（  ）는 미확정 분으로 장기영업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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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채무보증 잔액 내역  

구분 

전년 ２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1년 ９월 30일 현재） 

2012년 2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 9월 30일 현재）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무담보 4,854 37.5 11,632 42.9 

유담보 8,076 62.5 15,478 57.1 

합계 12,930 100.0 27,111 100.0 

  

（４）영업수익 내역  

（단위: 백만 엔）  

구분 

전년 2분기 금년도 2분기 
전 연결회계연도 

연결누계기간 연결누계기간 

(2011년 ４월１일~ （2012년 ４월１일~ （2011년４월１일~

  2011년９월30일）   2012년 9월 30일）   2012년 3월 31일）

  １. 소비자 대상       

   (1) 무담보 대출  １. 증서대출 1,758 2,754 3,394

   (2) 유담보 대출  １. 부동산 담보 대출 59 33 84

     소비자 대상 계 1,817 2,788 3,479

  ２. 사업자 대상         

   (1) 상업어음할인 １. 수취할인료  103 102 204

   (2) 무담보 대출  １. 어음대출 23 12 39

   ２. 증서대출 30 39 49

      소계 54 51 88

   (3) 유담보 대출  １. 부동산 담보대출 20 14 62

   ２. 유가증권 담보대출 2 2 4

   ３.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0 0 0

   ４. 진료보수채권 담보대출 0 0 0

   ５. 보증금 담보대출 1 1 3

      소계 25 19 71

     사업자 대상 계 183 173 364

Ⅰ. 대출금 이자∙수취할인료 2,001 2,961 3,844

 Ⅱ. 매입채권 회수액 1,415 1,102 2,740

 Ⅲ. 부동산사업 매출액 1,145 1,914 2,645

 Ⅳ. 어뮤즈먼트사업 매출액 － 4,654 －

 Ⅴ. 할부대납수수료  １. 포괄신용구입 알선 수익 518 1,433 2,028

   ２. 융자수익  1,922 3,858 6,926

   ３.할부대납수수료 161 106 281

      소계 2,602 5,397 9,236

 Ⅵ. 기타  １. 수취수수료 176 123 329

   ２. 수취보증료 313 777 801

   ３. 예금금리 4 12 8

   ４. 기타 금융수익 1,929 3,200 3,358

   ５. 기타 517 4,312 1,544



－ 26 － 

      소계 2,941 8,426 6,041

영업수익 계 10,106 24,457 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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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２. ‘Ⅳ. 어뮤즈먼트 사업 잔액’은 ㈜ 브레이크의 상품매출액, 어뮤즈먼트 시설 수입 및 어도어즈㈜의 

어뮤즈먼트 시설 수입입니다. 또한, 2012년 4월 30일 ㈜브레이크가, 2012년 6월 26일 어도어즈㈜가 

각각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2012년 2분기 연결누계기간 및 전년 연결회계연도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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