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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엔 미만 절사)
1. 2013년 3월기 3분기 연결실적(2012년 4월 1일~2012년 12월 31일)
(1) 연결경영실적(누계) (% 표시는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분기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2013년 3월기 3분기 40,655 135.7 11,580 172.4 13,076 243.5 12,887 △60.9

2012년 3월기 3분기 17,246 34.9 4,251 44.6 3,807 29.3 32,990 －

(注) 포괄이익 2013년 3월기3분기 13,157 백만 엔　（△60.1%） 2012년 3월기3분기 33,004 백만 엔 (－％)

1주당 분기순이익

엔 전 엔 전

2013년 3월기 3분기

2012년 3월기 3분기

(注) 당사는 2012년 6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을 분할하였습니다. 

당초 전 연결회계연도에 해당 주식분할 실시를  가정하고 1주당 분기순이익 및 잠재주식조정 후 1주당 분기순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2) 연결재정 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1주당 순자산

백만 엔 백만 엔 ％ ％

2013년 3월기 3분기

2012년 3월기

(참고) 자기자본 2013년 3월기 3분기 62,336 백만 엔 2012년 3월기 48,067 백만 엔
(注) 당사는 2012년 6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을 분할하였습니다. 
당초 전 연결회계연도에 해당 주식분할 실시를 가정하고 1주당 순자산을 산정하였습니다.  

2. 배당 상황
연간배당금

1분기 말 2분기 말 3분기 말 기말 합계

2012년 3월기
2013년 3월기
2013년 3월기(예상)
(注) 최근 공표한 예상 배당 수정 여부　　：　　아니오
(注) 당사는 2012년 6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을 분할하였습니다. 

3. 2013년 3월기 예상 연결실적(2012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 (% 표시는 전기 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1주당 당기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通期 56,070 52.4 11,619 109.8 12,048 119.6 11,564 △ 66.5

(注) 최근 공표한 예상 배당 수정 여부　　：　　아니오
(注) 당사는 2012년 6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을 분할하였습니다. 
1주당 당기순이익은 해당 주식분할의 영향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4. 기타
(1) 당 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주요 자회사 이동(연결범위 변경을 수반하는 특정자회사 이동) 여부： 예

신규 3개사 (사명)  어도어즈주식회사  , 제외―사(사명)
                          JT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친애주식회사
(注)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2. 요약정보(기타)에 관한 사항(1) 당 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주요 자회사 이동'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특별 회계처리 적용 여부 ： 아니오

(3) 회계방침 변경 및 회계상 예상수치의 변경•수정 재표시
① 회게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회계방침 변경 여부 ： 예
② 1 이외의 회계방침 변경 여부 ： 아니오
③ 회계상 예상수치의 변경 여부 ： 예
④ 수정 재표시 ： 아니오

（注）상세 내용은 첨부자료 P.5의 [2. 요약정보(주기사항)에 관한 사항 (2)회사방침 변경・회계 상의 견적 변경・수정 재표시]를봐주십시오.

(4) 기발행 주식 수(보통주식)
① 기말 기발행 주식 수(자기주식 포함) 2013년 3월기 3Q 62,755,292주 2012년 3월기 60,451,560주

② 기말 자기주식 수 2013년 3월기 3Q 408,708주 2012년 3월기 229,572주

③ 기중 평균 주식 수(분기 누계) 2013년 3월기 3Q 61,911,872주 2012년 3월기 59,848,182주

(注) 당사는 2012년 6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을 분할하였습니다. 
당초 전 연결회계연도에 해당 주식분할 실시를 가정하고 기발행주식 수(보통주식)를 산정하였습니다.

※ 분기 리뷰 절차 실시 현황에 관한 표시
당 분기 결산 단신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분기 리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 분기 결산 단신 공개 시점에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분기 재무제표 리뷰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예상 실적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 기타 특기사항
1.이 자료에 기재한 예상실적 등 향후에 관한 기술은 당사가 현재 입수한 정보 및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일정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실제 실적 등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실적의 전제가 되는 가정 등은 5페이지 '1. 당 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3) 예상 연결실적에 관한 정성적 정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 당사의 분기 연결재무제표에 기재된 과목의 기타 금액은 기존에 천 엔 단위로 기재하였으나 1분기 연결회계기간 및 1분기 연결누계기간부터 백만 엔 단위로 변경하였습니다. 
3.당사는 2012년 6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당 2주로 주식을 분할하였습니다. 
4.당사 홈페이지에 결산보충설명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http://www.jt-corp.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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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분기결산에 관한 정석적 정보 

(1) 연결경영실적에 관한 정성적 정보 

3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일본경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부흥수요와 금융완화에 따른 개인소비 안정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채무위기의 장기화와 신흥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불안요소의 잔재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사 그룹이 속한 대출업계는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던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신규계약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과납금 환급액과 이자 반환청구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등 급격히 

축소되던 시장이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용카드업계도 마찬가지로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에 따

른 총량규제 등의 영향으로 카드 현금서비스 대출잔액과 취급금액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카드를 이용한 쇼핑은 

서비스의 다양화와 카드 결제 범위의 확대 등 편리성에 향상에 힘입어 확대 조짐을 보이며 카드 현금서비스의 대

출수익 감소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지진 이후 한때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었으나, 정부의 주택 취득

에 관한 각종 우대정책과 저금리 등을 배경으로 신설주택 착공 건수가 미약하게나마 증가하여 시황이 완만한 회복

세를 보이는 등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과 고용 환경의 정체가 계속되고 있어 본격

적인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어뮤즈먼트 관련 업계 역시 개인소비 약화 등을 이유로 업

계 전체가 난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을 참작하여 당사 그룹에서는 전 사업연도에 이어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도 적극적인 M&A 및 

조직재편을 실시, 당사 그룹의 경영자원의 유효 활용과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당사 그룹 전체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년 4월,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이하 ‘넥스트재팬홀딩스’)를 주식교환(2012년 

7월에 당사에 흡수합병)을 통해 연결자회사로 편입, 2012년 6월에는 관련회사였던 어도어즈주식회사(이하 ‘어도

어즈’)를 지배력 기준에 따라 연결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7월에 네오라인홀딩스주식회사(현 JT

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이하 ‘JT인베스트먼트’)를 주식취득을 통해 연결자회사화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해산) 

이와 같은 조직재편을 통하여 잠재적 이익상반관계를 해소하고 상장기업으로서의 경영 투명성을 향상하며, 어뮤

즈먼트 점포 운영 노하우와 신용카드사업을 융합한 새로운 B to C 비즈니스를 확충, 주식회사 크레디아(이하 ‘크

레디아’)의 고객기반 및 여신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당사 그룹과의 상승효과 등을 통해 당사 그룹의 기업가치를 높

이고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사 그룹은 2012년 10월에 한국에서 저축은행업 인허가를 취득하여 파산한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였으며, 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구 ‘친애주식회사’, 이하 ‘친애저축

은행’)를 신설하여 저축은행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본 국내에서 금융기관 보증사업과 신용카드사업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사업의 영업기반 확대, 수익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 중소기업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확충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KC카드주식회사(이하 ‘KC카드’)는 2012년 11월에 새로이 염가 EC(전자상거래) 사이트 “eMoMoT.com 

e모못토닷컴’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라는 콘셉트로 ‘KC카드 회원’, ‘Ponta(폰

타) 회원(※)’에 한하여 구매 가능한 쇼핑 사이트이며, 이 사이트를 통하여 향후 카드 회원 증대와 신용카드 결제 

확대 등 신용카드사업 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로열티마케팅이 운영하는 공동 포인트 프로그램 ‘Ponta’ 회원 

 

아울러 중장기 경영전략의 하나인 신용보증업무는 지금까지 주식회사 사이쿄은행 및 주식회사 도쿄스타은행의 

대출에 대한 보증업무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나, 2012년 9월에 주식회사 미야자키타이요은행과, 2012년 12월에

는 주식회사 에히메은행 및 주식회사 미나미니혼은행과 새로이 보증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히 금융기관

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그룹이 금융비즈니스를 통해 쌓아온 여신 노하우와 제휴 금융기관

의 인지도를 융합하여 고객의 폭넓은 자금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신용보증업무를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보증업무 제휴처를 늘려 다양한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는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KC카드의 신용카드사업 수익과 주식회사 일본보증(구 주식회사 

로프로, 이하 ‘일본보증’)의 회생회사 주식회사 다케후지(현 회생회사 TFK주식회사, 이하 ‘다케후지’)로부터 승계

한 소비자금융사업의 사업수익, 어도어즈의 어뮤즈먼트 시설 수입 등의 매출이 가산됨에 따라 영업수익은 40,655

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35.7％ 증가), 영업이익은 11,580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72.4％ 증가), 경상이익은 

13,076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43.5％ 증가), 분기순이익은 12,887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분기순이익

은 2분기 연결회계기간에 KC카드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29,444백만 엔을 특별이익으로 계

상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9％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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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회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사업 

(사업자 대상 대출업무) 

사업자 대상 대출업무는 주로 일본보증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업의 중장기 전략으로 상업어음할

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업어음의 대출잔액은 대체로 순조로운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대출금

은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감소한 한편,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잔액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잔액은 상업어음이 2,037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영업

대출금이 2,581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43.2％ 증가), 장기영업채권이 80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58.9％ 증

가)으로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의 합계는 4,699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을 기록하였습

니다.  

(소비자 대상 대출업무) 

소비자 대상 대출업무는 일본보증, 크레디아 및 사이쿄카드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대출잔액은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감소하였으나, 전 사업연도에 일본보증

이 다케후지의 소비자금융사업을 회사분할을 통해 승계하고, 2분기 연결회계기간에 크레디아를 연결자회사

로 편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증가하여 영업대출금은 12,997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27.6％ 증가), 장기

영업채권은 1,723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합계는 14,721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99.5％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 

KC카드가 전신인 국내신판주식회사 시절부터 이어온 인지도와 풍부한 노하우로 신용카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카드 현금서비스의 회수가 진행되면서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보증 및 사이쿄카드주

식회사에서 할부판매에 따른 신용판매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할부대납금 잔액은 51,756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 장기

영업채권은 4,033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50.0％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할부대납금 잔액 합계는 

55,790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32.4％ 감소)입니다.  

(신용보증업무) 

신용보증업무는 주로 일본보증, 크레디아 및 KC카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으로서 신용보증

업무의 확충을 내걸고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 KC카드와 다케후지의 고객기반 등의 유효 활용을 도모함과 동

시에 주식회사 사이쿄은행 및 주식회사 도쿄스타은행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심으로 채무보증 잔액의 증대

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신규 제휴 금융기관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 지방은행 3곳

과 보증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채무보증 잔액은 유담보대출 보증 16,600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55.2％ 증가), 무담보대출 보증 16,634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03.6％ 증가)을 기록하였으며, 채무보증 잔

액 합계는 33,235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05.5％ 증가)이었습니다.  

 (채권매입업무) 

채권매입업무는 당사, 일본보증, 파르티르채권회수주식회사, 합동회사 파르티르, 합동회사 파르티르원 및 

합동회사 파르티르케이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 아래 새로운 채권을 적극 매입하고 있습니다

만, 매입채권의 회수 실적이 이를 웃돌아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매입채권 잔액은 2,482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 금융사업을 통한 영업수익은 26,257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83.9％ 증가), 구분회계이익은 

11,235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60.2％ 증가)이었습니다.  

  

② 부동산사업 

부동산사업은 키노트주식회사의 금융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분양주택 판매 및 중개뿐만 아니

라 주문주택건설사업 및 중고주택의 개축 등 주택 관련 비즈니스의 수익성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어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침체했던 부동산 거래 시황이 서서히 회

복됨에 따라 영업수익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사업의 영업수익은 2,983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88.7％ 증가), 구분회계수익은 156백만 엔

(전년 동기 대비 56.9％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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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뮤즈먼트사업 

어뮤즈먼트사업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브레이크(이하 ‘브레이크’)가 어뮤즈먼트기기용 경품을 판매하고 있

으며, 어도어즈가 어뮤즈먼트시설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뮤즈먼트사업의 영업수익은 9,132백만 엔, 구분회계수익은 145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울

러 해당 연결자회사는 모두 이번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 취득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를 기재하지 않았습

니다.  

 

④ 해외사업 

해외사업 부문에서는 한국에서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가 소비자금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말일 현재 본점소재지인 한국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대전, 대구, 부산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

며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 한국에서 2012년 10월부터 친애저축은행이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여 저축은행업을 시작하였습니다.  

3분기 연결회계기간의 영업대출금은 4,662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 은행업 대출금은 22,517

백만 엔이었습니다.  

이상에 따른 해외사업의 영업수익은 1,243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13.0％ 감소), 구분회계이익은 278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64.5％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연결자회사 중 친애저축은행의 경우 이번 3분

기 연결누계기간에 취득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의 전년 동기 실적과의 

비교치를 기재하였습니다.  

   

⑤ 기타사업 

기타사업 부분에서는 J트러스트시스템주식회사(이하 ‘J트러스트시스템’)이 주로 당사 그룹의 시스템 개발,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도어즈는 설계 및 시공사업 등을, 주식회사 AAD는 인쇄사업을, NL밸류캐피탈주식회사는 투자사

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사업, 그룹경영 관리를 하던 JT인베스트먼트는 2012

년 11월에 해산하였으며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에 따른 기타사업의 영업수익은 2,285백만 엔(전년 동기 대비 251.1％ 증가), 구분회계수익은 206백

만 엔(전년 동기 대비 182.6％ 증가)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결자회사 중 J트러스트시스템을 제외한 3사

는 이번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 취득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는 J트러스트시스템의 전년 동기 실적과의 비

교치를 기재하였습니다.  

   

(2) 연결재정상태에 관한 정성적 정보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총자산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103,985백만 엔 증가한 221,532백만 엔(전기 대비 

88.5％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영업대출금이 7,472백

만 엔, 할부대납금이 13,267백만 엔 감소한 한편, 한국에 친애저축은행 설립과 이에 따른 미래저축은행 일부 자산 

인수, 주식교환을 통한 넥스트재팬홀딩스 취득, 어도어즈 및 JT인베스트먼트의 연결자회사 편입 등으로 현금 및 

예금이 63,267백만 엔, 은행업 대출금이 22,517백만 엔, 미수입금 20,566백만 엔, 유형고정자산이 6,428백만 엔, 

영업권이 4,809백만 엔으로 각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전 연결회계연도 말에 비해 83,312백만 엔 증가한 151,387백만 엔(전기 대비 122.4％ 증가)이었으며, 

이는 친애저축은행의 미래저축은행 일부 부채 인수, 주식교환에 따른 넥스트재팬홀딩스 취득, 어도어즈 및 JT인베

트스먼트의 연결자회사 편입 등으로 은행업 예금이 70,881백만 엔, 지불어음 및 외상매입대금이 2,620백만 엔, 미

지불비용이 4,238백만 엔, 채무보증손실충당금이 3,504백만 엔으로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자산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20,673백만 엔 증가한 70,144백만 엔(전기 대비 41.8％ 증가)을 기록하였습

니다. 이는 366백만 엔의 잉여금을 배당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한편, 분기순이익을 12,887백만 엔 계상

했을 뿐만 아니라 넥스트재팬홀딩스와의 주식교환 등으로 자본잉여금이 1,655백만 엔 증가, 어도어즈의 연결자회

사화 등에 따른 소수주주지분이 6,348백만 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 따른 주당 순자산액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201엔 66전 증가한 999엔 83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자기

자본비율은 친애저축은행이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부채를 인수함에 따라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 연결

회계연도 말 40.9％에서 12.8포인트 감소한 28.1％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12년 6월 1일부로 보통

주식 1주당 2주로 주식을 분할하였으며, 1주당 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순자산액 산정 시 해당 주식분할의 영향

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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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연결실적에 관한 정성적 정보 

3분기 연결누계기간 실적은 KC카드의 할부대납수수료와 일본보증이 회사분할로 승계한 다케후지의 소비자금

융사업의 대출금 이자, 상각채권추심이익 및 기타 금융수익이 양호한 추이를 보인 덕분에 영업수익은 대부분 계획

대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 경상이익, 분기순이익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미 3분기 연결누계기간의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당 회계연도의 예상실적을 초과하였으나, 4분기 연결회

계기간에도 어뮤즈먼트관련사업의 고객 수 및 고객 단가 정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2012년 10월

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친애저축은행의 초기투자비용 등이 수익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2012년 

11월 7일에 공표한 당 회계연도 예상 연결실적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2. 요약정보(주기사항)에 관한 사항 

(1) 당 분기 연결누계기간 중의 주요 자회사 이동 

당사 연결자회사인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2012년 7월 1일부로 당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소멸)의 관련회사

인 어도어즈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당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배력 기

준에 근거하여 1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어도어즈를주식회사를 연결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JT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구 네오라인홀딩스주식회사)의 기발행주식 전체를 취득함에 따라 2분기 연결회계기간

부터 연결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JT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는 2012년 11월 30일부로 해산하였고, 청산절

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당사의 연결자회사인 KC카드주식회사가 설립한 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구 친애

주식회사)를 연결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2) 회계방침의 변경 및 회계상 예상수치의 변경∙수정 재표시 

(회계상 예상수치의 변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회계방침의 변경) 

당사 및 일부 일본 국내 연결자회사는 법인세법 개정에 수반하여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

에 대하여 1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개정 후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변경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3분기 연결누계기간 손익 변화는 경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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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기 연결재무제표 

(1) 분기 연결대차대조표 

(단위：백만 엔) 

        전 연결회계연도 

(2012년 3월 31일) 

3분기 연결회계기간 

(2012년 12월 31일)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0,362 73,630 
    상업어음 2,119 2,037 
    영업대출금 27,713 20,241 
    은행업 대출금 － 22,517 
    할부대납금 65,024 51,756 
    매입채권 2,310 2,482 
    구상권 506 678 
    유가증권 － 178 
    상품 및 제품 632 1,686 
    재공품 682 415 
    미수입금 2,381 22,947 
    기타 2,042 4,593 
    대손충당금 △6,813 △12,270 
    유동자산 합계 106,963 190,895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5,095 11,523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805 5,615 
      기타 315 868 
      무형고정자산 합계 1,120 6,483 
    투자 기타 자산     

      장기영업채권 8,487 5,837 
      기타 3,603 11,902 
      대손충당금 △7,723 △5,110 
      투자 기타 자산 합계 4,366 12,629 
    고정자산 합계 10,582 30,637 
  자산 합계 117,546 221,532 

부채     

  유동부채     

    할인어음 1,776 1,541 
    지불어음 및 외상매입대금 305 2,926 
    단기차입금 3,039 3,890 
    주주, 임원 또는 사원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22,000 － 
    1년 이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 2,537 4,995 
    1년 이내 상환예정 사채 － 17 
    미지불 법인세 등 254 755 
    은행업 예금 － 70,881 
    이자반환손실충당금 10,172 8,290 
    사업정리손실충당금 1,107 70 
    기타 충당금 237 106 
    기타 2,563 8,650 
    유동부채 합계 43,995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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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 엔) 

      전 연결회계연도 

(2012년 3월 31일) 

3분기 연결회계기간 

(2012년 12월 31일)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13,670 31,893 
    이자반환손실충당금 9,711 12,292 
    채무보증손실충당금 290 3,795 
    퇴직급여충당금 9 15 
    기타 398 1,264 
    고정부채 합계 24,079 49,262 
  부채 합계 68,074 151,387 

순자산     

  주주자본     

    자본금 4,530 4,579 
    자본잉여금 2,265 3,920 
    이익잉여금 41,377 53,898 
    자기주식 △72 △194 
    주주자본 합계 48,099 62,203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4 0 
    환율환산조정 감정 △37 131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 합계 △32 132 
  신주예약권 103 159 
  소수주주지분 1,300 7,648 
  순자산 합계 49,471 70,144 

부채 순자산 합계 117,546 2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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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및 분기 연결포괄이익계산서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3분기 연결누계기간) 

(단위：백만 엔) 

    
전년도 3분기 연결누계기간 

(2011년 4월 1일 

~2011년 12월 31일) 

금년도 3분기 연결누계기간 

(2012년 4월 1일 

~2012년 12월 31일) 

영업수익 17,246 40,655 

영업비용 2,819 13,620 

영업총이익 14,427 27,035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0,175 15,454 

영업이익 4,251 11,580 

영업외수익     

  수취이자 0 8 
  수취배당금 23 932 
  수취임대료 117 140 
  환차익 － 360 
  파견료 － 129 
  잡수입 19 86 
  영업외수익 합계 159 1,657 

영업외비용     

  지불이자 15 112 
  감가상각비 24 19 
  환차손 552 － 
  잡손실 11 28 
  영업외비용 합계 604 161 

경상이익 3,807 13,076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익 317 13 
  투자유가증권매각익 1 102 
  부의 영업권 발생익 29,444 294 
  기타 153 87 
  특별이익 합계 29,917 497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 14 19 
  고정자산폐기손 2 10 
  고정자산평가손 2 － 
  감손손실 47 35 
  투자유가증권매각손 2 － 
  투자유가증권평가손 0 0 
  기타 14 23 
  특별손실 합계 84 89 

세금 등 조정 전 분기순이익 33,640 13,484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692 612 

법인세 등 조정액 △130 △119 

법인세 등 합계 562 493 

소수주주 손익조정 전 분기순이익 33,077 12,991 

소수주주이익 86 103 

분기순이익 32,990 1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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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연결포괄이익계산서) 

(3분기 연결누계기간) 

(단위：백만 엔) 

    
전년도 3분기 연결누계기간 

(2011년 4월 1일 

~2011년 12월 31일) 

금년도 3분기 연결누계기간 

(2012년 4월 1일 

~2012년 12월 31일) 

수소주주 손익조정 전 분기순이익 33,077 12,991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1 △2 
  환율환산조정계정 △71 169 
  기타 포괄이익 합계 △73 166 

분기 포괄이익 33,004 13,157 

(내역)     

  모회사 주주와 관련된 분기 포괄이익 32,917 13,052 
  소수주주와 관련된 분기 포괄이익 8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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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기업 전제에 관하여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주주자본금액 변동 

당사는 2012년 4월 30일부로 당사를 완전 모회사,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2012년 7월 1일부로 당사에 흡

수합병되면서 소멸)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주식교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식교환으로 3분기 연결누계기간

의 자본잉여금이 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1,655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66백만 엔의 잉여금 배당을 실시

하였으며, 분기순이익을 12,887백만 엔 계상하는 등에 따라 주주자본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보다 14,103백만 엔 

증가한 62,203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5) 구분회계 정보 등 

(각 사업부문 정보) 

Ⅰ 전년도 3분기 연결누계기간(2011년 4월 1일~2011년 12월 31일) 

1. 사업부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백만 엔) 

  사업부문 기타 
(注)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사업 해외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고객대상 영업수익 14,008  1,555 1,430 16,994 251 17,246 

사업부문간 내부영업수
익 또는 대체금액 265  25 － 290 399 689 

계 14,274  1,580 1,430 17,285 650 17,936 

구분회계 이익 4,317  99 168 4,586 72 4,659 

(注) ‘기타’는 각 구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문이며,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무,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및 운

용지도업무가 이에 속합니다.  

  

2. 사업부문별 자산에 관한 정보 

금융사업 부문에서는 2분기 연결회계기간에 라쿠텐주식회사로부터 KC카드주식회사(구 라쿠텐KC주식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전 연결회계연도 말

일에 비해 이번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금융사업’ 부문의 자산액이 81,200백만 엔 많았습니다.  

 

3. 사업부문별 이익 또는 손실 금액의 합계,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계상액과의 차액 및 해당 차액의 주요 내

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 엔) 

이익 금액 

구분회계 계 4,586 

‘기타’ 구분 이익 72 

사업부문간 거래 소거 △120 

전사 비용(注) △286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영업이익 4,251 

(注)전사 비용은 주로 구분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4. 사업부문별 고정자산 감손손익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중요 부의 영업권 발생익) 

‘금융사업’ 부문에서는 2분기 연결회계기간에 라쿠텐주식회사로부터 KC카드주식회사(구 라쿠텐KC주

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시 이 회사의 자산 및 부채 

시가를 재평가한 결과 부의 영업권 29,444백만 엔이 발생하였으며, 3분기 연결누계기간에 특별이익(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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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분기 연결누계기간(2012년 4월 1일~2012년 12월 31일) 

1. 사업부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백만 엔) 

  사업부문 
기타 
(注)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사
업 

어뮤즈먼
트사업 

해외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고객대상 영업수익  26,098  2,979 9,129 1,243 39,452 1,203 40,655 

사업부문간 내부영업수
익 또는 대체금액 158  3 2 － 164 1,08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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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회계 이익 11,235  156 145 278 11,815 206 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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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인쇄관련업무, 설계시공업무가 이에 속합니다.  

  

2. 사업부문별 자산에 관한 정보 

하기의 ‘5. 사업부문 변경 등에 관한 정보’에 기재한 바와 같이 구분회계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

다. 그 결과 전 연결회계연도 말일에 비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어뮤즈먼트사업’ 부문의 자산액이 

16,872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5일부로 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등으로 인해 전 연결회계연도 말일에 비해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의 ‘해외사업’ 부문의 자산액

이 80,370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3. 사업부문별 이익 또는 손해 금액 합계액과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계상액과의 차액 및 해당 차액의 주요 

내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 엔) 

이익 금액 

구분회계 계 11,815 

‘기타’ 구분 이익 206 

사업부문간 거래 소거 199 

전사 비용(注) △640 

분기 연결손익계산서 영업이익 11,580 

(注)전사 비용은 구분회계에 속하지 않은 일반관리비입니다.  

  

4. 사업부문별 고정자산 감손손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 관련 중요 감손손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영업권 금액의 중요 변동) 

‘해외사업’ 부문에서는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면

서 영업권이 2,821백만 엔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업권 금액은 취득원가의 배분이 완료되지 않

아 잠정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중요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사업부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사업부문 추가) 

1분기 연결회계기간에는 주식회사 넥스트재팬홀딩스(2012년 7월 1일부로 당사에 흡수합병 되어 소멸)

와 주식교환을 실시하여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브레

이크 및 이 회사의 관련회사인 어도어즈주식회사를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하고, 사업부문에 ‘어뮤즈

먼트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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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일부 일본 국내 연결자회사는 법인세 개정에 따라 1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2012년 4월 1일 이

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변경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였습니

다.  

이에 따른 3분기 연결누계기간 구분 손익 변화는 경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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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3분기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 

당사 및 KC카드주식회사(당사 연결자회사)는 2013년 1월 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당사 

연결자회사, 이하 ‘친애저축은행’)이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주최한 공개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본

점: 한국 서울특별시)으로부터 이 회사의 대출채권 일부를 취득함을 결의하고 2013년 1월 31일 이 회사와 자산양

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양수의 목적 

현재 친애저축은행은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우량자산의 매입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하기 위해 실

시하게 되었습니다.  

(2) 양수 상대회사의 명칭 등 

① 상 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② 주 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889-11 

③ 대 표 자  성 명 솔로몬저축은행 관리인 정웅대 

솔로몬저축은행 관리인 곽선근 

④ 자 본 금 114,010백만 원(약 9,143백만 엔, 1원＝약 0.0802엔으로 산출) 

⑤ 사 업 내 용 저축은행업 

(3) 양수채권의 내용 

① 채 권 종 류 소비자신용대출채권 

② 양 수 채 권 금 액 373,030백만 원(약 29,917백만 엔, 1원＝약 0.0802엔으로 산출) 

③ 양 수 가 격 377,137백만 원(약 30,246백만 엔, 1원＝약 0.0802엔으로 산출) 

(4) 양수 시기 

2013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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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충정보 

영업실적 

(1) 대출금 잔액 내역 

구분 

전년도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1년 12월 31일 현재) 

금년도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금액(백만 엔) 구성비율(％) 

국내 

소비자대상대출업무 

무담보대출 8,132 49.2 14,422 31.0 

  (1,589)   (1,606)   

기업결합조정 △1,241 △7.5 △453 △1.0 

유담보대출 489 3.0 752 1.6 

  (79)   (117)   

소계 7,380 44.7 14,721 31.6 

  (1,669)   (1,723)    

사업자대상대출업무 

상업어음할인 2,091 12.7 2,043 4.4 

  (7)   (6)   

무담보대출 757 4.6 857 1.8 

  (40)   (62)   

유담보대출 1,088 6.6 1,798 3.9 

  (3)   (12)   

소계 3,937 23.9 4,699 10.1 

  (50)   (80)   

상업어음할인 합계 2,091 12.7 2,043 4.4 

  (7)   (6)   

영업대출금 합계 9,225 55.9 17,377 37.3 

  (1,712)   (1,798)   

합계 11,317 68.6 19,420 41.7 

  (1,719)   (1,804)   

해외 

소비자대상대출업무 

무담보대출 5,192 31.4 4,651 10.0 

  (－)   (－)   

유담보대출 6 0.0 10 0.0 

  (－)   (－)   

소계 5,199 31.4 4,662 10.0 

  (－)   (－)   

은행업 대출금 

  

－ － 22,517 48.3 

(－)   (－)   

합계 5,199 31.4 27,180 58.3 

  (－)   (－)   

총합계 16,517 100.0 46,600 100.0 

    (1,719)   (1,804)   

(注) 1. ( ) 안은 해당 금액 중 장기영업채권 분입니다. 

2. 해외 ‘은행업 대출금’은 친애저축은행㈜의 대출금입니다. 아울러 2012년 10월 5일 ㈜미래저축은행의 일

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할부대납금 잔액 

구분 

전년도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1년12월 31일 현재) 

금년도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12월 31일 현재) 

금액(백만 엔) 금액(백만 엔) 

할부대납금 잔액 
82,500 55,790 

(8,059) (4,033) 

(注) ( ) 안은 해당 금액 중 장기영업채권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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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보증잔액 내역   

구분 

전년도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1년12월 31일 현재) 

금년도 3분기 연결회계기간 말 
(2012년12월 31일 현재)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 
금액 (백만 엔) 

구성비율 
(％) 

무담보 5,478 33.9 16,634 50.1 

유담보 10,696 66.1 16,600 49.9 

합계 16,174 100.0 33,235 100.0 

  

(4) 영업수익 내역 

(단위：백만 엔)  

구분 

전년도 3분기 금년도 3분기 
전년도 연결회계연도 

연결누계기간 연결누계기간 

(2011년 4월 1일~  (2012년 4월 1일  (2011년4월 1일~  

  2011년 12월 31일)   2012년 12월 31일)   2012년 3월 31일) 

  1. 소비자대상       

   (1) 무담보대출  1. 증서대출 2,609 3,973 3,394 

   (2) 유담보대출  1. 부동산담보대출 73 64 84 

     소비자대상 계 2,683 4,038 3,479 

  2. 사업자대상         

   (1) 상업어음할인 1. 수취할인료  153 144 204 

   (2) 무담보대출  1. 어음대출 31 15 39 

   2. 증서대출 39 46 49 

      소계 71 61 88 

   (3) 유담보대출  1. 부동산담보대출 43 37 62 

   2. 유가증권담보대출 3 4 4 

   3. 골프회원권담보대출 0 0 0 

   4. 진료보수채권담보대출 0 0 0 

   5. 보증금담보대출 2 2 3 

      소계 50 44 71 

     사업자대상 계 275 250 364 

Ⅰ. 대출금 이자 및 수취할인료 2,958 4,288 3,844 

 Ⅱ. 매입채권회수액 2,113 1,695 2,740 

 Ⅲ. 부동산사업 매출 1,555 2,979 2,645 

 Ⅳ. 어뮤즈먼트사업 매출 － 9,129 － 

 Ⅴ. 할부대납수수료 1. 포괄신용구입알선수익 1,291 2,151 2,028 

   2. 대출수익 4,618 5,519 6,926 

   3. 할부대납수수료 232 166 281 

      소계 6,142 7,838 9,236 

 Ⅵ. 기타 1. 수취수수료 252 180 329 

   2. 수취보증료 510 1,208 801 

   3. 예금이자 7 25 8 

   4. 기타 금융수익 2,703 5,951 3,358 

   5. 기타 1,002 7,357 1,544 

      소계 4,476 14,723 6,041 

영업수익 계 17,246 40,655 24,508 

(注) 1. 기타 금융수익은 주로 채권매입업무를 통한 대출채권회수액과 해당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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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Ⅳ. 어뮤즈먼트사업 매출’은 ㈜브레이크의 상품매출, 어뮤즈먼트시설 수입, 어도어즈㈜의 어뮤즈먼트시

설 수입입니다. 아울러 2012년 4월 30일에 ㈜브레이크가 2012년 ６월 26일에 어도어즈 ㈜가 각각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전년도 3분기연결누계기간 및 전 연결회계연도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