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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취급에 관하여

본 자료는 당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당사가 발행하는 유
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본 자료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신중히 작성되었으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이나 정보로 발생한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

【 본 자료 및 당사 IR에 관한 문의 】
J트러스트 주식회사 재무부

TEL （03) 4330－9100
URL:https://www.jt-corp.co.jp/

본 자료에 기재된 의견이나 예측 등의 정보는 본 자료를 작성한 시점의 당사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잠재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
해 실제 실적과 기재된 예상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2019년 12월 결산 1분기
결산보충설명자료

2019년 8월 9일

Ｊ트러스트 주식회사

➢

당사는 2019년 6월 26일에 개최된 정기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3월 결산(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을 12월 결산(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결산은 결산기 변경 경과기간으로 9개월(2019년 4월 1일～2019년 12월 31일)이
결산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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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경영지표 추이

2. 2019년 12월 결산 1분기 연결결산개요

1)연결실적(누계) 전기비교

2)부문별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연결/누계)의 전기비교

3. 2019년 12월 결산 연결실적 예상

또한 2019년 3월 결산 2분기까지 기재했었던 ‘4. 데이터 자료집’은 당사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R정보_IR자료실_결산자료_재무데이터）
https://www.jt-corp.co.jp/ir/library/ir_data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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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경영지표 추이

2017년 3월
결산 IFRS※1※2

2018년 3월
결산 IFRS※3

2019년 3월
결산 IFRS※4

2019년 12월
결산 1Q IFRS

영업수익 66,453 74,321 74,935 18,279
영업비용 38,116 47,451 78,253 12,354
영업총이익 28,336 26,870 -3,318 5,925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6,431 24,128 28,488 7,211
기타수익 1,254 2,239 366 1,788
기타비용 2,552 222 1,159 20
영업이익 606 4,759 -32,600 481
금융수익 282 47 1,612 35
금융비용 1,320 1,895 110 358
지분법에 따른 투자이익 -2 -12 -36 -6
세전이익 -433 2,898 -31,135 152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 -1,270 -731 -36,107 -160

영업수익영업이익률 0.91% 6.40% -43.50% 2.63%
ＲＯＡ(총자산이익률)※5 -0.23% -0.11% -5.45% -0.10%
ＲＯＥ(자기자본이익률)※6 -0.83% -0.50% -29.06% -0.62%

2019년 6월 30일
현재

시가총액(백만 엔) 55,771 

기발행주식수(주) 115,469,910 

주가(엔) 483

（단위：백 만엔）

2019년 12월 결산 1분기(4～6월)
당 그룹사의 주요 사업 현황(일부 제출시점 현황 포함 ）

(ⅰ) 일본지역 사업전개

（ＫｅｙＨｏｌｄｅｒ）
・ 주식 취득（자회사화）

2019년 4월 광고기획개발사업, 탤런트・섭외 사업, 디지털 콘텐츠사업을 영위하는 ㈜allfuz의 주식 취득（간이주식교환）및
영상제작업무를 영위하는 foolenlarge㈜의 주식 취득

・사업재편
2019년 5월 ㈱allfuz와 KeyStudio, foolenlarge㈜와 KeyProduction가 각각 자회사간 흡수합병계약 체결, 또한 2019년
6월에는 foolenlarge㈜가 개인회생중인 이미지필드㈜의 영상제작업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양수를 결의하고
사업양도계약 체결

(일본보증 ）
・2019년 5월 당사 및 일본보증의 업무제휴처인 SAMURAI&J PARTNERS㈜(SAMURAI그룹)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SAMURAI」에서 일본보증의 채무보증을 도입한 상품을 공동 조성 하여당일 완판

(ⅱ) 해외지역 사업전개
（캄보디아・ANZ Royal Bank（Cambodia）Ltd.）
・현재 동 은행과의 협력 하에 신규 IT플랫폼 구축 관련 직원교육 등 당사의 사업운영을 위한 각종 승계, 이관 작업중
고객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２분기 연결회계기간 중에 클로징될 예정

(ⅲ) 기타
・결산기 말일 변경（매년 3월 31일에서 매년 12월 31일로 변경）
당 그룹사는 앞으로도 해외를 중심으로 사업 전개 추진, 영업수익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자회사의 결산기(매년 12월 31일)로
통일하여 글로벌 사업의 보다 나은 운영을 추진하고 나아가 경영정보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시하는 등 한층 더 투명한 경영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정기주총에서 승인 완료.

일본금융사업
13％

동남아시아금융사업
15％

비금융사업
19％

영업수익 구성
2019년 12월 결산 1Q

(누계)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53％

※1 2017년 3월기 수치는 IFRS기준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2 세전이익까지의 수치는 비계속사업(어도어즈)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3 세전이익까지의 수치는 비계속사업(어도어즈,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4 세전이익까지의 수치는 비계속사업(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5 ROA(연간환산)＝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이익÷자산합계(%) ※자산합계(전기말＋당기말）/２
※6 ROE(연간환산)＝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이익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지분(％)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지분(전기말＋당기말）/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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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12월 결산 1분기 연결결산개요
1） 연결실적(누계) 전기비교

2019년 3월 결산
1Q（누계）

2019년 12월 결산
1Q（누계） 전기

증감
증감률
（％)

주요 증감요인

실적 백분율
(％) 실적 백분율

(％)

영업수익 17,388 100.0 18,279 100.0 891 5.1

증

・Ｊ트러스트 올림핀도(JTO) 신규 연결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에서 KeyProduction,
allfuz, Foolenlarge 외 신규 연결에 따른
용역수익(매출） 증가

감

・한국의 저축은행에서 중금리상품 위주의 가계대출
증가로 기중 평균대출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익 감소
・Ｊ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업 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수익 감소

영업비용 10,382 59.7 12,354 67.6 1,971 19.0 증

・한국의 저축은행에서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Ｊ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차압담보자산평가손 계상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에서 KeyProduction、
allfuz, Foolenlarge 외 신규 연결에 따른 용역원가

증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6,359 36.6 7,211 39.5 852 13.4 증
・M&A비용 및 소송관련비용 증가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

기타수익, 비용 161 0.9 1,767 9.7 1,605 994.0

영업이익 808 4.6 481 2.6 -326 -40.4

금융수익, 비용 1,135 6.5 -322 -1.8 -1,457 － 감

・주로 J트러스트 아시아에서 싱가포르달러에 대한
미국달러 급등으로 외환차익 1,132백 만엔을 계상한
전기대비 당기는 일본 엔에 대한 미국 달러
하락으로 외환차손 191백 만엔을 계상함에 따라
감소

지분법에 따른
투자이익,
투자손실

1 0.0 -6 -0.0 -8 －

세전이익 1,944 11.2 152 0.8 -1,792 -92.2

법인소득세비용
외

357 2.1 577 3.2 220 61.6

계속사업의
당기(분기）

이익
1,587 9.1 -425 -2.3 -2,012 －

비계속사업의
당기(분기）

이익
-240 － － － 240 － 증

전기에 매각한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를
비계속사업으로 집계

비지배지분 -145 － -264 － -119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

(분기)이익

1,492 8.6 -160 -0.9 -1,653 －

4

（단위：백 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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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12월 결산 1분기 연결결산 개요

2019년 3월
결산 1Q

（누계）※1

2019년 12월
결산 1Q
（누계）

전기
증감

증감률
（%)

주요 증감요인

일본
금융사업

영업수익 2,370 2,345 -25 -1.1 
・신용보증 잔액 증가로 보증료 수익이 증가한 반면
아파트담보대출 보증은 실행 감소로 용역수익
(수수료)과 매입채권의 미래 현금흐름 수정에 따른
장부가액 수정이익 감소

영업이익 970 1,078 107 11.1 ・매입채권의 미래 현금흐름 수정으로 대손충당금
전입 감소

한국 및
몽골금융사
업

영업수익 10,172 9,777 -395 -3.9 
・저축은행에서 중금리상품 위주의 가계대출
증가로 기중 평균대출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익 감소

영업이익 1,458 2,548 1,089 74.7 ・저축은행에서 채권회수실적률 수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하락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동남아시아
금융사업

영업수익 3,139 2,726 -413 -13.2 ・Ｊ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업 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수익 감소

영업이익 -783 -1,889 -1,106 －

・영업수익 감소
・Ｊ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차압담보자산평가손 계상 및 새로 연결 반영된
JTO의 손실 등으로 감소

종합엔터테
인먼트사업

영업수익 5 1,712 1,707 － ・KeyProduction, allfuz, Foolenlarge 외
신규 연결에 따른 용역수익. 용역원가 계상

영업이익 -13 39 52 －

부동산사업
영업수익 1,199 1,334 135 11.3 ・매출면에서는전기대비 견조세를 유지하였으나

이익면에서는 판매용 부동산 매입 억제 등의 방안
전개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임영업이익 11 -21 -32 －

투자사업

영업수익 322 272 -49 -15.3 

영업이익 186 -510 -696 －
・소송관련 비용 증가에 따른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증가

기타
사업

영업수익 332 237 -94 -28.5 ・키노트의 상업시설건축부문에서 홀, 음식점 공사
등의 수주가 다소 저조하여 영업수익, 영업이익
모두 감소영업이익 -19 -155 -135 －

연결
영업수익 17,388 18,279 891 5.1 

영업이익 808 481 -326 -40.4 

5

（단위：백 만엔）

※1 비계속사업(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 을 제외한 계속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재분류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부문별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연결/누계)의
전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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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결산
1Q

기초실적
예상 실적

달성률
(%) 향후 전략 등

영업수익 64,397 18,279 28.4

일본금융사업 6,981 2,345 33.6
・보증사업과 채권회수사업에 주력
・보증사업의 경우 기존 신용보증잔액에서 안정적인 보증료 수익
계상중. 또한 보증상품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아파트대출보증을
대체할 보증사업의 핵심 상품 만들기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28,959 9,777 33.8

・은행업에서 대출액이 순조롭게 증가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계상중. 향후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지향.
①양질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중금리상품 위주로 철저한 고객
속성 분석으로 타깃을 정하여 안정적인 관계구축
②자산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Fintech를 활용한 심사시스템 도입,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양질의 채권 확보, 부실채권 억제에 주력③
채권회수 시스템 강화

동남아시아금융사
업

12,982 2,726 21.0

・수익성 확보 및 회수 강화
①엄격한 심사로 양질의 채권 확보에 주력
②심사 및 관리부문의 체제, 구조 수정을 통한 조기회수방안 검토
③신규대출은 JTO와의 조인트파이낸스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 분산
가능한 리테일을 한 축으로 삼는다.
④JTII에 이전된 채권회수에 힘써 회수력을 늘리고 매입채권의
미래현금흐름 수정에 따른 장부가액 수정이익 증가를 도모한다.
⑤JTII에서 타은행의 NPL채권 매입사업 추진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

7,813 1,712 21.9
・키홀더 그룹 내 경영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직재편 실시 완료. 
자회사의 수익능력 향상 및 신규 IP콘텐츠 관련 사업 확대, 자사
IP콘텐츠 개발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도모

부동산사업 5,489 1,334 24.3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도쿄에 집중하고 우량 안건에 주력

투자사업 1,041 272 26.2
・수익성 높은 투자 안건 선정
・당사 사업과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사업 확대 지향

기타사업 1,889 237 12.6 ・상업시설건축부문에서 신규업태 개척에 주력

영업이익 61 481 789.5

일본금융사업 2,979 1,078 36.2 ・안정적인 영업수익 확보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3,304 2,548 77.1
・온기 계획 조기 실현 추세
・채권회수실적률 개선으로 충당률이 낮아져 대손충당금전입액 감소, 
앞으로도 자산내용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한층 더 이익 확대 지향

동남아시아금융사
업

-1,772 -1,889 －

①영업수익 증대를 위한 우량채권 확보
②예금금리가 한층 더 하락하는 등 COF(조달금리) 저하,
고금리의 정기예금 축소와 인터넷 뱅킹 시스템 도입으로

조달금리를 낮추어 CASA비율(유동비율)을 높이고 NIM(순이자마진)
의 상승을 도모
③JTII에서 회수 강화와 대손충당금 환입에 따른 비용감소, 이익
확대 도모
④인원 재검토를 비롯한 일반관리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경비
제어
⑤Ｊ트러스트 은행 인도네시아와 JTO와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실적회복을 계획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

379 39 10.3 ・신규 수익 확대 및 기업가치 향상

부동산사업 40 -21 － ・우량안건에 주력, 자사시공비율을 높여 이익률을 한층 더 개선

투자사업 -645 -510 － ・투자이익 최대화에 노력

기타사업 -215 -155 － ・상업시설건축부문에서 신규업태 개척에 주력

（단위：백 만엔）부문별 실적예상

3. 2019년 12월 결산 연결실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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