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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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결산보충설명자료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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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기간은 결산기 변경 경과기간으로 9개월(2019년 4월 1일～2019년 12월
31일)입니다.



Copyright(C)2019 J TRUST Co., Ltd. All Rights Reserved.

1. 주요 경영지표 추이

2. 2019년 12월 결산 2분기 연결결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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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Q IFRS

영업수익 66,453 74,321 74,935 36,307
영업비용 38,116 47,451 78,253 23,328
영업총이익 28,336 26,870 -3,318 12,978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6,431 24,128 28,488 17,064
기타수익 1,254 2,239 366 4,271
기타비용 2,552 222 1,159 67
영업이익 606 4,759 -32,600 118
금융수익 282 47 1,612 45
금융비용 1,320 1,895 110 580
지분법에 따른 투자이익 -2 -12 -36 -6
세전이익 -433 2,898 -31,135 -423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이익

-1,270 -731 -36,107 -1,279

영업수익영업이익률 0.91% 6.40% -43.50% 0.33%
ＲＯＡ(총자산이익률)※5 -0.23% -0.11% -5.45% -0.37%
ＲＯＥ(자기자본이익률)※6 -0.83% -0.50% -29.06% -2.53%

2019년 9월 30일
현재

시가총액(백만 엔) 45,841 

기발행주식수(주) 115,469,910 

주가(엔) 397

（단위:백만엔）

2019년 12월 결산 1분기(7～9월)
당 그룹사의 주요 사업 현황(일부 제출시점 현황 포함 ）

(ⅰ) 일본지역 사업전개

（ＫｅｙＨｏｌｄｅｒ）
・ 주식 취득（자회사화）

2019년 9월, 주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와 스태프의 인재파견업무를 하는 와이젠라지㈜의 주식 전량 취득을 결의
・경영자원의 효율화

2019년 9월, 자회사인 어도어즈㈜ 매각 후 유휴부동산으로 보유 중인 물건을 양도

(일본보증）
・해외부동산담보대출 보증제휴처 확대

2019년 8월, 도쿄스타은행과 해외부동산(미국 하와이주)담보대출 보증제휴 개시

・크라우드펀딩 채무보증
①2019년 9월, 자회사 파르티르채권회수와 함께 소셜렌딩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회사 maneo마켓㈜의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 지원 방침을 결의

②2019년 9월, 비아이지캐피탈㈜ 및 SAMURAI&J PARTNERS㈜와 업무제휴 체결
⇒SAMURAI&J PARTNERS㈜ 그룹이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사이트 「SAMURAI」를 통해 비아이지캐피탈㈜의 자금수요가 있는
지방 우량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일본보증의 채무보증을 적용한 상품 구성을 계획

(ⅱ) 해외지역 사업전개
（Ｊ트러스트 로열 은행 캄보디아）
・주식 취득(자회사화)

2019년 ８월, 당사는 캄보디아 상업은행인 ANZ Royal Bank（Cambodia）Ltd.(현Ｊ트러스트 로열 은행)을 ANZ Funds 
Pty Ltd.로부터 기발행주식 55％ 를 취득하여 연결 자회사화
⇒향후 타깃시장을 리테일 전략 혁신을 통해 시장규모가 크고 잠재성장력이 큰 부문으로 확대.Ｊ트러스트 로열 은행의 풍부한
다국적 고객기반, 당 그룹사의 높은 채권회수노하우, 신상품 개발력 및 일본계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층 더 사업 확대

일본금융사업
13％

동남아시아금융사업
16％

비금융사업
19％

영업수익 구성
2019년 12월 결산 2Q

(누계)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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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결산 2분기 연결결산 개요
1） 연결실적(누계) 전기비교

2019년 3월 결산
2Q（누계）

2019년 12월 결산
2Q（누계） 전기

증감

증감
률
（％)

주요 증감요인

실적 백분율
(％) 실적 백분율

(％)

영업수익 36,575 100.0 36,307 100.0 -268 -0.7

증

・Ｊ트러스트 올림핀도(JTO) 신규 연결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에서제스트, allfuz, 유나이티드
프로덕션 외 업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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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노트의 상업시설건축부문에서 홀, 음식점 공사
등의 수주 감소에 따른 공사계약 수익 감소

영업비용 23,507 64.3 23,328 64.3 -178 -0.8

증

・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차압담보자산평가손
계상
・제스트, allfuz, 유나이티드 프로덕션 외 업무 확대에
따른 용역원가 증가

감
・한국의 저축은행에서 채권회수실적률 개선에 따른
대손충당률 하락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키노트의 상업시설건축부문에서 용역원가 감소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3,135 35.9 17,064 47.0 3,928 29.9 증

・M&A비용 및 소송관련비용 증가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

기타수익, 비용 92 0.3 4,204 11.6 4,111 － 증
・Ｊ트러스트 로열은행의 연결 자회사화에 따른 부의
영업권 계상
・키노트에서 고정자산매각이익 계상

영업이익 25 0.1 118 0.3 93 366.2

금융수익, 비용 1,145 3.1 -535 -1.5 -1,680 － 감

・주로 J트러스트 아시아에서 싱가포르달러에 대한
미국달러 급등으로 외환차익 1,155백만엔을계상한
전기대비 당기는 주로 Ｊ트러스트에서 엔/달러 환율
하락으로 외환차손 327백만엔을 계상함에 따라 감소

지분법에 따른
투자이익,
투자손실

-10 -0.0 -6 -0.0 3 －

세전이익 1,160 3.2 -423 -1.2 -1,583 －

법인소득세비용
외

739 2.0 1,149 3.2 410 55.6

계속사업의
당기(분기）

이익
421 1.2 -1,573 -4.3 -1,994 －

비계속사업의
당기(분기）

이익
-2,787 -7.6 － － 2,787 － 증

전기에 매각한 하이라이츠 엔터테인먼트를
비계속사업으로 집계

비지배지분 -183 -0.5 -293 -0.8 -109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분기)이익

-2,182 -6.0 -1,279 -3.5 903 －

4

（단위: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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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12월 결산 2분기 연결결산 개요

2019년 3월
결산 2Q

（누계）※1

2019년 12월
결산 2Q
（누계）

전기
증감

증감률
（%)

주요 증감요인

일본
금융사업

영업수익 4,905 4,908 3 0.1 ・신용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보증료 수익 증가

영업이익 2,151 2,270 119 5.6 ・매입채권의 미래 현금흐름 수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 감소

한국 및
몽골금융사
업

영업수익 20,248 18,994 -1,253 -6.2 
・저축은행에서 중금리상품 위주의 가계대출
증가로 기중 평균대출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익 감소

영업이익 2,400 4,258 1,858 77.4 ・저축은행에서 채권회수실적률 수정에 따른
대손충당률 하락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동남아시아
금융사업

영업수익 6,261 5,873 -388 -6.2 ・Ｊ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업 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수익 감소

영업이익 -2,418 -1,936 482 －

・영업수익 감소
・Ｊ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차압담보자산평가손 계상 및 새로 연결 반영된
JTO의 영업손실 등으로 감소했으나
・Ｊ트러스트 로열은행의 자회사화에 따른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계상 등으로 손실액 감소

종합엔터테
인먼트사업

영업수익 547 3,279 2,732 499.1 ・제스트,allfuz, 유나이티드 프로덕션 외 업무
확대에 따른 용역수익, 용역원가 계상

영업이익 3 78 74 －

부동산사업
영업수익 2,567 2,312 -254 -9.9 ・不動産事業において、滞留在庫の処分と優良物件の仕

入れに注力したため、売上面ではやや不調で推移したが、
利益面では、経費削감効果や固定資産売却益の計上
等により증加영업이익 41 168 126 307.2 

투자사업

영업수익 655 533 -121 -18.5 

영업이익 -291 -1,093 -802 －
・소송관련 비용 증가에 따른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증가

기타
사업

영업수익 1,726 672 -1,053 -61.0 ・키노트의 상업시설건축부문에서 홀, 음식점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영업수익, 영업이익 모두 감소

영업이익 49 -158 -208 －

연결
영업수익 36,575 36,307 -268 -0.7 

영업이익 25 118 93 366.2 

5

（단위: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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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Q

기초실적
예상 실적

달성률
(%) 향후 전략 등

영업수익 64,397 36,307 56.4

일본금융사업 6,981 4,908 70.3
・보증사업과 채권회수사업에 주력
・보증사업의 경우 기존 신용보증잔액에서 안정적인 보증료 수익
실현. 아파트대출보증을 대체할 부동산담보대출, 크라우드펀딩보증
등 보증상품 다각화 추진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28,959 18,994 65.6

・은행업에서 대출액이 순조롭게 증가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실현
중. 향후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지향.
①양질의 고객 확보를 위해 중금리상품 위주로 철저한 고객 속성을
분석하여 타깃을 정하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
②자산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Fintech를 활용한 심사시스템 도입,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양질의 채권 확보, 부실채권 억제에 주력
③채권회수 시스템 강화

동남아시아금융사
업

12,982 5,873 45.2

・수익성 확보 및 회수 강화
①엄격한 심사로 양질의 채권 확보에 주력
②심사 및 관리부문의 체제, 구조 수정을 통한 조기회수방안 검토. 
법무부의 증권, 법조치 회수 강화
③신규대출은 JTO와의 조인트파이낸스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 분산
가능한 리테일을 한 축으로 삼는다.
④Ｊ트러스트 인베스트먼츠 인도네시아(JTII)에서 회수금액 최대화
⑤Ｊ트러스트 로열은행에서 양질의 고객기반으로 안정적인 은행
수익 실현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

7,813 3,27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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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 42.1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도쿄에 집중하고 우량 안건에 주력

투자사업 1,041 533 51.3
・수익성 높은 투자 안건 선정
・당사 사업과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사업 확대 지향

기타사업 1,889 672 35.6 ・상업시설건축부문에서 신규업태 개척에 주력

영업이익 61 118 194.6

일본금융사업 2,979 2,270 76.2 ・안정적인 영업수익 확보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3,304 4,258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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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6 －

①영업수익 증대를 위한 우량채권 확보
②예금금리의 추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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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은행에서 양질의 고객기반으로 안정적인 은행
수익 실현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

379 78 20.7 ・신규 수익 확대 및 기업가치 향상

부동산사업 40 168 420.2 ・우량안건에 주력, 자사시공비율을 높여 이익률을 한층 더 개선

투자사업 -645 -1,093 － ・투자이익 최대화에 노력

기타사업 -215 -158 － ・상업시설건축부문에서 신규업태 개척에 주력

（단위:백만엔）부문별 실적 예상

3. 2019년 12월 결산 연결실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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