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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12월기 연결실적（2019년 4월 1일～2019년 12월 31일） 

（백만 엔 미만 절사 ） 

(1) 연결경영성과 （％표시는 전기대비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이익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이익 

당기포괄이익총액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2019년 12월기 58,105 ― 287 ― △312 ― △3,725 ― △3,249 ― △4,398 ― 
2019년 3월기 74,935 0.8 △32,600 ― △31,135 ― △36,676 ― △36,107 ― △37,859 ― 

 

 
기본주당 당기이익 희석주당 당기이익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이익률 자산합계세전이익률 영업수익영업이익률 

 엔 센 엔 센 ％ ％ ％ 

2019년 12월기 △30.69 △30.69 △3.2 △0.0 0.5 
2019년 3월기 △349.70 △349.70 △29.1 △4.7 △43.5 

（참고） 지분법에 따른 투자손익 2019년 12월기 △9백만 엔 2019년 3월기 △36백만 엔 

（주）2019년 12월기는 결산기 변경에 따라 2019년 ４월 １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９개월간입니다. 따라서 전기대비증감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연결재무상태 

 
자산합계 자산합계 지배지업 소유주 지분 

지배지업 소유주 
지분율 

주당 지배지업 소유주 지분 

 백만 엔 백만 엔 백만 엔 ％ 엔 센 

2019년 12월기 731,268 118,953 100,006 13.7 944.61 
2019년 3월기 668,377 110,727 104,173 15.6 983.96 

(3) 연결 현금흐름 현황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잔액 

 

2019년 12월기 
2019년 3월기 

백만 엔 백만 엔 백만 엔 백만 엔 

△20,829 
18,831 

15,431 
△15,190 

18 
△525 

81,913 
87,150 

 

2. 배당 현황 

 연간배당금 
배당금총액

（합께） 

배당성향

（연결） 

지배기업소유주

지분배당율（연

결）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기말 합계 

  엔 센 엔 센  엔 센 엔 센 엔 센 백만 엔  ％ ％ 

2019년 12월기 ―  6.00 ―  1.00 7.00 724 ―  0.6 

2019년 3월기 ―  0.00 ―  1.00 1.00 105 ―  0.1 

2020년 12월기(예상) ― 0.00 ― 1.00 1.00  ―  

 

 

3.2020년 12월기 연결실적예상(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표시는 전기대비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지배지업 소유주 당기이익 

기본주당 당기이익 

 

온기 
백만 엔 

86,511 

％ 

― 
백만 엔  

1,681 

％ 

― 
백만 엔 

△1,657 

％ 

― 
엔 센 

△15.65 

（주）2019년 12월기는 결산기 변경에 따라 2019년 ４월 １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９개월입니다. 따라서 전기대비증감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http://www.jt-corp.co.jp/


※ 주석사항 

(1) 기중 중요 자회사의 이동(연결범위 변경을 수반하는 특정 자회사의 이동): 있음 

신규 １사 （사명） J Trust Royal Bank Ltd.（旧 ANZ Royal Bank(Cambodia) Ltd.） 

(2) 회계방침 및 회계추정의 변경 

IFRS에 따른 회계방침의 변경 ：  있음 

② ①이외의 회계방침 변경 ：  없음 

③ 회계추정의 변경 ：  없음 

(주)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Ｐ．12“３． 연결재무제표 및 주요 주석 (５)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사항(회계방침 변경)”을 참고 바랍니다. 

(3)  기발행주식수 (보통주) 

① 기말 기발행주식수(자기주식 포함) 

② 기말자기주식수 

③ 기중평균주식수 

 

 

 
※ 결산단신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 대상외입니다. 

 

※ 실적예상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 기타 특이사항 

1. 본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실적 전망 등 예상 관련 기술은 당사가 현재 입수한 정보 및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일정 전제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가 당해 

수치의 달성을 약속하는 취지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실적 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예상의 전제가 되는 가정 

등에 관해서는 첨부 자료 Ｐ．５ “１．경영성적 등의 개황 (４)향후 전망”을 참고 바랍니다. 

 

２． 결산보충설명자료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jt-corp.co.jp/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２월 14일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결산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설명회의 자료는 금일, 동영상은 개최 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기 115,469,910 주 2019년 3월기 115,469,910 주 
2019년 12월기 9,598,666 주 2019년 3월기 9,598,538 주 
2019년 12월기 105,871,312 주 2019년 3월기 103,254,798 주 

 

http://www.jt-corp.co.jp/
http://www.jt-corp.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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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경영성적 등의 개황 

당사는 2019년 12월기부터 결산기를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연결회계연도는 

결산기간이 9개월이므로 전년동기대비부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１）당기 경영성적 개황 

당 연결회계연도의 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화되는 미중무역 

분쟁과 성장세가 주춤한 중국경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중동 및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정세 등 여전히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 경제는 견조한 기업실적과 설비투자, 고용과 소득환경의 개선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미중무역분쟁의 진전과 2019년 10월에 실시된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 그룹사는 향후 세계경제와 일본경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특히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그 네트워크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등 경영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연결회계연도에도 은행업 중심의 지속적인 이익 확대를 위해 일본 국내외에서 가치를 

향상시키고 사업기반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ａ． 일본 사업 전개 관련 

전 연결회계연도에 당사 및 주식회사 일본보증(이하, ‘일본보증’이라 한다）, 주식회사 ＫｅｙＨｏｌｄｅｒ 

(이하, ‘키홀더’ 및 산하의 자회사를 총칭하여 ‘키홀더그룹’이라 한다)는 각각 SAMURAI&JPARTNERS 

주식회사(이하 산하의 자회사를 총칭하여 ‘SAMURAI그룹’이라 한다）와 업무를 제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9년 10월 및 11월에 SAMURAI그룹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SAMURAI’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일본보증에서도 2019년５월부터 채무보증을 포함시킨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신용보증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또한 일본보증은 2019년 10월에 자회사 파르티르 채권회수 주식회사와 함께 

maneo마켓 주식회사의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제휴, 2019년 12월에는 주식회사 카가와은행과의 

해외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취급을 개시했습니다. 

키홀더는 적극적인 Ｍ＆Ａ 실시로 순발력 있는 사업재편과 키홀더그룹 전체 경영자원의 최적 배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４월에 주로 광고기획개발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allfuz(이하, ‘올파스’라 한다) 및 

영상제작업무를 영위하는 프린라지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 ＵＮＩＴＥＤ ＰＲＯＤＵ ＣＴＩＯＮＳ, 이하 

‘유나이티드 프로덕션스’라 한다’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에 올파스는 주식회사 ＫｅｙＳｔｕｄｉｏ 와, 

유나이티드 프로덕션스는 주식회사 ＫｅｙＰｒｏｄ ｕｃｔｉｏｎ과 각각 자회사 간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７월에는 유나이티드 프로덕션스가 사업재건을 위해 스폰서로 지원해왔던 이미지필드 주식회사의 

영상제작업무를 양수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키홀더가 주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와 스태프 

인재파견회사인 와이젠라지 주식회사의 주식 전량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주식회사 카도가와 

하루키 사무소와의 합작으로 이벤트 기획, 운영과 더불어 패션잡지 ‘Ｐｏｐｔｅｅｎ’을 중심으로 한 전속모델 

등의 잡지모델 이후의 활약을 염두에 둔 매니지먼트 등을 위해 주식회사 홀월드미디어를 설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ｂ． 해외 사업 전개 관련 

당 그룹사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주로 동남아시아 사업의 집중적인 확대를 목표로 은행업 및 파이낸스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M&A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당 그룹사가 일본, 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키워 온, 

특히 리테일 분야의 금융사업 노하우를 해당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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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８월 당사는 캄보디아의 상업은행 ANZ Royal Bank（Cambodia）Ltd.（현 JTrust Royal Bank Ltd.이하 

‘Ｊ트러스트 로열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ANZ Funds Pty Ltd.로부터 기발행주식 55％를 취득하여 연결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향후 기존 사업을 한층 더 성장시키면서 리테일 전략을 혁신하여 타깃시장을 시장규모와 

잠재성장력이 큰 무분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Ｊ트러스트 로열은행의 풍부한 다국적 고객기반과 당 

그룹사의 높은 채권회수노하우, 신상품개발능력, 그리고 일본계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층 더 사업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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ｃ． 기타 

당 그룹사의 영업수익의 절반 이상이 해외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결산기를 대부분의 해외자회사의 결산기인 매년 12월 31일로 통일하는 것이 보다 글로벌한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경영정보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시함에 따라 한층 더 경영의 투명화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 ６월 26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의 승인을 통해 당사의 

결산기 말일을 매년 12월 31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연결회계연도의 영업수익은 58,105백만 엔, 영업이익은 287백만 엔, 지배회사 소유주 당기손실은 

이연세금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이입함에 따라 법인소득세비용으로 830백만 엔을 추가 계상하는 등 

3,249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 경영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본문 상에 기재된 영업채권 잔액은 대손충당금 공제 전 잔액입니다. 

（ 일본금융사업 ） 

신용보증업무는 일본보증, 일본 내 채권회수업무는 주로 일본보증과 파르티르 채권회수 주식회사가, 

신용카드/신용판매 업무는 Ｊ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가, 그리고 기타 금융업무는 일본보증이 하고 있습니다. 

채무보증잔액의 경우, 무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은 15,808 백만 엔, 유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은 

임대주택대출보증과 부동산담보대출보증이 증가하여 195,015백만 엔이며, 채무보증잔액 합계는 210,824백만 

엔입니다. 또한 매입채권잔액은 15,402백만 엔, 할부대납금 잔액은 2,793백만 엔, 상업어음은 1,451백만 엔, 

영업대출금은 2,869백만 엔입니다. 

채무보증잔액 증가에 따라 보증료수익도 순조롭게 증가하여 영업수익은 7,676백만 엔, 부문이익은 3,085백만 

엔입니다. 

 

（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한국에서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및 JT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저축은행업무를, JT캐피탈 주식회사가 할부업무 

및 리스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Ｔ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ＮＰＬ채권(Non-Performing 

Loan：부실채권)의 매입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에서 J Trust Credit NBFI가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행업 대출금은 규제 강화에 따른 잔액 증가세가 주춤한 데다 채권회수 및 채권매각 등으로 감소한 반면, 

신규대출이 일정 조건 하에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금리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284,329백만 엔으로 

잔액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입채권잔액은 ＮＰＬ채권매각 등으로 감소하여 109백만 엔, 영업대출금도 

채권회수 및 채권매각 등으로 감소하여 57,445백만 엔이 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중금리대출 증가에 따른 기중평균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은 감소한 반면, 채권매각이익은 증가 

하여 29,585백만 엔, 부문이익은 채권회수 실적률 개선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하여 7,500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인도네시아에서 PT Bank JTrust Indonesia Tbk.(이하 ‘Ｊ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라 한다)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PT JTRUST INVESTMENTS INDONESIA(이하 ‘ＪＴＯ’라 한다)가 자동차, 농기구 등의 

파이낸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2019년 ８월 19일부터 Ｊ트러스트 로열은행이 

은행업무를 시작했습니다. 

Ｊ트러스트 로열은행의 연결자회사화로 증가한 반면, Ｊ트러스트 은행 인도네시아의 ＮＰＬ채권이 Ｊ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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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Ｉ로 이전됨에 따라 은행업 대출금은 100,167백만 엔, 매입채권잔액은 29,663백만 엔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업대출금은 신규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3,782백만 엔이 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Ｊ트러스트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업 대출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9,673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부문손실은 Ｊ트러스트 로열은행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을 

계상하여 4,647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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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올파스가 광고기획개발업무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업무를, 유나이티드 

프로덕션스가 영상제작업무를, 주식회사 FA Project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기획/ 개발/제작업무를, 주식회사 

제스트（2019년 7월 1일 구상호변경, 구상호：주식회사 ＳＫＥ）가 예능 프로덕션 운영업무를 각각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4,849백만 엔, 부문손실은 159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 부동산사업） 

부동산사업은 주로 키노트 주식회사(이하, ‘키노트’라 한다.)가, 부동산 자산 업무는 키홀더가 영위하고 있습니다. 

키노트에서 보유부동산 매각 등으로 영업수익은 4,729백만 엔, 부문이익은 829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 투자사업） 

투자사업은 주로 JTRUST ASIA PTE.LTD.가 투자사업 및 투자처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815백만 엔,  부문소실은 소송관련비용의 증가 등으로 1,768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 기타사업） 

기타사업은 주로 Ｊ트러스트시스템 주식회사가 당 그룹사의 시스템 개발, 컴퓨터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노트가 상업시설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키노트의 공사계약 수익 감소 등에 따라 영업수익은 1,187백만 엔, 부문손실은 472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２）당기 재무상태 개황 

당 연결회계연도 말 자산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62,891백만 엔 증가한 731,268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로 Ｊ트러스트 로열은행의 연결자회사화로 인해 은행업 대출금이 43,939백만 엔, 기타 금융자산이 

7,458백만 엔 각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54,665백만 엔 증가한 612,315백만 엔입니다. 이는 주로 Ｊ트러스트 로열은행의 

연결자회사화로 인해 은행업 예금이 46,391백만 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8,226백만 엔 증가한 118,953백만 엔입니다. 이는 주로 지배회사 소유주 

당기손실을 3,249백만 엔 계상하는 등 이익잉여금은 3,354백만 엔 감소한 반면, Ｊ트러스트 로열은행의 

연결자회사화로 인해 비지배지분은 12,392백만 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３）당기 현금흐름 개황 

당 연결회계연도 말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전 연결회계연도 말 대비 

5,236백만 엔 감소한 81,913백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당 연결회계연도의 각 현금흐름 현황과 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당 연결회계연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의 감소는 20,829백만 엔입니다. 이는 주로 은행업 예금감소액 

13,724백만 엔, 은행업 대출금 증가액 17,559백만 엔으로 자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당 연결회계연도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의 증가는 15,431백만 엔입니다. 이는 주로 유가증권 취득에 따른 

지출 74,266백만 엔이 매각 및 상환에 따른 수입 68,860백만 엔을 상회하여 자금이 감소한 반면, 자회사주식 

취득에 따른 수입 24,370백만 엔이 취득에 따른 지출 752백만 엔을 상회하여 자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당 연결회계연도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자금의 증가는 18백만 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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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향후 전망 

당 그룹사는 경영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네트워크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차기에도 계속해서 은행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이익 확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본금융사업에서는 신용보증업무 및 채권회수업무를 중심으로 수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용보증업무에서는 기존 채무보증잔액의 안정적인 보증료 수입을 기반으로 해외부동산담보대출 등의 

부동산담보대출과 역모기지형 상품에 대한 보증사업,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보증사업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채권회수업무에서도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회수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대를 꾀하겠습니다.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에서는 종합금융서비스 전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정비되어있어, 한국 경기 침체에도 

영업자산이 꾸준하게 늘고 있으며 수익 면에서도 5기 연속 온기 흑자를 달성하는 등 착실하게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금융규제 강화 속에서 한국 ４개사(한국금융그룹)는 규제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예상되는 은행업의 이익공헌을 중심으로 이익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금기에 이어 

차기에도 완만한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지향하며 균형 잡힌 Risk-Return을 

목표로 일정한 자산규모를 유지하여 자산내용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Fintech를 활용한 

심사시스템의 도입, 및 마케팅활동과 브랜드 전략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자산의 확대 및 

양질화에 따른 수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금융사업에서는 2020년 1월 8일부터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에서 Ｊ트러스트 은행 인도네시아의 

주식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은행의 재건을 어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사회의 신용도가 현격히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은행에서는 ＮＰＬ채권(부실채권)의 처리로 은행업 대출금잔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증가세로 전환시켜 ＪＴＯ와의 조인트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대출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고금리 

정기예금의 축소와 모바일뱅킹을 통한 저비용 예금의 증가가 예상되며 대출증가와 ＣＯＦ(조달금리)의 하락으로 

ＮＩＭ(순이자마진)은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외환거래 등의 수입 강화를 꾀하는 등 수익체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ＪＴＩＩ에서는 Ｊ트러스트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이전된 ＮＰＬ채권에 대한 회수인원 

및 법조치 회수인원(변호사자격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증원, 감정평가사 채용 등을 통해 회수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적을 회복시켜 채무초과상태를 해소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ＪＴＯ에서도 영업대출잔액 증가를 위해 Ｊ트러스트 은행 인도네시아의 담보대출을 바탕으로 중고차와 농기구 

이외의 신상품과 영업거점, 딜러 네트워크 확대 등 독자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은행, 

채권회수회사, 금융회사의 삼위일체로 사업부문이 구성되어 있고 폭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펼치고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기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당 그룹사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리테일 파이낸스를 제패하겠다는 목표 아래 당 

연결회계연도에 캄보디아의 Ｊ트러스트 로열은행 주식을 취득하여 연결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은행업 

및 예치금(예금)을 확보할 수 있는 파이낸스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Ｍ＆Ａ를 실시하여 컴플라이언스와 

지배구조 제일주의 경영을 주축으로, 고부가가치의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기업체를 지향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0년 12월기(2020년 １월 １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연결 실적과 관련하여 일본, 한국 및 

몽골 금융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나 동남아시아 금융사업의 실적이 회복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소송비용 등 일시적인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업이익은 86,511백만 엔, 영업이익은 1,681백만 엔, 

지배회사 소유주 당기손실은 1,657백만 엔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상기의 전제가 되는 환율은 108.13엔／USD（US달러）, 82.27엔／SGD（싱가포르 달러）,0.093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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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원화）, 0.0083엔／IDR（인도네시아 루피아）, 0.0423엔／MNT（몽골 투그릭）입니다. 

 

２．회계기준 적용 시의 기본 개념 

당 그룹사는 그룹 내 회계처리를 통일하여 신속한 경영 및 재무정보의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편의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8년 3월기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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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연결재무제표 및 주요 주석 

（１）연결재무상태표 

   （단위:백만 엔） 

 
직전 연결회계연도 

(2019년 3월 31일) 
 

당 연결회계연도 

(2019년 12월 31일) 

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87,150  81,913 

영업채권 및 기타채권 106,735  113,942 

은행업 유가증권 46,599  52,805 

은행업 대출금 326,234  370,174 

영업투자유가증권 2,855  1,895 

유가증권 1,179  721 

기타 금융자산 33,416  40,864 

지분법 회계처리 투자 126  128 

재고자산 6,742  7,285 

매각목적 보유자산 2,310  1,102 

유형고정자산 5,119  9,871 

투자부동산 916  2,309 

영업권 33,508  36,232 

무형자산 3,790  7,286 

이연세금자산 2,373  939 

기타자산 9,317  4,053 

자산합계 668,377  731,528 

    

부채    

영업부채 및 기타 부채 14,613  16,137 

은행업 예금 437,010  483,402 

회사채 및 차입금 86,002  85,105 

기타 금융부채 13,383  19,907 

미지급법인소득세 등 1,215  962 

충당금 1,114  1,214 

이연세금부채 1,076  1,772 

기타부채 3,233  3,864 

부채합계 557,650  612,367 

    

자본    

자본금 54,760  54,760 

자본잉여금 53,844  54,082 

자기주식 △7,685  △7,685 

이익잉여금 6,424  3,184 

기타자본 구성요소 △3,170  △4,219 

지배기업소유주귀속지분합계 104,173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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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배지분 6,554  19,039 

자본합계 110,727  119,160 

부채 및 자본합계 668,377  73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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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연결손익계산서 및 연결포괄이익계산서 

（ 연결손익계산서） 

   （단위:백만 엔） 

 

 직전 연결누계기간 

（2018년 ４월 １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당 연결회계연도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    

영업수익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금리수익 53,676  36,047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인식 중지로 

발생한 이득 
1,016  2,700 

신용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이득 2,719  1,578 

기타 17,523  17,779 

영업수익 합계 74,935  58,105 

영업비용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인식 중지로 

발생한 이득 
508  － 

대출금 등 손상손실 45,941  11,233 

기타 31,804  24,472 

영업비용 합계 78,253  35,706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8,488  27,370 

기타 수익 366  5,738 

기타 비용 1,159  365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32,600  401 

금융수익 1,612  121 

금융비용 110  712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실（△） △36  △9 

세전손실（△） △31,135  △198 

법인소득세비용 2,753  3,413 

계속사업의 당기손실（△） △33,888  △3,611 

비계속사업    

비계속사업의 당기손실（△） △2,787  － 

당기손실（△） △36,676  △3,611 

    

당기손실（△）귀속    

지배회사 소유주 △36,107  △3,135 

비지배지분 △568  △476 

당기손실（△） △36,676  △3,611 

    

주당 당기손실（△）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기본주당 당기손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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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 △322.70  △29.61 

비계속사업 △27.00  － 

합계 △349.70  △29.61 

    

희석주당 당기손실（△）（엔）    

계속사업 △322.70  △29.61 

비계속사업 △27.00  － 

합계 △349.70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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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포괄이익계산서） 

   （단위:백만 엔） 

 

 직전 연결누계기간 

（2018년 ４월 １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당 연결회계연도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당기손실（△） △36,676  △3,611 

    

기타포괄이익    

순손익으로 대체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부제도 재측정 △69  166 

기타 포괄이익을 통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금융상품의 순변동 
△85  △791 

순손익으로 대체되지 않는 항목 합계 △154  △624 

    

순손익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액 △615  △830 

기타 포괄이익을 통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금융상품의 순변동 
△437  757 

기타 포괄이익을 통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금융자산에 관한 손실평가충당금 
25  24 

지분법적용회사 기타포괄이익에 대한 지분 －  1 

순손실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의 합계  △1,028  △48 

세후 기타 포괄이익 △1,183  △672 

당기포괄이익 △37,859  △4,284 

    

당기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 △37,302  △4,185 

비지배지분 △557  △99 

당기포괄이익 △37,859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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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연결지분변동계산서 

       （단위:백만 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합계 

비지배지분 자본합계 

2018년４월１일 시점 잔액 53,638 52,713 △7,685 47,555 △1,854 144,366 6,409 150,776 

회계방침 변경에 따른 누적 

영향액 
－ － － △3,784 △123 △3,908 △42 △3,950 

회계방침 변경을 반영한  

2018년 ４월 １일 시점 잔액 
53,638 52,713 △7,685 43,770 △1,978 140,458 6,367 146,825 

당기손실（△） － － － △36,107 － △36,107 △568 △36,676 

기타 포괄이익 － － － － △1,194 △1,194 11 △1,183 

당기포괄이익 합계 － － － △36,107 △1,194 △37,302 △557 △37,859 

신주 발행 1,121 1,118 － － － 2,240 － 2,240 

잉여금 배당 － － － △1,236 － △1,236 － △1,236 

자기주식 취득 － － △0 － － △0 － △0 

기타 자본구성요소에서 

이익잉여금으로의 타계정대체 
－ － － △5 5 － － － 

기타 － 20 － 3 － 23 － 23 

소유주 각출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합계 
1,121 1,139 △0 △1,238 5 1,027 － 1,027 

지배계속회사에 대한 지분변동 － △8 － － △0 △8 20 11 

비지배분에 대한 배당 － － － － － － △79 △79 

연결범위 변동 － － － － △2 △2 803 801 

기타 － － － － 0 0 △0 － 

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액 

합계 
－ △8 － － △2 △10 744 733 

소유주와의 거래액 합계 1,121 1,130 △0 △1,238 2 1,016 744 1,761 

2019년 3월 31일 시점 잔액 54,760 53,844 △7,685 6,424 △3,170 104,173 6,554 110,727 

회계방침 변경에 따른 누적 

영향액 
－ － － △51 － △51 △81 △132 

회계방침 변경을 반영한 

2019년４월１일 시점 잔액  
54,760 53,844 △7,685 6,373 △3,170 104,121 6,473 110,595 

당기손실（△） － － － △3,135 － △3,135 △476 △3,611 

기타 포괄이익 － － － － △1,050 △1,050 377 △672 

당기 포괄이익 합계 － － － △3,135 △1,050 △4,185 △99 △4,284 

잉여금 배당 － － － △105 － △105 － △105 

자기주식 취득 － － △0 － － △0 － △0 

기타 자본구성요소에서 

이익잉여금으로의 타계정대체 
－ － － 0 △0 － － － 

기타 － 17 － 50 － 67 － 67 

소유주 각출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합계 
－ 17 △0 △54 △0 △38 － △38 

지배계속자회사에 대한 지분변동 － 220 － － 1 222 1,532 1,754 

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 － － － － － － △561 △561 

연결범위 변동 － － － － － － 11,534 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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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 － － 160 160 

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액 

합계 
－ 220 － － 1 222 12,665 12,888 

소유주와의 거래액 합계 － 237 △0 △54 0 184 12,665 12,850 

2019년 12월 31일 시점 잔액 54,760 54,082 △7,685 3,184 △4,219 100,121 19,039 11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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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연결현금흐름계산서 

   （단위:백만 엔） 

 

 직전 연결누계기간 

（2018년 ４월 １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당 연결회계연도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세전손실（△） △31,135  △198 

비계속사업 세전손실 （△） △2,786  －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1,535  2,722 

손상차손 368  3 

기타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18,731  △55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 △57,362  △39,807 

지급이자 19,332  13,767 

부의 영업권 발생이익 －  △3,469 

기타 손익（△는 이익） △4,310  29 

영업채권 및 기타채권의 증감액 

（△는 증가） 
497  840 

은행업 예금의 증감액(△는 감소) 39,554  △13,724 

은행업 대출금의 증감액(△은 증가) △5,395  △17,559 

영업부채 및 기타부채의 증감액 

（△는 감소） 
4,853  605 

이자 및 배당금 수취액 59,293  41,206 

이자 지급액 △18,818  △15,049 

법인소득세 등 지급액 △2,332  △2,574 

법인소득세 등 환급액 880  633 

기타 △4,073  11,799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831  △20,82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지분법 회계처리 투자의 취득 지출 △549  － 

지분법 회계처리 투자의 매각 수입 200  － 

정기예금 증감액(△는 증가) 198  △13 

유형고정자산 및 투자부동산  

취득으로 발생한 지출 
△1,941  △1,636 

유형고정자산 및 투자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 
48  737 

무형자산 취득 지출 △1,983  △2,312 

은행업 유가증권 취득 지출 △105,252  △74,266 

은행업 유가증권 매각 수입 95,565  67,529 

은행업 유가증권 상환 수입 5,869  1,331 

자회사주식 취득 수입 －  24,370 

자회사주식 취득 지출 △2,838  △752 

주식교환 시 자회사주식 취득 수입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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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주식 매도 지출 △149  － 

사업양수 지출 △3,399  △73 

기타 △957  4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190  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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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백만 엔） 

 

 직전 연결누계기간 

（2018년 ４월 １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당 연결회계연도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어음할인 순증감액(△는 감소) 310  20 

단기차입금 순증감액(△는 감소) △4,929  △770 

단기사채 순증감액(△는 감소) △5,487  △4,251 

장기차입금 상환 지출 △26,946  △20,349 

장기차입 수입 31,964  23,344 

회사채 상환 지출 △5,956  △6,371 

회사채 발행 수입 9,540  10,050 

리스부채 상환 지출 △48  △1,002 

자기주식 취득 지출 △0  △0 

스톡옵션 행사 수입 2,232  － 

배당금 지급액 △1,236  △105 

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79  △561 

비지배지분에 대한 자회사지분 일부 매각 수입 11  － 

기타 100  1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25  18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감액(△는 감소) 3,116  △5,379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초잔액 84,723  87,150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영향 △689  142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잔액 87,150  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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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사항 

（ 계속기업의 가정에 관한 주석 ） 

해당사항 없음 

 

（ 회계방침의 변경 ） 

당 그룹사는 당 연결회계연도부터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 이하 ‘IFRS’라 한다 ） 
신설 및 개정의 개요 

IFRS 16 리스 리스에 관한 회계처리 개정 

당 그룹사는 IFRS16 ‘리스’(2016년 1월 공표, 이하 ‘IFRS16’이라 한다)를 당 

연결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 그룹사는 경과조치에 따라 IFRS16을 소급 적용하고 최초적용시점부터의 누적영향을 당  

연결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기초잔액의 수정으로 인식했습니다. 해당기준을 적용한 결과 종전 

회계기준 적용대비 당 연결회계연도 기초에 이익잉여금이 51백만 엔 감소했습니다. 

IFRS16으로 이행할 때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IFRS16 C3항의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고 IAS17 ‘리스’(이하 ‘IAS17’라 한다) 및 IFRIC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근거하여 판단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당 그룹사는 기타 기존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간편법, 단기리스 및 원자산이 소액인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기준이 인정되는 실무적 간편법을 채택했습니다. 

당 그룹사는 과거 IAS17을 적용하여 운영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해 IFRS16 적용개시일에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했습니다. 당해 리스부채에 대해 잔존리스료를 적용개시일 현재 

차주의 추가차입금리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했습니다. 적용개시일 현재 인식한 리스부채에 

적용한 차주의 추가차입금리의 가중평균은 4.0％입니다. 

전 연결회계연도 말 현재 IAS17을 적용하여 공시한 운영리스계약과 적용개시일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한 리스부채 조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백만 엔） 

 금액 

전 연결회계연도 말 현재 공시한 운영리스계약 2,575 

적용개시일 현재 추가차입금리로 할인한 금액 1,538 

전 연결회계연도 말 현재 인식한 금융리스부채 119 

해약 가능 운영리스계약의 현재가치할인 인식 면제규정 3,110 

  

단기리스 △194 

소액리스 △125 

적용개시일 현재 리스부채 4,448 

IFRS16의 적용으로 2019년４월１일  시점에 사용권자산 5,431백만 엔과 리스부채 4,448백만 엔을 

계상했습니다. 

과거 IAS17을 적용하여 금융리스로 분류한 차주로서의 리스는 적용개시일의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가액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대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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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결회계연도말에 IAS17을 적용한 해약 불능 운영리스계약과 적용개시일의 연결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리스부채와의 차액은 주로 해약 가능 운영 리스계약으로 인한 것입니다. 

당 연결회계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는 사용권자산은 ‘유형고정자산’ ,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에 

포함하고, 리스부채는 ‘기타 금융부채’에 포함하여 표시했습니다. 

또한 직전 연결회계연도에 연결 현금흐름표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리스채무의 상환지출’은 당 연결회계연도부터 ‘리스부채 상환 지출’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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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정보 ） 

１．부문보고의 개요 

당 그룹사의 보고 부문은 당 그룹사의 구성 단위 중 분리된 재무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당사의 이사회가 

경영자원의 배분 결정 및 실적 평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이 해당됩니다.  

당 그룹사는 사업별 부문보고이며 ‘일본금융사업’,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부동산사업’, ‘투자사업’의 6개 부문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 그룹사는 경제적 특징과 서비스,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집약했습니다. 

‘일본금융사업’은 신용보증업무, 채권회수업무, 신용카드/신용판매업무, 기타 금융업무입니다.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은 저축은행업무, 채권회수업무, 캐피탈업무, 금융업무입니다.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은 

은행업무, 채권회수업무, 멀티파이낸스업무입니다.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업무, 

광고기획개발업무, 영상제작업무, 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업무, 예능프로덕션 

운영업무입니다. ‘부동산사업’은 주로 단독주택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무, 

부동산자산업무입니다. ‘투자사업’은 일본 국내외에 대한 투자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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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부문별 수익 및 실적 

당 그룹사의 부문보고에 따른 수익 및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부문간 내부영업이익 또는 대체금액은 시장의 실세가격 또는 제3자 거래가격에 근거하였습니다. 

 

전 연결회계년도（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단위:백만 엔） 

 부문보고 

기타 
（주）１ 

조정액 
（주）２ 

연결 
 

일본 

금융사업 

한국 및 

몽골 

금융사업 

동남아시

아 

금융사업 

종합엔터

테인먼트

사업 

부동산사

업 투자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고객에 대한 영업수익 10,554 39,515 13,025 1,520 6,440 1,036 72,092 2,843 － 74,935 

부문간 내부영업 수익  

또는 대체금액 
147 147 0 － 0 177 472 384 △857 － 

계 10,701 39,662 13,025 1,520 6,441 1,214 72,565 3,227 △857 74,935 

부문이익 또는  

부문손실 (△) 
4,251 4,880 △17,712 △15 91 △20,568 △29,073 39 △235 △29,269 

전사비용 등(주)3          △3,331 

영업손실（△）          △32,600 

금융수익          1,612 

금융비용          △110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실（△） 

         △36 

세전손실（△）          △31,135 

 

         （단위:백만 엔） 

 부문보고 

기타 
（주）１ 

조정액 
（주）２ 

연결 
 

일본 

금융사업 

한국 및 

몽골 

금융사업 

동남아시

아 

금융사업 

종합엔터

테인먼트

사업 

부동산사

업 투자사업 계 

기타항목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86 969 311 49 21 5 1,443 3 19 1,466 

 
（단위:백만 엔） 

 

부문보고 

기타 
（주）１ 

조정액 
（주）２ 

연결 일본 

금융사업 

한국 및 

몽골 

금융사업 

동남아시

아 

금융사업 

종합엔터

테인먼트

사업 

부동산사

업 투자사업 계 

부문자산 48,500 421,826 165,497 4,389 9,303 9,401 658,918 1,835 7,623 668,377 

부문부채 40,395 373,307 145,929 4,133 6,402 246 570,414 1,891 △14,656 557,650 

기타항목           

비유동자산 추가액 

（주）４ 
129 872 4,501 2,717 8 18 8,247 1,224 312 9,784 

지분법 회계처리 투자 － － 126 － － － 126 － － 126 

（주）1． ‘기타’ 구분은 부문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부문이며 주로 상업시설건축사업, 

시스템사업입니다. 

２． ‘조정액’은 주로 부문간 거래소거, 부문보고에 귀속되지 않는 전사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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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전사비용 등’은 주로 부문보고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４．‘비유동자산 추가액’은 유형고정자산, 투자부동산,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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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결회계년도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단위:백만 엔） 

 부문보고 

기타 
（주）１ 

조정액 
（주）２ 

연결 
 

일본 

금융사업 

한국 및 

몽골 

금융사업 

동남아시

아 

금융사업 

종합엔터

테인먼트

사업 

부동산사

업 투자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고객에 대한 영업수익 7,673 29,563 9,673 4,847 4,718 734 57,210 895 － 58,105 

부문간 내부영업 수익  

또는 대체금액 
2 21 0 2 11 81 119 291 △410 － 

계 7,676 29,585 9,673 4,849 4,729 815 57,329 1,187 △410 58,105 

부문이익 또는  

부문손실 (△) 
3,085 7,500 △4,533 △159 829 △1,768 4,953 △472 634 5,115 

전사비용 등(주)3          △4,713 

영업손실（△）          401 

금융수익          121 

금융비용          △712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실（△） 

         △9 

세전손실（△）          △198 

 

         （단위:백만 엔） 

 부문보고 

기타 
（주）１ 

조정액 
（주）２ 

연결 
 

일본 

금융사업 

한국 및 

몽골 

금융사업 

동남아시

아 

금융사업 

종합엔터

테인먼트

사업 

부동산사

업 투자사업 계 

기타항목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139 899 1,025 400 108 16 2,589 22 110 2,722 

손상차손 － － － 3 － － 3 － － 3 

 
（단위:백만 엔） 

 

부문보고 

기타 
（주）１ 

조정액 
（주）２ 

연결 일본 

금융사업 

한국 및 

몽골 

금융사업 

동남아시

아 

금융사업 

종합엔터

테인먼트

사업 

부동산사

업 투자사업 계 

부문자산 42,726 414,807 243,244 10,326 11,084 9,274 731,464 1,241 △1,177 731,528 

부문부채 23,971 362,693 202,887 8,209 7,532 1,241 606,535 3,292 2,540 612,367 

기타항목           

비유동자산 추가액 

（주）４ 
239 722 9,430 5,399 162 － 15,954 － 14 15,969 

지분법 회계처리 투자 － － 118 10 － － 128 － － 128 

（주）1． ‘기타’ 구분은 부문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부문이며 주로 상업시설건축사업, 

시스템사업입니다. 

２． ‘조정액’은 주로 부문간 거래소거, 부문보고에 귀속되지 않는 전사분 등입니다. 

３． ‘전사비용 등’은 주로 부문보고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４．‘비유동자산 추가액’은 유형고정자산, 투자부동산,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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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정보） 

 

전 연결회계년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당 연결회계년도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지배회사 소유주 귀속 계속사업의 

당기손실（△）（백만 엔） 
△33,320 △3,135 

지배회사 소유주 귀속 비계속사업의 

당기손실 （△）（ 백만 엔 ） 
△2,787 － 

합계 △36,107 △3,135 

기발행보통주식 가중평균주식수(주) 103,254,798 105,871,312 

보통주식증가수   

스톡옵션에 의한 증가(주) － － 

희석 보통주식 가중평균주식수(주) 103,254,798 105,871,312 

기본 주당 당기손실（△）（엔）   

계속사업 △322.70 △29.61 

비계속사업 △27.00 － 

합계 △349.70 △29.61 

희석주당 당기손실（△）（엔）   

계속사업 △322.70 △29.61 

비계속사업 △27.00 － 

합계 △349.70 △29.61 

희석효과가 있어 희석주당 당기손실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잠재적 주식의 

개요 

（제출회사） 

Ｊ트러스트주식회사 

제Ｎ－７회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의 

목적이 되는 주식수80주） 

Ｊ트러스트주식회사 제Ｎ 

－８ 회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의 

목적이 되는 주식수 

1,520주） 

Ｊ트러스트주식회사 

제Ｎ－10 회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의 

목적이 되는 주식수 

2,200주） 

（ 제출회사 ） 

Ｊ트러스트주식회사 

제Ｎ－10 회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의 

목적이 되는 주식수 

2,200주） 

（주）전 연결회계년도 및 당 연결회계년도의 희석주당 당기손실은 스톡옵션 행사가 주당 당기손실을 

감소시키므로 잠재적 주식은 희석효과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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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중요 후발사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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