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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2월결산 1분기 연결실적2020년1월1일~2020년3월31일) 

（백만엔 미만 절사） 

(1) 연결경영실적（누계）                                                                                                                              （％표시는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세전이익 분기이익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이익 

분기 포괄 

이익합계액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2020년 12월결산 1분기 19,500 ― 1,555 ― 1,410 ― 1,518 ― 1,541 ― △6,047 ― 

2019년 12월결산 1분기 18,279 5.1 433 △46.4 104 △94.6 △456 ― △172 ― △2,513 ― 
 

 기본 주당 분기이익 희박 주당 분기이익 

 

2020년 12월결산 1분기 

2019년 12월결산 1분기 

엔 전 엔 전 

14.56 

△1.63 

14.56 

△1.63 

（주）                                                                                                                                                                                                                                                      

１. 당사는 전 연결회계연도부터 결산기(사업연도 말일)를 ３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1분기 연결누계기간(2020년１월１일부터 

2020년３월31일)은 비교대상이 되는 전 1분기 연결누계기간(2019년４월１일부터 2019년６월30일)과 대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2020년 12월결산 1분기의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률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２．2020년 12월결산 1분기 연결회계기간에 기업결합에 관한 잠정적인 회계처리를 확정하였고 2019년 12월결산 1분기 관련 각 수치는 잠정적인 회계처리의 확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연결재정상태 

 자산합계 자본합계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지분비율 
 백만엔 백만엔 백만엔 ％ 

2020년 12월결산 1분기 699,443 112,769 93,901 13.4 

2019년 12월결산 731,384 118,905 99,977 13.7 

(주)2020년 12월결산 1분기 연결회계기간에 기업결합에 관한 잠정적 회계처리를 확정하였고 2019년 12월결산 관련 각 수치는 잠정적 회계처리의 확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배당 현황 

 연간 배당금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기말 합계 

 

2019년 12월결산 

2020년 12월결산 

엔 전 

― 

― 

엔 전 

0.0
0 

엔 전 

― 

엔 전 

1.0
0 

엔 전 

1.0
0 

    

2020년 
12월결산(예상） 

 0.00 ― 1.00 1.00 

(주)최근 공표한 배당예상 이후 수정 유무 ： 무 

 
 

3. 2020년 12월결산 

연결실적예상(2020년1월1일~2020년12월31일） 

 
(％표시는 전기 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이익 
기본 주당 배당이익 

온기 

백만엔 

86,51

1 

％ 

― 

백만엔 

1,68

1 

％ 

― 

백만엔 

△1,65

7 

％ 

― 

엔 전 

△15.65 

(주)최근 공표한 실적예상 이후 수정 유무：무 

(주)2019회계연도는 결산기가 변경되어 2019년4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9개월입니다. 따라서 전기 대비 증감률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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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사항 

(1) 당 분기 연결누계기간 중 주요 자회사의 이동(연결범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특정 자회사의 이동)：무  

(2) 회계방침의 변경・회계상 추정의 변경 

① IFRS에 따른 회계방침의 변경 ： 유 

② ①이외의 회계방침 변경 ： 무 

③ 회계상 추정의 변경 ： 무 

(주)상세 내용은 첨부자료 Ｐ. 11「２. 요약분기연결 재무제표 및 주요주석 (６)요약분기연결 재무제표에 관한 주석사항(회계방침변경)」를 참조바랍니다. 

(3) 기발행주식수(보통주) 

① 기말 기발행주식수(자기주식 포함） 

② 기말 자기주식수 

③ 기중 평균주식수(분기 누계) 

 
※ 분기결산단신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분기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적예상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 기타 특이사항 １． 본 자료에 기재된 실적 전망 등 예상 관련 기술은 당사가 현재 입수한 정보 및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일정한 전제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가 당해 수치의 달성을 약속하는 취지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실적 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예상의 전제가 되는 가정 등에 대해서는 첨부자료 P.4 ‘1.당 분기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3)연결실적예상 등의 장래 예측 정보에 관한 설명’을 참조바랍니다. 

 

2. 결산 보충 설명자료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jt-corp.co.j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결산 1Q 115,469,910주 2019년 12월결산 115,469,910주 

2020년 12월결산 1Q 9,598,678주 2019년 12월결산 9,598,666주 

2020년 12월결산 1Q 105,871,236주 2019년 12월결산 1Q 105,871,339주 

 

(https:/www.jt-corp.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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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기 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당사는 전기 연결회계연도부터 결산기(사업연도의 말일)를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2020년 1월 1일 ~ 2020년 3월 31일)은 비교 대상이 되는 전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2019년 4월 1일 ~ 2019년 6월 30일）과 대상기간이 다르므로 전년동기 분기 연결 누계기간과의 비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 1분기 연결 회계기간에 실시된 기업 결합에 관한 잠정적인 회계처리를 당기 

1분기 연결 회계기간에 확정하였으므로 전기 연결 회계연도의 수치를 소급하여 수정하였습니다. 

 

(1)경영실적에 관한 설명 

당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의 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미중 무역 

마찰의 장기화 및 부진을 나타내는 중국 경제, 영국의 EU 탈퇴, 중동 및 동아시아의 정세 불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황의 우려로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국의 경제는 안정적인 기업 실적 및 설비 투자, 고용 및 소득 환경의 개선 등, 

완만한 회복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소비세 증세로 인한 경기 둔화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당사 그룹은 앞으로의 세계 경제 및 자국의 경제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특히 향후에도 대규모의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네트워크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는 사업 전개를 주요 과제로 삼는 등, 경영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실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당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에 대해서도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이익 확대를 목표로 삼아 국내외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향상 및 사업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a.일본에서의 사업 전개 

주식회사일본보증(이하, ‘일본보증’이라 한다)은 보증 상품 다각화의 일환으로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 가와사키신용금고와 포괄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동 금고가 취급하는 

역모기지 대출에 대하여 보증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고령자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결책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보증의 채무보증을 조합한 펀드를 업무제휴사인 SAMURAI&J PARTNERS주식회사 그룹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SAMURAI FUND」에서 공동으로 조성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보증잔액 증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J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이하, ‘J트러스트카드’이라 한다)는 정보 서비스 사업, 수납 서비스 사업을  

메인으로 하는 주식회사전산시스템과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의 신용카드」발행을 위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쇼핑 전용 신용카드인 「J트러스트 글로벌 

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입금하면 계좌 없이도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캐쉬리스 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b.해외에서의 사업 전개 

당사 그룹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사업확대를 목표로 은행업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M&A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당사 그룹이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에서 쌓아온 

소매금융 분야의 사업 노하우를 대상국가의 금융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JTRUST ASIA 

PTE.LTD.(이하, ‘J트러스트아시아’이라 한다)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SAMURAI FUND」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PT Bank JTrust Indonesia Tbk.(이하, ‘J트러스트은행인도네시아’이라 한다)에 대한 후순위 대출 

실시를 통하여 동 은행의 자본증강을 도모하는 등 그룹 전체가 효율적인 자금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의 영업수익은 19,500백만 엔이며 영업이익 1,555백만 엔,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4분기 이익은 1,541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부문별 경영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영업채권잔액은 대손충당금 공제 전 잔액입니다.   

 

(일본에서의 금융사업) 

신용보증 사업은 일본보증, 국내의 채권회수 사업은 주로 일본보증과 파르티르채권회수주식회사, 신용 및 

신용판매 업무는 J트러스트카드, 기타 금융사업은 일본보증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채무보증잔액은 신용대출 보증 14,593백만 엔, 담보대출 보증은 임대주택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증가로 198,273백만 엔을 기록하였고 채무보증잔액의 합계는 212,867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매입채권잔액 15,537백만 엔, 할부결제금잔액 2,529백만 엔, 상업어음 1,428백만 엔, 영업대출금은 



 

사업자담보대출의 감소로 1,696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채무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보증료 수익의 순조로운 증가로 이어져 2,366백만 엔, 부문 이익은 

1,151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 및 몽골에서의 금융사업) 

한국에서는 JT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 및 JT저축은행주식회사가 저축은행 사업을 영위하며 JT캐피탈 

주식회사가 할부 및 리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TA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가 NPL채권(Non-

Performing Loan:부실채권)의 매입 및 회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J Trust Credit NBFI가 

금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의 대출금은 규제 강화로 인한 잔액 증가의 제한과 채권의 회수 및 매각이 겹쳐 감소한 한편, 

우량기업 대상 담보대출 및 특정 조건 충족 시에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신규 대출 증가로 잔액 271,622백만 엔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매입채권 잔액은 전기 연결 회계연도말에 

대규모의 NPL 채권 매각을 실시함에 따라 703백만 엔을 기록하였으며 영업 대출금도 채권의 회수 및 매각 

등으로 52,315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전기 연결 회계연도말에 실시한 매입채권 매각으로 인한 장부가 조정 이익 감소에 따라 

9,501백만 엔을 기록하였으며 부문 이익은 2,188백만 엔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금융 사업) 

인도네시아에서는 J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PT JTRUST INVESTMENTS 

INDONESIA가 채권회수 사업, PT JTRUST OLYMPINDO MULTI FINANCE (이하, ‘JTO’라 한다)가 오토론, 

농기계론 등의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J Trust Royal Bank Ltd. (이하, 

‘J트러스트로열은행’이라 한다)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의 대출금의 경우, J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전기 연결 회계연도까지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 12월 이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J트러스트로열은행의 

연결 자회사 편입에 따라 103,554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입채권 잔액은 24,638백만 엔이며 영업 

대출금은 JTO에서 J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와의 조인트 파이낸스가 순조로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기타 

대출의 잔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3,99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 

영업수익은 J트러스트로열은행의 영업수익 추가 등으로 4,102백만 엔을 기록하였으나 부문 손실은 

J트러스트은행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자비용 증가 등에 따라 1,204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는 allfuz가 광고기획, 개발 및 라이브・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며 

주식회사UNITED PRODUCTIONS이 영상제작, 주식회사FA Project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기획・개발・제작, 

주식회사제스트가 예능 프로덕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극장 공연 및 아티스트의 라이브 및 투어 

등 각종 이벤트 자제, 방송 프로그램의 녹화 연기 및 로케이션 중지 등의 영향으로 영업수익은 1,683백만 

엔, 부문 손실은 162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부동산 사업) 

부동산 사업은 키노트주식회사 (이하,‘키노트’라 한다), 부동산 자산운용 사업은 키홀더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1,026백만 엔이며 부문 이익은 40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사업) 

투자사업은 JTRUST ASIA가 투자사업 및 투자처의 경영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281백만 엔이며 부문 손실은 소송 관련 비용 등의 반영으로 473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은 J트러스트시스템주식회사가 당사 그룹의 시스템 개발, 컴퓨터 운용 및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키노트가 상업시설의 건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687백만 엔이며 부문 손실은 173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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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정 상태에 관한 설명 

① 자산・부채 및 자본 현황 

당기 1분기 연결 회계기간말의 자산은 전기 연결 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31,940백만 엔 감소한  

699,443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12,500백만 엔, 은행업 대출금 8,180백만 엔, 

영업 채권 및 기타 채권 8,654백만 엔이 각각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부채는 전기 연결 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25,804백만 엔 감소한 586,674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업 예금이 22,463백만 엔 감소한 결과입니다.    

자본은 전기 연결 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6,136백만 엔 감소한 112,769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이익잉여금이 1,431백만 엔 증가한 한편, 해외 자회사 등의 환산 차액 등의 감소로 기타 자본의 구성 요소가 

7,651백만 엔 감소한 결과입니다.   

 

② 현금흐름 

당기 1분기 연결 회계기간말의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하,‘자금’이라 한다)은 전기 

연결회계연도말과 비교하여 12,500백만 엔 감소한 69,413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의 각 현금흐름 현황 및 해당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당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 증가는 2,970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업에서의 대출금 증가액이 18,311백만 엔으로 줄어든 반면, 은행업의 예금 증가액 14,724백만 엔, 

영업 채권 및 기타 채권 감소액 6,317백만 엔 등의 자금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당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의 투자 활동에 의한 자금 감소는 9,972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업에서의 유가증권 취득에 의한 지출 52,322백만 엔이 매각으로 인한 수입 43,047백만 엔을 상회하여 

자금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당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의 재무활동에 의한 자금 증가는 9백만 엔을 기록하였습니다.  

 

(3)연결 실적 예상 등의 미래 예측 정보에 관한 설명 

당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실적 예상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2020년 2월 13일자 「2019년 12월기 결산 단신」에서 

발표했던 연간 연결 실적 예상 및 배당 예상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해질 

경우에는 신속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의 실적 수치 등은 향후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예상 수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분기 요약 연결 재무제표 및 주석 

(1)분기 요약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백만 엔) 

 
전기 연결 회계연도 

(2019년 12월 31일） 
 

당기 1분기 연결 회계기간 

(2020년 3월 31일） 

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81,913  69,413 

영업 채권 및 기타 채권 113,942  105,287 

은행업의 유가증권 52,805  51,979 

은행업의 대출금 370,174  361,993 

투자유가증권 1,895  1,057 

유가증권 721  815 

기타 금융자산 40,893  46,992 

지분법 적용 투자 118  106 

재고자산 7,285  6,440 

매각목적자산 1,102  980 

유형고정자산 9,871  8,563 

투자 부동산 2,309  2,290 

영업권 35,901  31,287 

무형자산 7,461  7,099 

이연법인세자산 934  890 

기타 자산 4,053  4,246 

자산 합계 731,384  699,443 

    

부채    

영업 채무 및 기타 채무 16,137  16,263 

은행업의 예금 483,402  460,938 

사채 및 차입금 85,105  80,770 

기타 금융부채 19,911  21,245 

미지급법인세 등 977  15 

충당금 1,214  982 

이연법인세부채 1,865  1,943 

기타 부채 3,864  4,515 

부채 합계 612,478  586,674 

    

자본    

자본금 54,760  54,760 

자본잉여금 54,082  54,226 

자기주식 △7,685  △7,685 

이익잉여금 3,040  4,471 

기타 자본의 구성 요소 △4,219  △11,871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99,977  93,901 

비지배지분 18,928  18,867 

자본합계 118,905  112,769 

부채 및 자본 합계 731,384  69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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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요약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백만 엔) 

 

 전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 

(2019년 4월 1일~ 

2019년 6월 30일） 

 

 당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 

(2020년 1월 1일~ 

2020년 3월 31일） 

계속사업    

영업수익 18,279  19,500 

영업비용 12,354  10,403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7,259  7,663 

기타 수익 1,788  152 

기타 비용 20  31 

영업이익 433  1,555 

금융수익 35  107 

금융비용 358  249 

지분법 적용 투자 손실(△) △6  △3 

법인세 차감 전 분기 이익 104  1,410 

법인세비용 561  △107 

계속사업의 분기 이익 또는 

분기 손실(△) 
△456  1,518 

비계속사업    

비계속사업의 분기 이익 또는 

분기 손실(△) 
-  - 

분기 이익 또는 분기 손실(△) △456  1,518 

    

분기 이익 또는 분기 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72  1,541 

비지배지분 △284  △23 

분기 이익 또는 분기 손실(△) △456  1,518 

    

주당 분기 이익 또는 

주당 분기 손실(△)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 

   

기본주당 분기 이익 또는 

기본주당 분기 손실(△) (엔) 
   

계속사업 △1.63  14.56 

비계속사업 -  - 

합계 △1.63  14.56 

    

희석주당 분기 이익 또는  

희석주당 분기 손실(△) (엔) 
   

계속사업 △1.63  14.56 

비계속사업 -  - 

합계 △1.6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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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약 분기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백만 엔) 

 

 전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 

(2019년 4월 1일~ 

 2019년 6월 30일） 

 

 당기 1분기 연결 누계기간 

(2020년 1월 1일 

 2020년 3월 31일） 

분기 이익 또는 분기 손실(△) △456  1,518 

    

기타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151  △8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가치 변동 
260  △974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합계 412  △982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차 △2, 786  △5, 722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가치 변동 
314  △845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평가손실충당금 
4  1 

지분법 적용회사의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1  △16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합계 
△2, 468  △6, 583 

법인세 차감 후 기타 포괄손익 △2, 056  △7, 566 

분기 포괄손익 △2, 513  △6, 047 

    

분기 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 240  △6, 110 

비지배지분 △272  62 

분기 포괄손익 △2, 513  △6,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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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분기 요약 연결 지분변동계산서 

전기 1분기 연결누계기간(2019년 4월 1일~2019년 6월 30일） 

       (단위:백만 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합계 
비지배지분 자본합계 

2019년 4월 1일 시점 잔액 54,760 53,844 △7, 685 6,424 △3, 170 104,173 6,554 110,727 

회계방침 변경에 따른 누적적 영향액 - - - △51 - △51 △81 △132 

회계방침 변경을 반영한 
2019년 4월 1일 시점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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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손실(△) - - - △172 - △172 △284 △456 

기타포괄이익 - - - - △2, 068 △2, 068 12 △2, 056 

분기 포괄이익 합계 - - - △172 △2, 068 △2, 240 △272 △2, 513 

잉여금 배당 - - － △105 - △105 - △105 

자기주식 취득 - - △0 - - △0 - △0 

기타 - △0 - 0 － - - - 

소유주 각출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합계 

- △0 △0 △105 - △105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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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 - - - - - - △79 △79 

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액 합계 - 220 - - 1 222 1,452 1,675 

소유주와의 거래액 합계 - 220 △0 △105 1 116 1,452 1,569 

2019년 6월 30일 시점 잔액 54,760 54,064 △7, 685 6,095 △5, 237 101,997 7,653 109,651 

 

 당기 1분기 연결누계기간(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31일） 

       (단위:백만 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합계 
비지배지분 자본합계 

2020년 1월 1일 시점 잔액 54,760 54,082 △7, 685 3,040 △4, 219 99,977 18,928 118,905 

분기 이익 또는 분기 손실(△) - - - 1,541 - 1,541 △23 1,518 

기타포괄이익 - - - - △7, 651 △7,651 85 △7, 566 

분기 포괄이익 합계 - - - 1,541 △7, 651 △6, 110 62 △6, 047 

잉여금 배당 - - - △105 - △105 － △105 

자기주식 취득 - - △0 - - △0 - △0 

기타 - - - △3 - △3 - △3 

소유자의 각출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합계 
- - △0 △109 - △109 - △109 

지배계속자회사에 대한 지분변동 - 144 - - - 144 0 144 

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 - - - - - - △94 △94 

기타 - △0 - - - △0 △29 △29 

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금액 합계 - 144 － - - 144 △123 20 

소유주와의 거래액 합계 - 144 △0 △109 - 35 △123 △88 

2020년 3월 31일 시점 잔액 54,760 54,226 △7, 685 4,471 △11, 871 93,901 18,867 11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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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분기 요약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백만 엔) 

 

 전기 1분기 연결누계기간 

(2019년 4월 1일~ 

  2019년 6월 30일） 

 

 당기 1분기 연결누계기간 

(2020년 1월 1일~ 

2020년 3월 31일）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법인세 차감 전 분기 이익 104  1,410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746  916 

기타 금융자산의 손상차손(△는 이득) △48  1,153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 △13, 039  △13, 632 

지급이자 4,724  4,756 

기타 손익(△는 이익) 310  1,051 

영업채권 및 기타채권의 증감액 

 (△는 증가) 
△3, 686  6,317 

은행업 예금의 증감액 (△는 감소) △29, 354  14,724 

은행업 대출금의 증감액 

(△는 증가) 
△2, 610  △18, 311 

영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감액 

(△는 감소) 
13  157 

이자 및 배당금 수입액 13,626  14,225 

이자 지급액 △4, 322  △4, 814 

법인소득세 등 지급액 △1, 240  △994 

법인소득세 등 환급액 14  19 

기타 10,172  △4, 008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24, 591  2,970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지분법 적용 투자의  

취득으로 인한 지출 
-  △8 

정기예금 증감액 (△는 증가) 82  654 

유형고정자산 및 투자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출 
△1, 117  △136 

유형고정자산 및 투자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 
300  0 

무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지출 △1, 123  △307 

은행업의 유가증권 취득으로 인한 지출 △17, 461  △52, 322 

은행업의 유가증권 매각으로 인한 수입 20,140  43,047 

은행업의 유가증권 상환으로 인한 수입 -  2,517 

자회사주식 취득으로 인한 지출 △729  - 

주식교환시 자회사주식 취득으로  

인한 수입 
474  - 

장기대출금 대출로 인한 지출 -  △3, 264 

기타 △162  △150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404  △9,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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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백만 엔) 

 

 전기 1분기 연결누계기간 

(2019년 4월 1일~ 

  2019년 6월 30일） 

 

 당기 1분기 연결누계기간 

(2020년 1월 1일~ 

  2020년 3월 31일）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단기차입금 순증감액(△는 감소) 392  △1, 116 

단기사채 순증감액(△는 감소) △1, 750  △1, 087 

장기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지출 △4, 977  △8, 588 

장기차입으로 인한 수입 3,469  11,815 

사채 상환으로 인한 지출 △4, 176  △2,966 

사채 발행으로 인한 수입 7,035  1,009 

리스부채 상환으로 인한 지출 △372  △336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지출 △0  △0 

배당금 지급액 △105  △105 

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79  △94 

비지배지분의 납입으로 인한 수입 -  1,482 

기타 0  0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563  9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감액 (△는 감소) △24, 751  △6, 992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기초잔액 87,150  81,913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 △2, 596  △5, 507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분기말잔액 59,801  6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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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기 요약 연결 재무제표에 관한 주석 

(계속기업 가정에 관한 주석) 

해당사항 없음 

(회계방침의 변경) 

당사 그룹의 분기 요약 연결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중요한 회계방침은 아래사항을 제외하면 전기 연결 

회계연도 관련 연결 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방침과 동일합니다. 

당사 그룹은 당기 1분기 연결 회계기간부터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이하, ‘IFRS’이라 한다) 
신설 및 개정의 개요 

재무보고에 관한 개념체계 IFRS기준 상의 개념체계 참조에 관한 수정 

국제회계 

기준(IAS) 1 
재무제표의 표시 중요성 정의의 수정 

국제회계 

기준(IAS) 8 

회계방침, 회계 상의 추정의 

변경 및 오류 
중요성 정의의 수정 

IFRS 3 기업결합 기업결합에 관한 사업의 정의 수정 

상기 기준서의 적용으로 분기 요약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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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정보) 

1.보고부문의 개요 

당사 그룹의 보고부문은 당사 그룹의 구성단위 중 분리된 재무정보를 입수 가능하고 당사의 이사회가 

경영자원의 배분 결정 및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이 해당됩니다. 

당사 그룹은 사업별 보고부문으로서 ‘일본 금융사업’, ‘한국 및 몽골 금융사업’, ‘동남아시아 금융사업’,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동산사업’, ‘투자사업’의 6개 부문에 걸쳐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 그룹은 경제적 특징과 서비스 및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기와 같이 집약하였습니다. 

‘일본 금융사업’은 신용보증 업무, 채권회수 업무, 신용 및 신용판매 업무, 기타 금융 업무입니다. ‘한국 및 

몽골 금융사업’은 저축은행 업무, 채권회수 업무, 캐피탈 업무, 금융 업무입니다. ‘동남아시아 금융사업’은 

은행 업무, 채권회수 업무, 멀티파이낸스 업무입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라이브 및·엔터테인먼트 

업무, 광고기획개발 업무, 영상제작 업무, 엔터테인먼트의 컨텐츠 기획/개발/제작 업무, 컬러 콘택트렌즈 

업무, 예능 프로덕션 운영 업무입니다. ‘부동산사업’은 주로 단독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매매 업무, 

부동산 자산 업무입니다. ‘투자사업’은 국내외투자 업무입니다. 

 

2.부문별 수익 및 실적 

당사 그룹의 보고부문에 따른 수익 및 실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또한 부문간 내부영업수익 또는 대체금액은 시장의 실거래가격 또는 제3자간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 1분기 연결누계기간(2019년 4월 1일~2019년 6월 30일） 

         (단위:백만 엔) 

 보고부문 

기타 
(주)1 

조정액 
(주)2 

연결 
 

일본 
금융사업 

한국 및 
몽골 

금융사업 

동남 
아시아 

금융사업 

종합 

엔터테인

먼트 
사업 

부동산 

사업 
투자사업 합계 

영업수익           

외부고객에 대한 영업수익 2,342 9,776 2,726 1,711 1,333 247 18,137 142 - 18,279 

부문간 내부영업 수익 또는 

대체금액 
2 1 - 1 1 25 31 94 △126 - 

합계 2,345 9,777 2,726 1,712 1,334 272 18,168 237 △126 18,279 

부문 이익 또는 
부문 손실(△) 

1,078 2,548 △1, 889 △9 △21 △510 1,196 △155 176 1,217 

회사전체비용 등(주)3          △784 

영업이익          433 

금융수익          35 

금융비용          △358 

지분법 적용 투자 
손실(△) 

         △6 

법인세 차감 전 분기 이익          104 

(주)  1. ‘기타’ 구분은 보고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부문으로 주로 상업시설건축사업, 시스템사업입니다. 

2. ‘조정액’은 주로 부문간 거래 제거, 보고부문에 귀속되지 않는 회사전체분 등입니다. 

3. ‘회사전체비용 등’은 주로 보고부문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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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1분기 연결누계기간(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31일） 

         (단위:백만 엔) 

 보고사업부문 

기타 
(주)1 

조정액 
(주)2 

연결 
 

일본 
금융사업 

한국 및 
몽골 

금융사업 

동남아시

아 

금융사업 

종합 

엔터테인

먼트 
사업 

부동산 
사업 

투자사업 합계 

영업수익           

외부고객에 대한 영업수익 2,366 9,501 4,085 1,682 1,026 234 18,896 603 - 19,500 

부문간 내부영업 수익 또는 

대체금액 
0 0 17 1 0 47 66 84 △150 - 

합계 2,366 9,501 4,102 1,683 1,026 281 18,962 687 △150 19,500 

부문 이익 또는 
부문 손실(△) 

1,151 2,188 △1, 204 △162 40 △473 1,538 △173 806 2,171 

회사전체비용 등(주)3          △615 

영업이익          1,555 

금융수익          107 

금융비용          △249 

지분법 적용 투자 
손실(△) 

         △3 

법인세 차감 전 분기 이익          1,410 

(주)  1. ‘기타’구분은 보고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부문으로 주로 상업시설건축사업, 시스템사업입니다. 

2. ‘조정액’은 주로 부문간 거래 제거, 보고부문에 귀속되지 않는 회사전체분 등입니다. 

3. ‘회사전체비용 등’은 주로 보고부문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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