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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기반 강화
• 2013년 12월에 당사 그룹 각사의 주식회사 정리회수기구(이하 ‘RCC’라 함) 차입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기한
전 일시 상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하와 같이 재무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 해당 차입금 등은 일본진흥은행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이 은행이 파산하면서 RCC로 이관된 것이나,
당사 그룹이 RCC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았다는 오해를 삼에 따라 이번에 그 원인을 해소하였습니다.

•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약 215억 엔의 차입 채무를 압축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었습니다.
• 크레디아가 체결했던 RCC의 제3자 대출에 대한 물적 담보 제공 계약의 리스크가 해소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해외 자회사(J TRUST ASIA PTE.LTD.)를 설립하였습니다.
• 2013년 10월, 당사 그룹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의 진출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금융사업, 어뮤즈먼트사업 및 기타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등 동남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자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형 상업 은행인 마야파다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 2013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유수의 재벌인 마야파다그룹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마야파다은행과 자본 및
업무 제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사 그룹이 일본 국내에서 확립한, 일반 소비자 대상 파이낸스 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비즈니스 모델 노하우와 마야파다은행이 가진 금융사업 노하우 및 라이선스를 융합하여 보
다 높은 시너지 효과 발휘를 도모하고, 사업 확대 및 수익력 강화를 꾀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제의 추
가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사업재편
M&A

강화

2014년 3월기 3분기
■당사 그룹의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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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기 3분기
연결 결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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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누계)

2013년 12월
(누계) 전기대비

증감
증가율

(%)
주요 증감 요인

실적 백분율
(%) 실적 백분율

(%)

영업수익 40,655 100.0 44,017 100.0 3,361 8.3

영업대출금 및 할부대납금 잔액이 감소하면서 대출금 이자
가 17.8억 엔, 할부대납수수료가 20.3억 엔 감소한 데다 회
수가 약간 저조한 추이를 보이면서 기타 금융수익이 41.2
억 엔, 상각채권추심익이 13.9억 엔 감소하였으나, 2012년
7월부터 PL연결대상이 된 어도어즈, 브레이크의 영업수익
이 회계연도 전반에 기여하면서 어뮤즈먼트사업 매출이 35.
3억 엔 증가하고, 부동산 시황 회복과 함께 부동산사업매출
이 8.8억 엔 증가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영업을 개시
한 친애저축은행의 은행업 영업수익 72.5억 엔을 계상한
결과 증가

영업비용 13,620 33.5 19,360 44.0 5,740 42.1 어뮤즈먼트사업매출원가가 27.1억 엔 증가한 데다 은행업
영업비용28.2억 엔을 계상한 결과 증가

영업총이익 27,035 66.5 24,656 56.0 ▲ 2,378 ▲ 8.8

판관비 15,454 38.0 18,576 42.2 3,121 20.2

당사 그룹의 사업 규모의 확대에 수반하여 인건비가 15.2
억 엔, 기타 경비가 14.1억 엔 증가한 데다 ㈜정리회수기구
차입금 등의 완제에 따른 채무보증손실충당금 환입 등으로
채무보증손실충당금 이월액이 48.2억 엔 감소하였으나, 친
애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증가 등을 이유로 대손충당
금 이월액이 51.1억 엔 증가하여 대손관계비 역시 1.8억 엔
늘어남에 따라 증가

영업이익 11,580 28.5 6,079 13.8 ▲ 5,500 ▲ 47.5

경상이익 13,076 32.2 5,608 12.7 ▲ 7,467 ▲ 57.1
영업이익이 55.0억 엔 감소한 데다 수취배당금이 7.7억 엔
감소하고, 신주예약권 무상할당 관련 주식교부비 11.0억 엔
을 계상함에 따라 감소

당기순이익 12,887 31.7 2,585 5.9 ▲ 10,302 ▲ 79.9

투자유가증권매각익이 3.6억 엔 증가하였으나 경상이익이
74.6억 엔 감소한 데다 소송손실충당금 29.5억 엔을 이월하
고, 공제과목인 소수주주이익이 5.3억 엔 증가함에 따라 감
소 3

2014년 3월기 3분기 연결 결산 개요
■연결 실적(누계) 전기 대비 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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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누계)

2013년 12월
(누계)

전기대비
증감

증가율
(%) 주요 증감 요인

금융사업

영업수익 26,257 18,143 ▲ 8,113 ▲ 30.9 영업대출금 및 할부대납금 잔액이 감소하면서 대출금 이자,
할부대납수수료가 감소한 데다 회수가 약간 저조한 추이를
보이면서 기타금융수익 및 상각채권추심익이 감소하여 영
업수익은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채무보증손실충당금
환입 등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이 감소하면서 감소영업이익 11,235 8,460 ▲ 2,775 ▲ 24.7

부동산사업

영업수익 2,983 3,871 888 29.8 부동산 거래 시황이 약간 회복되고 2014년 4월에 소비세
증세 역시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사업 매출이 안정적인 추
이를 보이고 있는 한편, 공급과다의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적정한 재고 수준의 확보 및 관리에 힘쓰면서 매출총이익
이 개선되어 영업이익 또한 증가영업이익 156 457 300 191.9

어뮤즈먼트사업
영업수익 9,132 12,732 3,600 39.4 전 2분기 연결회계기간부터 PL연결대상이 된 어도어즈 및

브레이크의 어뮤즈먼트 관련 매출이 회계연도 전반에 기여
한 점, 사업재편, 신규고객층 유치에 주력해온 점 등에 힘
입어 증가영업이익 145 898 753 518.9

해외사업
영업수익 1,243 7,915 6,671 536.4 친애저축은행의 영업개시에 따른 은행업 영업수익을 계상

하면서 증가하였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는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영업손실을 기록영업이익 278 ▲ 2,078 ▲ 2,356 ▲ 847.5

기타사업
영업수익 2,285 2,226 ▲ 58 ▲ 2.5 전 3분기 연결회계기간에 해산한 JT인베스트먼트의 사업수

익이 없어지면서 영업수익은 감소, 영업이익 역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기록영업이익 206 0 ▲ 206 ▲ 100.0

계
영업수익 41,901 44,890 2,989 7.1

영업이익 12,021 7,738 ▲ 4,283 ▲ 35.6

소거 또는 전사
영업수익 ▲ 1,246 ▲ 873 372 ▲ 29.9 당기부터 J트러스트 관련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전사비

용으로서 집계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영업이익 ▲ 441 ▲ 1,658 ▲ 1,217 275.9

연결
영업수익 40,655 44,017 3,361 8.3

영업이익 11,580 6,079 ▲ 5,500 ▲ 47.5 4

2014년 3월기 3분기연결 결산 개요
■사업 종류별 구분회계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연결・・・・누계) 전기 대비 단위:  백만 엔



Copyright © 2014 J Trust Co.,Ltd. All Rights Reserved.

5

주요 연결 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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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① 상업어음은 어음 유통량 감소와 함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거래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한도 확대 등을 배경으로 적극적으로 매진한 결과 잔액이 증가하였습니

다.
② 영업대출금은 2012.03에 다케후지의 소비자금융사업을 일본보증(구 로프로)이 승계하면서 증가하였으나,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잔액이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③ 은행업 대출금은 한국에서 친애저축은행이 ㈜미래저축은행에서 인수한 일부 자산과 ㈜솔로몬저축은행 및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채권을 양도 받으면서 증가

하였으나, 채권 회수가 진행된 결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④ 할부대납금은 2011.08에 KC카드를 연결자회사로 편입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리스크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잔액 재구성 방침을 추진함에 따라

쇼핑결제잔액의 경우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금서비스 잔액은 감소하고 있어 합계 잔액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⑤ 매입채권은 새로운 채권의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회수액이 매입액을 웃돌고 있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⑥ 채무보증잔액은 2013.09까지 7곳의 지역금융기관과 보증업무제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보증잔액 적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2.03 2012.06 2012.09 2012.12 2013.03 2013.06 2013.09 2013.12

상업어음 2,119 2,484 1,784 2,037 1,656 1,429 1,684 2,205

영업대출금 27,713 24,886 24,984 20,241 18,227 16,861 15,267 14,409

은행업 대출금 － － － 22,517 48,210 59,969 51,698 48,489

할부대납금 65,024 60,044 55,319 51,756 48,133 45,544 42,905 41,170

매입채권 2,310 2,239 2,028 2,482 2,529 2,454 2,239 2,259

장기영업채권 8,487 7,548 6,603 5,837 4,686 4,153 3,110 2,769

채무보증잔액 22,072 24,515 27,111 33,235 33,194 33,983 34,814 3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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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 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상품별 잔액

단위:  백만 엔

◎주요 상품별 잔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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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증손실충당금

채권보증잔액 (c) 22,072 24,515 27,111 33,235 33,194 33,983 34,814 36,050

그 중 유담보 12,457 13,961 15,478 16,600 16,735 17,689 18,308 19,196

그 중 무담보 9,614 10,553 11,632 16,634 16,458 16,293 16,506 16,853

채권보증손실충당금(d) 290 286 361 459 590 524 497 457

채권보증잔액에 대한 충당률 (d)/(c) 1.3% 1.2% 1.3% 1.4% 1.8% 1.5% 1.4% 1.3%

기타자회사가보유한우발채무에대한충당금 － － 2,869 3,335 3,427 3,513 3,578 －

◎◎◎◎대손충당금 2012.03 2012.06 2012.09 2012.12 2013.03 2013.06 2013.09 2013.12

부실채권잔액 (a) 8,070 7,739 7,828 14,361 15,387 17,679 18,471 18,410

대손충당금 (b) 2,608 2,862 3,088 9,400 9,195 10,838 9,996 11,422

부실채권잔액에 대한 충당률 (b)/(a) 32.3% 37.0% 39.5% 65.5% 59.8% 61.3% 54.1% 62.0%

할부대납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1,928 10,458 8,859 6,981 5,861 5,085 4,292 3,537

기타 대손충당금 － － 214 999 986 934 885 1,406

※ 담보 및 보증이 설정된 채권은 채권금액에서 담보처분 예상금액 및 보증에 따른 회수 예상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채권자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대손충당금은 매입채권, 구상권, 회원권, 투자 기타 자산 등을 충당하였습니다.

◎◎◎◎이자반환손실충당금

이자반환손실충당금 4,150 3,932 9,514 8,856 8,438 8,145 7,593 7,388

할부대납금에 대한 이자반환손실충당금 15,733 13,935 12,415 11,727 10,738 9,304 8,544 7,723

7

코멘트
• 대손충당금은 불량채권잔액에 대한 충당률이 2012.12기 이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 친애저축은행의 채권 양수 등으로 인해 증가한 데다 리스크에 비

례하는 충당금을 계상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아울러 2012.12기 이후에는 한국에서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 및 채권 연체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
가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했기 때문입니다.

• 이자반환손실충당금은 최근 과납현황부터 향후 발생할 부분까지 고려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청구 건수, 과납금반환액이 진정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11.09기에 KC카드를 연결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채권대손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할부대납금 대손충당금 및 이자반환손실충당금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할
부대납금 잔액 감소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 채권보증손실충당금은 보증업무제휴처의 확대에 수반하여 제휴금융기관의 무담보대출 채무보증을 중심으로 잔액 적립을 도모해왔으나 2013.09기에는 리스크 경감
을 꾀할 목적으로 무담보대출 채무보증에 비해 리스크부담률이 낮은 유담보대출 채무보증을 중심으로 잔액 적립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채무보증잔액 충당률은 감소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자회사가 안고 있는 우발채권에 대한 충담금은 ㈜정리회수기구 차입금 등의 완제로 환입하였습니다.

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대손충당금 등 단위:  백만 엔



Copyright © 2014 J Trust Co.,Ltd. All Rights Reserved.

2012.03기 2013.03기 2014.03기
2012.03 누계 2012.06 2012.09 2012.12 2013.03 누계 2013.06 2013.09 2013.12

수취할인료 50 204 52 49 42 45 190 36 37 43

대출금 이자 835 3,639 1,444 1,414 1,285 978 5,123 892 788 680

매입채권회수액 627 2,740 530 571 593 708 2,403 616 677 762

할부대납수수료 3,094 9,236 2,800 2,597 2,440 2,177 10,016 2,046 1,923 1,833

보증료 수입 291 801 359 418 431 543 1,751 546 555 561

기타 금융수익 654 3,358 1,707 1,492 2,751 917 6,868 708 598 519

상각채권추심익 193 536 1,359 1,768 1,843 1,663 6,634 1,247 1,139 1,189

부동산사업매출액 1,089 2,645 1,090 824 1,064 1,305 4,285 703 1,326 1,835

어뮤즈먼트사업매출※ 4,654 4,475 4,354 13,484 4,222 4,493 3,947

완공액(설계·시공)※ 124 655 559 1,339 490 15 525

은행업 영업수익※ 1,222 1,222 2,431 2,200 2,622

기타 425 1,346 521 674 616 551 2,364 601 542 650

영업수익 7,262 24,508 9,867 14,589 16,198 15,027 55,683 14,545 14,300 15,171

8

코멘트
영업수익은 거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할부대납수수료의 경우 쇼핑결제잔액은 거의 보합상태, 현금서비스잔액은
감소 추이, 전체적으로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② 일본보증은 흡수분할에 의해 승계한 다케후지의 소비자 대상 대출채권의 회
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대출금 이자, 기타금융수익 및 상각채권추심익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3.06기 이후 약간 저조한 움직임을 보였습
니다.

③ 부동산사업매출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④ 2012.09기부터 어도어즈, 브레이크의 연결자회사화에 따라 어뮤즈먼트사업

매출을 계상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⑤ 은행업 영업수익은 2013.03기에 친애저축은행이 영업을 개시하여 ㈜미래저

축은행으로부터 일부 자산을 승계하고 ㈜솔로몬저축은행 및 ㈜에이치케이저
축은행의 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 2012.7부터 어도어즈 및 브레이크의 손익을 연결하면서 2012.9부터 어뮤즈먼트사업 매출 및 완공액(설계·시공)을, 2012.10에 친애저축은행이 저축은행업을 개시하면서 2013.3부터
은행업 영업수익을 별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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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영업수익 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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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기 2013.03기 2014.03기

2012.03 누계 2014.06 2012.09 2012.12 2013.03 누계 2013.06 2013.09 2013.12

인건비 1,490 5,261 1,951 2,391 2,411 2,594 9,349 2,704 2,788 2,785

기타 경비 1,825 5,312 1,653 2,575 2,730 2,842 9,802 2,529 2,933 2,906

대손관계비 937 3,855 533 348 858 1,999 3,740 981 2,248
▲

1,302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4,254 14,429 4,138 5,314 6,001 7,437 22,892 6,216 7,970 4,389

9

코멘트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당사 그룹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대폭적인 인

원 증가, 채권매입 및 M&A 관련 지불수수료 등의 증가 등을 이유로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대손관계비는 2013.09기에 한국에서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 및

채권 연체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친애저축은행의 대
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면서 증가하였으나, 2013.12기에는 2013.0
9기와 마찬가지로 친애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은 증가한 한편 ㈜정리회
수기구 차입금 등의 완제로 크레디아가 안고 있는 우발채무에 대한 채무
보증손실충당금을 환입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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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판관비 및 일반관리비

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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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기 2013.03기 2014.03기

2012.03 누계 2014.06 2012.09 2012.12 2013.03 누계 2013.06 2013.09 2013.12

영업이익 1,287 5,539 4,039 3,451 4,089 424 12,005 2,225 6 3,847

경상이익 1,678 5,486 3,870 3,612 5,593 628 13,704 2,262 ▲ 600 3,946

당기순이익 1,510 34,500 3,991 3,453 5,442 421 13,309 2,005 ▲ 861 1,441

그중부의영업권발생익 － 29,444 155 139 － － 294 － 60 251

상기를제외한당기순이익 1,510 5,056 3,836 3,313 5,442 421 13,014 2,005 ▲ 922 1,190

10

코멘트
2013.12기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분기이익 모두 약간 회복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 당사 그룹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인건비, 기타경비가 증가하였으나,
채무보증손실충당금 환입 등으로 대손관계비가 감소함에 따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최소화하여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분기이익)
• 소송손실충당금을 이월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경상이익이 호조를
보였고, 투자유가증권매각익을 계상하는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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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분기별)
■분기 연결 실적 단위:  백만 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부의영업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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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件数

현금지출액

청구건수

2011.01 2011.02 2011.03 2011.04 2011.05 2011.06 2011.07 2011.08 2011.09 2011.10 2011.11 2011.12
청구 건수 453 576 591 450 357 441 322 793 762 767 728 602

전년 동월비 6.3% 4.2% ▲2.8% ▲20.1% ▲25.5% ▲15.2% ▲30.6% 92.5% 69.0% 51.9% 38.7% 18.3%
현금지출액 83,448 98,702 162,716 155,484 116,941 102,897 103,980 109,224 253,017 287,401 429,263 303,902

2012.01 2012.02 2012.03 2012.04 2012.05 2012.06 2012.07 2012.08 2013.09 2012.10 2012.11 2012.12
청구 건수 542 639 561 633 656 603 558 487 455 570 528 436

전년 동월비 19.6% 10.9% ▲5.1% 40.7% 83.8% 36.7% 73.3% ▲38.6% ▲40.3% ▲25.7% ▲27.5% ▲27.6%

현금지출액 222,316 236,405 441,019 479,082 498,907 648,290 375,019 270,622 343,812 280,099 314,408 424,735

2013.01 2013.02 2013.03 2013.04 2013.05 2013.06 2013.07 2013.08 2013.09 2013.10 2013.11 2013.12
청구 건수 425 418 481 591 598 541 585 510 518 671 543 534

전년 동월비 ▲21.6% ▲34.6% ▲14.3% ▲6.6% ▲8.8% ▲10.3% 4.8% 4.7% 13.8% 17.7% 2.8% 22.5%
현금지출액 278,221 499,200 265,434 232,533 301,858 351,328 272,207 283,809 260,768 291,590 316,592 315,596

11
2011년

코멘트
과납금 청구 건수는 최근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증가
하였으나, 1개월 단위로 봤
을 때는 거의 보합세를 보이
고 있습니다.
현금지출액은 2012.03기

이후 조기화해를 목적으로
한 임의화해를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화해 건수가 증
가하여 현금지출액도 증가하
였으나, 청구 건수가 감소한
데다 반환율(청구금액 대비
현금지출액 지불 비율)이 높
은 채권자에 대해서도 임의
화해를 추진함에 따라 진정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
다.

KC카드 자회사화

2012년 2013년

주요 연결경영지표 등의 추이
■과납급반환청구에 따른 현금지출액 등 단위:  건, 천 엔

이자반환청구 건수 및 이자반환금(현금지출액)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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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기 연결 예상실적 진척도



Copyright © 2014 J Trust Co.,Ltd. All Rights Reserved.

13

코멘트
3분기(누계)연결실적 중 영업수익은 영업대출금 및 할부대납금 잔액이 감소하면서 대출금이자, 할부대납수수료가 감소한 데다 회수가 약간 저조한

추이를 보이면서 상각채권추심익, 기타금융수익 역시 감소하였으나, 2013년 3월기의 친애저축은행 설립과 어도어즈, 브레이크의 연결자회사화에 수
반하여 은행업 영업수익 및 어뮤즈먼트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부동산사업 매출 역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면서 감소분을 메움에 따라 전기 실적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은행업과 어뮤즈먼트사업의 영업비용이 증가한 데다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역시 ㈜정리회수기구 차입금 등의 완제에 따른 채무

보증손실충당금 환입과 같은 감소요인이 있었던 한편, 친애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인해 전기 실적을 밑도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
울러 신주예약권 무상할당 관련 주식교부비용과 크레디아의 소송손실충당금 계상 등으로 경상이익, 분기순이익 모두 전기 실적을 밑돌았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예상연결실적은 2013년 11월 8일에 공표한 ‘예상실적 수정에 관한 공시’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예상실적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2014년 3월기 회계연도의 예상실적 개시는 연기하였습니다. 향후 예상실적 개시가 가능해지면 신속하게 개시하겠습니다.

2013년 3월기 회계연도 2014년 3월기 3분기 (누계) 전기 실적 대비

전기 실적 백분율(%) 실적 백분율(%) 비율(%)

영업수익 55,683 100.0 44,017 100.0 79.0

(주요내역)

대출금 이자 5,123 9.2 2,360 5.4 46.1

은행업 영업수익 1,222 2.2 7,255 16.5 593.7

할부대납수수료 10,016 18.0 5,803 13.2 57.9

보증료 수입 1,751 3.1 1,663 3.8 95.0

부동산사업 매출 4,285 7.7 3,866 8.8 90.2

어뮤즈먼트 관련 매출
14,823 26.6

12,663 28.8
92.4

완성공사매출(설계・시공) 1,031 2.3

상각채권추심익 6,634 11.9 3,575 8.1 53.9

기타 금융수익 6,868 12.3 1,826 4.2 26.6

영업이익 12,005 21.6 6,079 13.8 50.6

경상이익 13,704 24.6 5,608 12.7 40.9

당기순이익 13,309 23.9 2,585 5.9 19.4

※ 2013년 3월기 회계연도의 영업수익 내역 중 어뮤즈먼트사업 매출은 완성공사매출을 포함한 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2014년 3월기 연결 예상실적
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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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１１１１)
2014년 3월기 3분기 개별 결산 개요

및 개별 예상실적 진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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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누계)

2013년 12월
(누계)

전기대비
증감

증가율
(%)

주요 증감 요인
실적 백분율

(%) 실적 백분율
(%)

영업수익 2,851 100.0 4,125 100.0 1,274 44.7

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감소로 수취이자가 2.7
억 엔 감소한 데다 채권매입업무의 기타금융
수익이 3.3억 엔 감소한 한편, 자회사의 전기
실적 호조에 기인한 자회사로부터의 수치배당
금이 17.8억 엔 증가함에 따라 증가

영업비용 925 32.5 689 16.7 ▲ 236 ▲ 25.5 차입금 이자의 감소

영업총이익 1,925 67.5 3,436 83.3 1,510 78.5

판관비 1,000 35.1 1,433 34.8 433 43.4

신주예약권 무상할당(논커미트먼트형/상장형
신주예약권 무상할당) 실시에 따라 자본 등이
증가하면서 사업세의 자본비율부분이 증가하
하는 등으로 인해 조세공과가 1.7억 엔 증가한
데다 M&A 등에 수반한 수수료가 1.3억 엔 증
가함에 따라 증가

영업이익 925 32.5 2,002 48.5 1,077 116.4

경상이익 966 33.9 931 22.6 ▲ 35 ▲ 3.6
영업이익은 10.7억 엔 증가했으나, 신주예약권
무상할당 관련 주식교부비 11.0억 엔을 계상
하면서 감소

당기순이익 962 33.8 1,373 33.3 410 42.7
투자유가증권매각익이 4.5억 엔 증가하면서
증가

15

2014년 3월기 3분기 개별 결산 개요
■■■■실적(누계) 전기 대비

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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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분기 누계기간 중 주로 수치배당금 증가에 힘입어 영업수익, 영업이익 모두 전기 실적을 웃도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상이익도

신주예약권 무상할당 관련 비용 약 11.0억 엔을 주식교부비로서 영업외비용에 일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실적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보였으며, 분기순이익 역시 투자유가증권매각익 4.6억 엔을 계상함에 따라 전기 실적을 웃도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회계연도 예상실적은 2013년 11월 8일에 공표한 ‘예상실적 수정에 관한 공시’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예상실적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2014년 3월기 회계연도의 개별 예상실적 개시는 연기하였습니다. 향후 예상실적 개시가 가능해지면 신속하게
개시하겠습니다.

2013년 3월기 회계연도 2014년 3월기 3분기(누계) 전기 실적 대비

전기 실적 백분율(%) 실적 백분율(%) 비율(%)

영업수익 3,546 100.0 4,125 100.0 116.3

(주요내역)

수취이자 649 18.3 263 6.4 40.6

수취배당금 2,015 56.8 3,385 82.1 168.0

기타 금융수익 693 19.6 235 5.7 33.9

영업이익 1,029 29.0 2,002 48.5 194.6

경상이익 1,073 30.3 931 22.6 86.8

당기순이익 1,056 29.8 1,373 33.3 129.9

2014년 3월기 개별 예상실적

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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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업 주식회사 일본보증

파르티르채권회수주식회사

사이쿄카드주식회사

KC카드주식회사

주식회사 크레디아

부동산사업 키노트주식회사

어뮤즈먼트사업 어도어즈주식회사

주식회사 브레이크

해외사업 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

J TRUST ASIA PTE. LTD.

기타사업 J트러스트시스템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에이디

(참고２２２２)
주요 연결 자회사실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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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2013.12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13,891 8,091 ▲ 5,800
영업이익 6,514 2,709 ▲ 3,805

P/L(누계)

주요 연결 자회사 실적 개요 –금융사업１１１１

상 호
대 표 자
본 사 소 재 지
설 립 일
사 업 내 용

등 록
가 맹 단 체

결 산 기
자 본 금
주 주 구 성

: 주식회사 일본보증
: 대표이사 사장 야마모토 슌에이
: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1초메 7번 12호
: 1970년 3월 17일
: 종합금융업(사업자 대상 대출, 소비자 대상 대출,

신용보증업무, 채권매입업무)
: 대금업등록 긴키재무국장(10)제00101호
: 일본대금업협회회원 제002268호

JCFA(일본소비자금융협회),JICC((주)일본신용정보기구)
: 2월(2014년 1월 9일부로 결산기를 3월로 변경)
: 95백만 엔
: J트러스트주식회사 100%

회사 홈페이지

Topics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2013년 8월

주식회사 엑스체인지코퍼레이션과 보증업무 제휴를 개시하였습니다.
• 엑스체인지코퍼레이션사가 제공하는 ‘AQUSH 보증회사 부동산 담보 론’

관련 보증업무 취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오사카지점 이전
이전처 주소 : 오사카시 미야코지마구 히가시노다마치 2초메 8번 8호

본점(등기상) 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사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본점 신주소:  오사카시 미야코지마구 히가시노다마치 2초메 8번 8호

KC카드와의 제휴보증상품「KC VIP LOAN CARD」 취급을 개시하였습니다. 

• 일본보증 결산월은 2월 말이며, 3분기 결산에서는 11월 재무제표의
12월 중요 거래에 대하여 연결상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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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금융사업２２２２

19

2012.12 2013.12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960 946 ▲ 13

영업이익 150 102 ▲ 48

회사 홈페이지

단위:  백만 엔P/L(누계)

: 파르티르채권회수주식회사
: 대표이사 사장 우에무라 노리오
: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1초메 7번 12호
: 2007년 8월 23일
: 채권회수업무
(특정금전채권 매입, 채권관리, 회수, 관리 및 회수 수탁)

: 특허번호: 법무장관 제113호
택지건물거래업면허 도쿄도지사(1)제92180호
고물상면허 도쿄도공안위원회 제301081103581호

: 전국채권회수협회
도쿄도택지건물거래업협회 외

: 3월
: 5억 엔
: J트러스트주식회사 100%

상 호
대 표 자
본 점 소 재 지
설 립 일
사 업 내 용

등 록

가 맹 단 체

결 산 일
자 본 금
주 주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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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금융사업３３３３

2012.12 2013.12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250 210 ▲ 40

영업이익 30 0 ▲ 30

20

회사 홈페이지

단위: 백만 엔P/L(누계)

상 호 ： 사이쿄카드주식회사

대 표 자 ： 대표이사 사장 아키야마 후미히코

본 점 소 재 지 ： 야마구치현 슈난시 긴난가 4번지 웨스트92빌딩 4층

설 립 일 ： 1994년 4월 12일

사 업 내 용 ： 개별신용구입알선업무 대출업무

등 록 ： 대금업등록 주고쿠재무국장(7) 제00101호

개별신용구입알선등록 주고쿠(개) 제8호

가 맹 단 체 ：

일본대금업협회회원 제002603호
일본크레디트협회

결 산 기 ： 3월
자 본 금 ： 60백만 엔

주 주 구 성 ： J트러스트주식회사 80%
주식회사사이쿄은행 20%

모 체 금 융 기 관 ： 주식회사 사이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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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2013.12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9,375 7,337 ▲ 2,037

영업이익 4,813 2,507 ▲ 2,306

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금융사업４４４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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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엔

회사 홈페이지

ＰＰＰＰ/ＬＬＬＬ(누계)

Topics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2013년 8월

KC카드는 회사 설립 50주년
『Amazon 기프트권』으로의 포인트 교환 서비스를 개시
카드론 ‘KC머니카드’를 리뉴얼
J2 소속 ‘FC기후’ 공식 신용카드인 FC 기후 Official/KC Card를 발행
주식회사 토마토은행과의 보증업무제휴를 개시
• 주식회사 토마토은행이 취급하는 론상품인 「토마토 KC 종합 카드론」 관련 보증업무 취급을 개시
「KC VIP LOAN CARD」(보증회사: 일본보증) 취급 개시

: KC카드주식회사
: 대표이사 사장 안도 아키라
: 후쿠오카시 하카다구 하카다에키마에 3초메 4번 2호
: 1963년 4월 26일
: 신용카드, 카드론, 신용보증업무, 부동산업무 외
: 포괄신용구입알선업자등록 규슈(포) 제30호
개별신용구입알선업자등록 규슈(개) 제14호-1
대금업등록 후쿠오카재무지국장(10) 제00030호
제3자형선납식지불수단발행업자등록 후쿠오카재무지국장 제00088호

: 일본대금업협회 일본대금업협회회원 제002328호
일본크레디트협회

: 12월
: 30억 55백만 엔
: J트러스트주식회사 98.54%(의결권 비율)
기타

상 호
대 표 자
본 점 소 재 지
설 립 일
사 업 내 용
등 록

가 맹 단 체

결 산 기
자 본 금
주 주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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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금융사업５５５５

22

회사 홈페이지

ＰＰＰＰ/ＬＬＬＬ(누계)
단위:  백만 엔

2012.12 2013.12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824 858 33

영업이익 820 ▲ 679 ▲ 1,500

※ 전기 계수는 PL연결대상이 된 2분기 이후의
계수를 사용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크레디아(CREDIA CO.,LTD.)
: 대표이사 사장 사토 토모히코
: 시즈오카현시즈오카시 스루가구미나미마치10번5호
: 2008년 7월 8일
: 개인 및 사업자 대상 론업무, 신용보증업무, 기타 업무
: 대금업등록 도카이재무국장(2) 제00165호
택지건물거래업자면허 시즈오카현지사(1) 제13120호

: 일본대금업협회회원 제005408호
: 3월
: 1억 엔
: J트러스트주식회사 100%

상 호
대 표 자
본 점 소 재 지
설 립 일
사 업 내 용
등 록

가 맹 단 체
결 산 기
자 본 금
주 주 구 성

Topics

2013년 12월 부인권 행사에 관한 소송과 관련하여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SF코퍼레이션 파산관재인 스즈키 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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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부동산사업

23

2012.12 2013.12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2,531 3,246 714

영업이익 81 144 62

회사 홈페이지

단위:  백만 엔P/L(누계)
Topics

2013년 3월

2013년 6월

어도어즈㈜를 완전모회사, 키노트㈜ 및 ㈜브레이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주식교환에 따라 키노트㈜는 어도어즈㈜의 연결자회사로 편입

당사 그룹의 조직효율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실시하였습니다. 
• 어도어즈㈜의 건축부분을 폐지하고, 키노트㈜에서 해당 사업을 새
롭게 개시

: 키노트주식회사
: 대표이사 사장 하시모토 야스시
: 도쿄도메구로구히가시야마1초메6-2 메이코빌딩6F
: 1996년 7월 10일
: 부동산매매업(단독주책 및 아파트 개발 분양)
중고주택재생사업(중고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매매하는 업태)
상업시설건축사업(상업시설 설계, 시공)
부동산중개업
컨설팅사업

: 택지건물거래업자면허 국토교통장관(1) 제7845호
1급건축사사무소 도쿄도지사등록 제55909호
특정건설업 도쿄도지사 허가(특-22) 제135078호

도쿄도시사 허가(특-25) 제135078호
: (사)전국택지건물거래업보증협회
: 3월
: 3，000만 엔
: 어도어즈주식회사(J트러스트주식회사 42.91% 보유) 100%

상 호
대 표 자
본 점 소 재 지
설 립 일
사 업 내 용

등 록

가 맹 단 체
결 산 기
자 본 금
주 주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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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엔

회사 홈페이지

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어뮤즈먼트사업１１１１

ＰＰＰＰ/ＬＬＬＬ(누계)

2012.09 2013.09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9,560 13,043 3,482

영업이익 38 949 910

※ 전기 계수는 PL연결대상이 된 2분기 이후의 계수를
사용하였습니다. 

: 어도어즈주식회사(종목코드 4712:  JASDAQ 스탠다드 상장)
: 대표이사 회장 후지사와 노부요시
대표이사 사장 사토 케이

: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1초메 7번 12호
: 1964년 2월 11일(창업), 1967년 12월 25일(설립)
: 어뮤즈먼트시설(게임센터, 가라오케, 어뮤즈먼트 카지노 등) 운영 및 서포트, 개발
어뮤즈먼트 시설 대상 경품의 기획∙제조, 판매
단독주택∙부동산 매매∙중고주택재생사업
상업시설 등의 설계∙디자인∙시공
애셋솔루션리싱사업
부동산중개업 및 컨설팅사업

: 택지건물거래업자 면허 도쿄도지사 허가 (3)제79136호
풍속8호 영업법

: (사)일본어뮤즈먼트머신협회, (사)일본어뮤즈먼트시설영업협회
: 3월
: 44억 5백만 엔
: J트러스트주식회사 42.91%
기타

상 호
대 표 자
본 점 소 재 지
설 립 일
사 업 내 용

등 록

가 맹 단 체
결 산 기
자 본 금
주 주 구 성

Topics

2013년 3월

2013년 6월

어도어즈㈜를 완전모회사, 키노트㈜ 및 ㈜브레이크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주식
교환에 따라 키노트㈜ 및 ㈜브레이크를 연결자회사로 편입

당사 그룹의 조식효율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실시
• 어도어즈㈜의 건축부분을 폐지하고, 키노트㈜에서 해당 사업을 새롭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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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어뮤즈먼트사업２２２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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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엔

회사 홈페이지

ＰＰＰＰ/ＬＬＬＬ(누계)

2012.12 2013.12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1,463 2,179 716

영업이익 49 128 79

※ 전기 계수는 PL연결대상이 된 2분기 이후의
계수를 사용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브레이크
: 대표이사 사장 네즈 다카노리
: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1초메 7번 12호
: 2007년 2월 1일
: 어뮤즈먼트기기용 경품 기획, 제작, 판매
어뮤즈먼트시설 운영 및 컨설팅 등

: 3월
: 7,500만 엔
: 어도어즈주식회사(J트러스트주식회사 42.91% 보유) 100% 

상 호
대 표 자
본 점 소 재 지
설 립 일
사 업 내 용

결 산 기
자 본 금
주 주 구 성

어도어즈㈜를 완전모회사, 키노트㈜ 및 ㈜브레이크를 완전자회사
로 하는 주식교환에 따라 ㈜브레이크는 어도어즈㈜의 연결자회사
로 편입

Topics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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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

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해외사업１１１１

단위:  백만 엔ＰＰＰＰ/ＬＬＬＬ(누계)

상 호
대 표 자
본점소재지
설 립 일
사 업 내 용
등 록
가 맹 단 체
결 산 기
자 본 금
주 주 구 성

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병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2012년 8월 13일
저축은행업
사업자등록 120-87-86754
저축은행중앙회
6월
639억 원(2014년 1월 10일 현재)
KC카드주식회사 100%
(J트러스트주식회사 98.54% 보유)

• 3분기 결산에서는 9월 재무제표에 10~12월의 주요 거래와 관련
하여 연결상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2.12기 9월 재무제표에는 1원≒0.06934엔 환산값(조정사항
없음)을 사용하였으며, 2013.12기 9월 재무제표에는 1원 ≒0.086
42엔, 조정액은 1원≒0.08848엔 환산값을 사용하였습니다.Topics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자산·부채를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
양수채권액 약 3,730억 원(약 299억 엔, １원=약 0.0802엔으로 산출)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
양수채권액 약 1,735억 원(약 153억 엔, １원=약 0.0883엔으로 산출)

2012년 10월

2013년 1월

2013년 6월

이 심벌마크는
Savings bank that warms your heart
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고객 대응’ , 그리고
‘고객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2012.12 2013.12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1 7,255 7,253

영업이익 ▲ 12 ▲ 2,193 ▲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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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2013.12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1,242 660 ▲ 581

영업이익 340 161 ▲ 178

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해외사업２２２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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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

ＰＰＰＰ/ＬＬＬＬ(누계) 단위:  백만 엔

: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

: 대표이사 사장 와타나베 다카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HLMC빌딩 12층
: 2009년 10월 26일
: 소비자금융업무
: 대출업 등록, 통신판매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한국대부금융협회 A00134
: 9월
: 130억 원
: J트러스트주식회사 100%

상 호
대 표 자
본 점 소 재 지
설 립 일
사 업 내 용
등 록

가 맹 단 체
결 산 기
자 본 금
주 주 구 성

※ 2012.12기는 1원≒0.07134엔으로, 2013.09기는 1원≒0.09025
엔으로 환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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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해외사업３３３３

: J TRUST ASIA PTE. LTD.
: 대표이사 사장 후지사와 노부요시
: 20 COLLYER QUAY #18-01 SINGAPORE, 049319
: 2013년 10월 7일
: 투자사업 및 경영지원서비스업
: 3월
: 125백만 싱가포르달러
: J트러스트주식회사 100%

28

상 호
대 표 자
본 점 소 재 지
설 립 일
사 업 내 용
결 산 기
자 본 금
주 주 구 성

Topics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대형 상업 은행 마야파다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회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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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기타사업１１１１

2012.12 2013.12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736 602 ▲ 134

영업이익 37 ▲ 67 ▲ 104

29

회사 홈페이지

단위:  백만 엔
P/L(누계)

상 호 : J트러스트시스템주식회사

대 표 자 : 대표이사 사장 이에다 타카시

본점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1초메 7번 12호

설 립 일 : 2009년 5월 27일

사 업 내 용 :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계산사무
대행 및 경영관리지도, 
컴퓨터 운용 및 관리사무 도급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및 운용지도

결 산 기 : 3월

자 본 금 : 8,000만 엔

주 주 구 성 : J트러스트주식회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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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자회사 실적 개요 –기타사업２２２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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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

단위:  백만 엔

2012.12 2013.12 전기대비증감

영업수익 506 615 109

영업이익 42 24 ▲ 17

※ 전기 계수는 PL연결대상이 된 2분기 이후의 계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상 호 : 주식회사 AAD
대 표 자 : 대표이사 사장 사카모토 에이지
본 점 소 재 지 : 도쿄도주오구히가시니혼바시2초메16-4 NS빌딩3층
창 업 일 : 1957년 7월 1일
사 업 내 용 : 광고선전 및 광고대행업

이벤트 기획∙제작 및 운영
웹사이트 기획∙입안 및 제작
스마트폰∙iPhone∙iPad 판매 및 앱 등의 기획∙입안 및 제작
포스터∙카달로그 등의 상업인쇄 전반
CF∙PV 등 촬영∙편집 및 DVD∙CD 등 기획∙제작
전자간판 기획∙제작∙운영
영업관리 컨설팅

결 산 기 : 3월
자 본 금 : 3,000만 엔
주 주 구 성 : J트러스트 100%
자 본 인 증 : FSC®산림인증제도(FSC® C092617)

ISO27001인증(IS 98440)

ＰＰＰＰ/ＬＬＬＬ(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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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의 취급에 관하여

31

이 자료는 당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당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신중히 작성되었으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포함된 예측이나 정보에 의해 발생한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기재된 의견이나 예측 등의 정보는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 당사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며, 잠재적 리스크와 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실제 실적 및 기재된 전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

➢

【이 자료 및 당사 IR에 관한 문의】

J트러스트주식회사 홍보・・・・IR부
TEL (03) 4330－9100

URL: http: //www.JT-corp.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