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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1일
상장거래소 오사카증권거래소

상장회사명 Ｊ트러스트주식회사
코드번호 8508 ＵＲＬ　　　http://www.jt-corp.co.jp/
대표자 （직책명）　　대표이사 사장 (성명)후지사와 노부요시
문의책임자（직위명）　　　이사 (성명)구로타 가즈키 전화번호03-4330-9100
사분기 보고서 제출 예정일
배당 지급 개시 예정일 －
사분기 결산 보충 설명 자료 작성 유무：유
사분기 결산 설명회 개최 유무　　　　 ：무

（백만엔 미만 절사）
１．2012년3월기제1/4분기 연결실적（2011년４월１일～2011년６월３０일）
（１）연결경영성적(누계） （％표시는,전년 동사분기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4분기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2012년3월기제1/4분기 3,774 △ 15.6 579 △ 5.8 586 △ 57.7 377 △ 58.8

2011년3월기제1/4분기 4,469 7.8 1,379 320.6 1,385 270.5 916 50.8

（주）포괄이익 2012년3월기제1/4분기 371 백만엔 （△59.6％） 2011년3월기제1/4분기 917 백만엔 （－％）

1주당 4분기 순이익

엔 전 엔 전

2012년3월기제1/4분기

2011년3월기제1/4분기

（２）연결재정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1주당 순자산

백만엔 백만엔 ％ 엔 전

2012년3월기제1/4분기

2011년3월기

（참고）자기자본 2012년3월기제1/4분기 14,088 백만엔 2011년3월기 13,894 백만엔

２．배당 상황
연간 배당금

제1/4분기말 제２사분기말 제３사분기말 기말 합계

2011년3월기

2012년3월기
2012년3월기（예상）
（주）최근 공표된 배당예상의 수정 유무　　：　　무

３．2012년3월기 연결실적예상（2011년４월１일～2012년３월31일） （％표시는, 1년간은 전기 대비, 제２사분기（누계）는 전년 동사분기 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1주당 당기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제2사분기（누계）기간 7,485 △ 12.2 796 △ 71.3 825 △ 70.3 581 △ 70.2

1년간 16,397 △ 3.0 2,453 △ 43.3 2,503 △ 47.3 1,705 △ 47.3

（주）최근 공표된 배당예상의 수정 유무　　：　　무

４．기타
（1) 당 사분기 연결 누계 기간에 있어서의  중요한 자회사의 이동（연결범위의 변경을 수반한 특정 자회사의 이동） ： 유
신규1사（사명）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제외― 사（사명）

（주）자세히는 ４페이지'２．요약 정보 （기타）에 관한 사항 （１）당 사분기 연결 누계 기간에 있어서의 중요한 자회사의 이동'을 보십시오.

(2) 사분기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특유의 회계 처리 적용 ： 무

(3) 회계방침의 변경・회계상의 견적 변경・수정 재표시
① 회계 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회계 방침의 변경  ： 무
② ①이외의 회계방침 변경 ： 무
③ 회계상의 견적 변경 ： 무
④ 수정 재표시 ： 무

(4) 기발행 주식수（보통 주식）
① 기말기발행 주식수（자기 주식 포함）
② 기말 자기 주식수
③ 기중 평균 주식수 （사분기누계）

※사분기 리뷰 절차의 실시 상황에 관한 표시
이 사분기 결산 단신은 금융상품거래법에 의거한 사분기 리뷰 절차의 대상 외이며, 이 사분기 결산 단신의 공개 시점에서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사분기 재무제표의 리뷰절차는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예상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 기타 특기(特記) 사항
본 자료에 기재된 실적 전망 등의 장래에 대한 기술은 당사가 현재 입수한 정보 및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일정의  전제에 따르고 있으며 실제
실적 등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실적예상의 전제가 되는 가정 등에 대해서는 ,３페이지 '１．당 사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３）연결 실적 예상에 관한 정성적 정보'를 보십시오.

※결산보충설명 자료의 입수 방법에 관하여
결산보충설명 자료는 후일 ＴＤｎｅｔ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2012년3월기1Q 
2012년3월기1Q 
2012년3월기1Q 

2012201220122012년년년년3333월기월기월기월기　　　　제제제제1/41/41/41/4분기분기분기분기    반기반기반기반기    결산결산결산결산    단신단신단신단신〔〔〔〔일본일본일본일본    기준기준기준기준〕(〕(〕(〕(연결연결연결연결))))

29,638,093 주
114,716 주
30,009,780 주

2011년3월기1Q
2011년3월기
2011년3월기30,039,780 주

114,786 주
29,900,662 주

엔 전

19.47

57.05

－

－ 6.00 － 6.00 12.00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 4.00 － 6.00 10.00

38,040 14,170 37.0 470.79

37,862 13,961 36.7 464.78

2011년 8월 12일

잠재주식조정후
1주당 4분기 순이익

12.63 12.54

30.92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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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당사분기 결산에 관한 정성적 정보 

（１）연결경영성적에 관한 정성적 정보 

 당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일본 경제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그 후 전력안전공급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업의 생산활동에 일부 억제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 소비의식의 악화와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풍평(소문)피해가 확대경향을 보이는 등의 영향에 따라 경기전망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사 그룹이 속한 자금업계에서도 개정대금업법 완전실행의 영향으로 시장축소와 이자반환청구가 많은 

상태이며 또한 자금조달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축소와 폐업이 잇따르는 등 냉엄한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업계에서도 신설주책착공건수가 전년대비 약간 증가해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척박하며 지진 재해 발생에 의한 소비의식의 저하 

등 부동산거래는 저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을 바탕으로 당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에 당사 그룹에서는 한국의 소비금융회사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의 전주식을 취득하여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삼아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였습니다. 

한국의 소비자금융시장은 상한금리를 39％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과불 이자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법인세율이 일본과 비교하여 낮다는 점 등 대금업무를 영위하는 사업회사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는 시장이며 이번 

한국진출은 한국시장에서의 사업확대를 도모함은 물론 향후 해외시장전개의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업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사이쿄 은행과 새롭게 사업자대상 유담보론에 관한 보증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무보증잔액을 늘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라쿠텐 주식회사로부터 KC카드 주식회사 (구 라쿠텐 

KC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연결자회사로 삼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로써의 

사업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향후 신용업계 진입, 보증사업 강화 등을 통하여 당사 그룹의 기업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결과, 당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영업수익은 3,774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15.6％감소), 영업이익은 

579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58.0％감소), 경상이익은586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57.7％감소), 사분기 순이익은 

377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58.8％감소)이었습니다. 

  

 세그먼트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사업 

（사업자대상 대출업무） 

     사업자대상 대출업무에 대해서는 주로 주식회사 로프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업의 중･장기적인 

전략으로써 상업어음할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업어음의 융자잔액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대출금에 

대해서도 개정대금업법 완전시행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주식회사 로프로를 연결자회사로 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 당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융자잔액은 상업어음에서는 2,158백만엔(전년 동사분기 

대비48.0％증가), 영업대출금으로는 2,338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11.0％ 증가), 장기영업채권에서는 

30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39.6％감소)이었으며,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융자잔액 합계는 4,526백만엔 

(전년 동사분기대비 25.2％증가)이었습니다. 

（소비자대상 대출업무） 

    소비자대상 대출업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로프로 및 사이쿄카드 주식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융자잔액은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영업대출금에서는 

8,348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40.5％ 감소), 장기영업채권에서는 2,086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34.8％ 

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융자잔액 합계는 10,434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39.4％ 감소)이었습니다. 

（신판업무） 

    신판업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로프로 및 사이쿄카드 주식회사에서 할부판매에 의한 신판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할부입체금잔액은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1,295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59.4％ 감소), 장기영업채권에서는 42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32.5％감소), 장기영업채권을 

포함한 할부입체금잔액 합계는 1,338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58.9％ 감소) 이었습니다. 

（신용보증업무） 

 신용보증업무에 대해서는 주로 주식회사 일본보증 및 주식회사 로프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신용보증업무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사이쿄은행 및 주식회사 

도쿄스타은행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심으로 채권보증잔고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 당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채무보증잔액은 유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에서 

6,465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145.5％증가), 무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에서는 4,649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14.6％감소)이며, 채무보증잔액의 합계는 11,114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37.6％증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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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업무） 

 채권매입업무에 대해서는 당사 주식회사 로프로, 파르틸 채권회수 주식회사, 합동회사 파르틸 및 합동회사 

파르틸･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매입채권 회수도 순조로운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 영업수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써 새로운 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지만 매입안건을 신중하게 

선별함으로써 당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매입채권잔고는 3,355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33.7％감소)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융업계의 영업수익은 3,054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15.1％감소), 세그먼트 이익은 

730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41.5％ 감소)이었습니다.  

② 부동산사업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키노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융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활용해 건매주택의 판매･중개뿐만 아니라 주문주택건설사업 및 중고주택의 리노베이션 등 주택관련 비즈니스에 

의한 수익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 부동산사업의 영업수익은 379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51.0％ 감소), 세그먼트 손실은 

30백만엔(전년 동사분기는 167백만엔의 세그먼트 이익)이었습니다. 

③ 해외사업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의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가 소비자금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한국 소비자금융시장에서 착실하게 융자잔액를 늘리며 사업내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 당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영업대부금은 4,390백만 엔이었으며, 해외사업의 영업이익은 

413백만엔, 세그먼트 이익은 45백만 엔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연결자회사에 대해서는 당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전년 동사분기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④ 기타 사업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J트러스트 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주로 당사 그룹의 시스템개발, 컴퓨터 운용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 기타 사업의 영업수익은 226백만엔(전년 동사분기대비 18.5％ 증가), 세그먼트 이익은 

12백만엔(전년 동사분기는 2백만 엔의 세그먼트 손실)이었습니다. 

  

（２）연결재정상태에 관한 정성적 정보 

 당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의 총자산은 전 연결회계년도말과 비교하여 177백만엔 증가하였고 

38,040백만엔(전기 대비0.5％ 증가)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당 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의 현금 및 예금이 

7,406백만엔 감소한 한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의 연결자회사화 등에 따라 영업대출금이 3,350백만엔, 

KC카드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등에 따른 선급금이 4,279백만엔으로 각각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전 연결회계년도말과 비교하여 30백만엔 감소하여 23,869백만엔(전기 대비 0.1％ 

감소)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단기차입금이 1,286백만엔 증가한 한편 미지불 법인세 등이 973백만엔, 

이자반환손실 충당금이 466백만엔으로 각각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순자산에 대해서는 전 연결회계년도말과 비교하여 208백만엔 증가하여 14,170백만엔(전기 대비 1.5％ 

증가)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잉여금 배당을 179백만엔 실행하여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한편 사분기 순이익을 

377백만엔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의 결과, 1주당 순자산액은 전 연결회계년도말부터 6엔01전 증가하여 470엔79전을 기록, 자기자본비율은 전 

연결회계년도말 36.7％에서 0.3포인트 상승하여 37.0％이었습니다. 

  

（３）연결실적예상에 관한 정성적 정보 

 당사 그룹에서는 KC카드 주식회사가 새롭게 산하에 들어옴에 따라 카드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용카드사업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고객기반을 살린 보증사업 강화･확대를 도모, 한 층 

더 당사그룹의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C카드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특별수익으로써 부의 영업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기 연결실적에 끼치는 영향액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중이며 현시점에서는 미확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 3월기 제2사분기연결누계기간 및 당해년도 연결실적예상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12일 공표된 

실적예상에서 변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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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요약정보(기타)에 관한 사항 

（１）당사분기 연결누계기간의 중요 자회사의 이동 

 당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에 한국 소비자금융회사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의 기발행주식 전주식을 

취득하여 연결자회사로 하였기 때문에 연결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２）추가정보  

   회계상의 변경 및 오류 정정에 관한 회계기준 등의 적용  

  당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의 기수 이후에 실행되는 회계상의 변경 및 과거의 오류 정정에 따라 

 ‘회계상의 변경 및 오류정정에 관한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제24호 2009년 12월 4일) 및 ‘회계상의 변경 및 

오류 정정에 관한 회계기준 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적용지침 제24호 2009년 12월 4일)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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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사분기 연결재무제표 

（１）사분기 연결대차대조표 

（단위：천엔）

        전연결회계년도 

(2011년 3월 31일) 

당 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 

(2011년 6월 30일)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4,846,078 7,439,678 
    상업 어음 1,900,086 2,158,316 
    영업대 금  11,725,831 15,076,666 
    할부입체금 1,443,454 1,295,641 
    매입채권 4,008,882 3,355,634 
    구상권 518,308 525,741 
    상품 및 제품 412,182 833,464 
    재공품  153,259 48,091 
    선급금 － 4,279,607 
    기타 1,121,902 1,254,482 
    대손충당금 △1,836,658 △1,859,324 
    유동자산합계 34,293,325 34,408,000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1,166,225 1,146,555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344,149 445,544 
      기타 111,626 104,157 
      무형고정자산합계 455,775 549,701 
    투자 기타 자산     

      장기영업채권 2,286,790 2,160,006 
      기타 1,042,948 1,223,980 
      대손충당금 △1,382,519 △1,447,715 
      투자 기타 자산합계 1,947,219 1,936,271 
    고정자산합계 3,569,220 3,632,528 
  자산합계 37,862,546 38,040,529 

부채의 부     

  유동부채     

    할인 어음 1,291,838 1,614,170 
    단기차입금 2,465,516 3,752,266 
    1년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 1,515,545 1,392,763 
    미지불 법인세 등 1,062,163 88,343 
    이자반환손실충당금 3,359,521 3,103,775 
    기타 570,088 732,405 
    유동부채 합계 10,264,673 10,68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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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엔）

      전연결회계년도 

(2011년 3월 31일) 

당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 

(2011년 6월 30일)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10,814,803 10,576,603 
    이자반환손실충당금 2,382,998 2,172,295 
    채무보증손실충당금 203,372 188,492 
    퇴직급여충당금 － 3,923 
    기타 234,753 244,912 
    고정부채 합계 13,635,928 13,186,226 
  부채 합계 23,900,601 23,869,950 

순자산의 부     

  주주자본     

    자본금 4,496,096 4,499,066 
    자본잉여금 2,230,894 2,233,864 
    이익잉여금 7,235,454 7,433,851 
    자기주식 △72,978 △72,999 
    주주자본합계 13,889,466 14,093,783 
  기타 포괄이익누계액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금 5,190 971 
    환율환산조정계정 － △6,447 
    기타 포괄 이익누계액합계 5,190 △5,475 
  신주예약권 52,441 63,402 
  소수주주지분 14,846 18,867 
  순자산합계 13,961,944 14,170,578 

부채 순자산 합계 37,862,546 38,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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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사분기 연결손익계산서 및 사분기 연결포괄이익계산서 

（사분기 연결손익계산서） 

（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 

（단위：천엔）

    
전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 

(2010년 4월 1일 

 ~2010년 6월 30일) 

당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 

(2011년 4월 1일 

 ~2011년 6월 30일) 

영업수익 4,469,922 3,774,274 

영업비용 912,252 866,090 

영업총이익 3,557,670 2,908,184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177,966 2,328,814 

영업이익 1,379,703 579,369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2 － 
  수입배당금 1,373 18,889 
  수입임대료 4,350 9,304 
  잡수입 5,159 5,562 
  영업외수익합계 10,884 33,756 

영업외비용     

  지불이자 2,545 2,100 
  감가상각비 2,455 3,700 
  환율차손 － 17,160 
  잡손실 51 3,446 
  영업외비용합계 5,053 26,407 

경상이익 1,385,535 586,719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익 3,312 － 
  특별이익합계 3,312 －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 2,669 － 
  고정자산폐기손 128 － 
  감손손실 28,000 － 
  투자유가증권평가손 9 － 
  특별손실합계 30,808 － 

세금 등 조정 전 사분기 순이익 1,358,039 586,719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467,140 157,948 

법인세 등 조정액 △28,235 46,980 

법인세 등 합계 438,904 204,929 

소수주주 손익조정 전 사분기 순이익 919,134 381,789 

소수주주이익 2,729 4,021 

사분기순이익 916,404 37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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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기 연결 포괄이익 계산서） 

（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 

（단위：천엔）

    
전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 

(2010년 4월 1일 

 ~2010년 6월 30일) 

당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 

(2011년 4월 1일 

 ~2011년 6월 30일) 

소수주주 손익조정 전 사분기 순이익 919,134 381,789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평가 차액금 △1,458 △4,218 
  환율환산조정계정 － △6,447 
  기타 포괄이익합계 △1,458 △10,665 

사분기 포괄이익 917,675 371,123 

（내역）     

  모회사주주 관련 사분기 포괄이익 914,946 367,101 
  소수주주 관련 사분기 포괄이익 2,729 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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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계속기업 전제에 관한 주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４）세그먼트 정보 등 

（세그먼트 정보）  

Ⅰ．전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2010년 4월 1일 2010년 6월 30일 ） 

 １．각 세그먼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천엔） 

  보고 세그먼트 
기타 

（주）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고객에 대한 영업수익 3,598,330 773,365 4,371,695 98,226 4,469,922 

세그먼트간의 내부영업수익 
또는 대체잔고 － 1,201 1,201 92,826 94,028 

계 3,598,330 774,567 4,372,897 191,053 4,563,950 

세그먼트 이익 또는 손실（△） 1,248,977 167,943 1,416,920 △2,280 1,414,640 

（주）‘기타’의 구분은 보고 세그먼트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세그먼트이며 컴퓨터운용 및 관리업무,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및 운용지도업무입니다. 

  

 ２．보고 세그먼트의 이익 또는 손실 금액의 합계액과 사분기 연결손익계산서 계상액과의 차액 및 당해차액의 

주요내용（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천엔） 

이익 금액 

보고 세그먼트 합계 1,416,920 

‘기타’구분 손실 △2,280 

세그먼트간 거래소거 103 

전사비용（주） △35,040 

사분기 연결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1,379,703 

（주）전사비용은 주로 보고 세그먼트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３．각 보고 세그먼트별 고정자산 감손손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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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당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2011년 4월 1일 ~2011년 6월 30일） 

 １．보고 세그먼트별 영업수익 및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관한 정보 

（단위：천엔） 

  보고 세그먼트 
기타 
（주） 

합계 

  금융사업 부동산사업 해외사업 계 

영업수익       

외부고객에 대한 

영업수익 
2,903,853 379,351 413,618 3,696,824 77,450 3,774,274 

세그먼트간의 
내부영업수익 또는 
대체잔고 

150,354 460 － 150,814 148,883 299,698 

계 3,054,208 379,811 413,618 3,847,638 226,333 4,073,972 

세그먼트 이익 또는 

손실 （△） 
730,910 △30,501 45,426 745,835 12,177 758,013 

（주）‘기타’ 구분은 보고 세그먼트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세그먼트이며, 컴퓨터운용 및 관리업무, 소프트웨어 

수탁개발 및 운용지도업무 입니다. 

  

 ２. 보고 세그먼트 이익 또는 손실 금액 합계액과 사분기 연결손익계산서 계상액과의 차액 및 당해차액의 

주요내용 （차이조정에 관한 사항）  

                              （단위：천엔） 

이익 금액 

보고 세그먼트 계 745,835 

‘기타’ 구분 이익 12,177 

세그먼트간 거래 소거 △104,063 

전사비용（주） △74,580 

사분기 연결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579,369 

（주）전사비용은 주로 보고 세그먼트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관리비입니다. 

  

 ３. 보고 세그먼트별 고정자산 감손손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정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４. 보고 세그먼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1년 4월 1일에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한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의 기발행주식의 전주식을 

취득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함에 따라 보고 세그먼트 ‘해외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제1사분기 연결누계기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５）주주자본 금액의 현저한 변동이 있던 경우의 주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６）중요한 후발사상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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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보충정보 

영업실적 

(1) 대출금 잔액 내역 

구분      

전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  
（2010년 6월 30일 현재）  

당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  
（2011년 6월 30일 현재）  

금액（천엔）  
구성비율
（％）  금액（천엔）  

구성비율
（％）  

국내  

사업자대상 대출업무    

상업어음할인 1,476,343 7.1 2,164,089 11.2 

  (18,147)  (5,772)  

무담보대출  543,729 2.6 1,035,268 5.3 

  (32,027)  (24,562)  

유담보대부  1,595,306 7.6 1,327,576 6.9 

  (123)  (23)  

소계  3,615,379 17.3 4,526,934 23.4 

  (50,298)  (30,359)  

소비자대상 대부업무   

무담보대출  20,276,946 97.3 11,518,300 59.5 

  (3,154,252)  (2,073,926)  

기업결합조정  △4,177,024 △20.0 △1,983,597 △10.3 

유담보대부  1,123,018 5.4 900,246 4.7 

  (44,717)  (12,808)  

소계  17,222,939 82.7 10,434,949 53.9 

  (3,198,969)  (2,086,735)  

상업어음할인 합계  1,476,343 7.1 2,164,089 11.2 

  (18,147)  (5,772)  

영업대출금 합계  19,361,975 92.9 12,797,794 66.1 

  (3,231,120)  (2,111,321)  

합계  20,838,319 100.0 14,961,883 77.3 

  (3,249,268)  (2,117,094)  

해외 
소비자대상 대출업무  무담보 대출 － － 4,390,194 22.7 

    (－)  (－)  

총합계 20,838,319 100.0 19,352,078 100.0 

    (3,249,268)   (2,117,094)   

（주）１. （  ）안은 미확정분으로 장기영업채권입니다. 

    ２. 해외의 소비자대상 대부업무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1일에 연결자회사가 되었으므로 전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채무보증잔액 내역 

구분 

전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 
（2010년 6월 30일 현재） 

당제1사분기 연결회계기간말 
（2011년 6월 30일 현재） 

금액 (천엔） 
구성비율 
（％） 

금액 (천엔） 
구성비율 
（％） 

무담보 5,445,300 67.4 4,649,550 41.8 

유담보 2,633,766 32.6 6,465,025 58.2 

합계 8,079,067 100.0 11,114,5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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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수익 내역 

구분 

전제1사분기 당제1사분기 
전연결회계년도 

연결누계기간 연결누계기간 

（2010년 4월 1일 （2011년 4월 1일 （2010년 4월 1일 

  ~2010년 6월 30일）   ~2011년 6월 30일）   ~2011년 3월 31일） 

  １．소비자대상       

   (1) 무담보대부  １．증서대출 818,673 878,379 2,690,447 

   (2) 유담보대부  １．부동산담보대출 22,601 23,090 110,796 

     소비자대상 계 841,274 901,469 2,801,244

  ２．사업자대상         

   (1) 상업어음할인 １．수취할인료  23,486 50,924 141,409

   (2) 무담보대출  １．어음대출 3,077 11,747 17,618

   ２．증서대출 17,396 17,679 67,370

      소계  20,474 29,426     84,989

   (3) 유담보대출  １．부동산담보대출 3,592 16,264 66,463

   ２．유가증권담보대출 235 1,075 2,883

  
 ３．골프회원권 
     담보대출 117 73 435

  
 ４．진료보수채권 
     담보대출 110 264 556

   ５．보증금담보대출 1,142 706 4,139

      소계 5,198 18,385 74,478

     사업자대상 계 49,160 98,737 300,877

Ⅰ．대출금이자・수취할인료 890,434 1,000,206 3,102,121

 Ⅱ．매입채권회수액 176,560 903,911 2,669,992

 Ⅲ．부동산사업매출액 773,365 379,351 3,167,160

 Ⅳ．기타  １．할부입체수수료 209,902 88,426 616,679

   ２．수취수수료 76,652 85,770 391,370

   ３．수취보증료 128,251 145,845 513,968

   ４．예금이자 395 3,436 2,970

  
 ５．기타 금융 
     수익 2,081,635 1,000,546 5,823,330

   ６．기타 132,724 166,779 621,373

      소계 2,629,562 1,490,804 7,969,692

영업수익 계 4,469,922 3,774,274 16,908,967

（주）기타 금융수익은 주로 채권매입업무의 대부채권 회수액과 당해취득원가와의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