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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엔 미만 버림) 

1. 2020년 3월기 연결실적 (2019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 

(1) 연결경영성적 (% 표시는 전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2020년 3월기  169,770 4.3 11,205 △23.1 12,499 △12.7 6,927 △27.6 

2019년 3월기 162,811 7.1 14,567 11.3 14,321 10.8 9,567 9.0  

(주) 포괄이익 
2020년 

3월기 
6,219 백만 엔 (△33.7%)  2019년 3월기 9,374 백만 엔 (11.1%) 

 

 
1주당  

당기순이익 

잠재주식 조정 후  

1주당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 

총자산  

경상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엔 전 엔 전 % % % 

2020년 3월기 177.68 － 8.5 6.0 6.6 

2019년 3월기 245.41 245.37 12.6 7.3 8.9  
(참고) 지분법 투자손익 2020년 3월기 － 백만 엔  2019년 3월기 － 백만 엔 

(주) 당해 사업연도의 잠재주식 조정 후 1주당 당기순이익은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주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연결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1주당 순자산 

 백만 엔 백만 엔 % 엔 전 

2020년 3월기 217,086 83,954 38.7 2,153.24 

2019년 3월기 202,531 79,570 39.3 2,040.75  
(참고) 자기자본 2020년 3월기 83,954 백만 엔  2019년 3월기 79,570 백만 엔 

 

(3) 연결현금흐름 상황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기말잔액 

 백만 엔 백만 엔 백만 엔 백만 엔 

2020년 3월기 16,460 △22,904 8,208 17,792 

2019년 3월기 17,963 △21,474 2,606 16,070 

 

2. 배당 상황 

 
연간 배당금 배당금 총액 

(합계) 
배당성향 
(연결) 

순자산배당

률(연결) 제1분기 말 제2분기 말 제3분기 말 기말 합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백만 엔 % % 
2019년 3월기 － 20.00 － 25.00 45.00 1,754 18.3 2.3 

2020년 3월기 － 22.00 － 23.00 45.00 1,754 25.3 2.1 

2021년 3월기 (예상) － － － － －  －  

(주) 2021년 3월기의 배당 예상은 현재 단계에서 미정입니다. 

 

3. 2021년 3월기 연결실적 예상 (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영향을 현재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1년 

3월기 연결실적 예상이 미정입니다. 실적 예상을 공개할 수 있는 단계에서 신속하게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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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1) 기중 중요 자회사의 변동 (연결 범위의 변경이 따르는 특정 자회사의 변동): 없음 

 

(2) 회계방침 변경, 회계상 예상치 변경, 수정 재표시 

①  회계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회계방침 변경: 없음 

②  ① 이외의 회계방침 변경 : 없음 

③  회계상 예상치 변경 : 없음 

④  수정 재표시 : 없음 

 

(3) 발행주식수 (보통주식) 

①  기말 발행주식수 (자기주식 

포함) 
2020년 3월기 39,218,826 주 2019년 3월기 39,218,330 주 

②  기말 자기주식수 2020년 3월기 228,844 주 2019년 3월기 227,634 주 

③  기중 평균주식수 2020년 3월기 38,990,276 주 2019년 3월기 38,986,480 주 

 

 

(참고) 개별실적 개요 

1. 2020년 3월기 개별실적 (2019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 

(1) 개별경영성적 (% 표시는 전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2020년 3월기 145,469 2.8 9,983 △26.4 11,731 △15.0 7,127 △24.9 

2019년 3월기 141,500 13.6 13,561 12.3 13,795 11.6 9,490 67.4 

 

 
1주당  

당기순이익 

잠재주식 조정 후  

1주당 당기순이익 

 엔 전 엔 전 

2020년 3월기 182.81 － 

2019년 3월기 243.44 243.41 

(주) 당해 사업연도의 잠재주식 조정 후 1주당 당기순이익은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주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개별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1주당 순자산 

 백만 엔 백만 엔 % 엔 전 

2020년 3월기 196,946 80,783 41.0 2,071.91 

2019년 3월기 185,726 75,976 40.9 1,948.58  
(참고) 자기자본 2020년 3월기 80,783 백만 엔  2019년 3월기 75,976 백만 엔 

 

※  결산 요약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적 예상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과 기타 특기사항 

(장래에 관한 기재 내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실적 전망 등 장래에 관해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당사가 현재 입수한 정보 및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일정한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나, 당사가 그 달성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실적 등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적 예상의 전제가 되는 조건 및 실적 예상의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은 첨부자료의 P.5 “1. 경영성적 등의 

대략적 상황 (4) 향후 전망”을 참조해 주십시오. 

 

(결산 보충설명자료 및 결산설명회 내용의 입수 방법) 

 결산 보충설명자료 및 결산설명회의 내용을 녹화한 동영상은 당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