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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기 결산보고서〔일본 기준〕（연결） 
2013년 5월 15일 

상 장  회 사 명 주식회사 교리츠 메인터넌스 상장거래소 도쿄
코 드  번 호 9616 ＵＲＬ http://www.kyoritsugroup.co.jp/ 
대 표 자 (직책명) 대표이사 사장 (성명) 사토 미쓰타카 
문의처 책임자 (직책명) 이사 부사장 (성명) 우에다 다쿠미 TEL 03-5295-7778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2013년 6월 26일 배당 지불 개시 예정일 2013년 6월 27일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예정일 2013년 6월 26일   
결산보충설명자료 작성 유무 ：유   
결산설명회 개최 유무 ：유（기관투자자 대상）  
 

（백만엔 미만 절사） 

1. 2013년 3월기 연결실적(2012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 
  (1)연결경영실적                                                         (% 표시는 전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 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2013년3월기 99,472 9.1 6,521 8.4 5,599 21.7 3,206 34.9
2012년3월기 91,170 7.3 6,017 30.5 4,602 39.1 2,376 125.7

（주）  포괄이익        2013년 3월기 3,791백만엔（67.0％）    2012년 3월기 2,270백만엔（87.7％） 

 

 
주당 

당기 순이익 
잠재주식 조정 후
주당 당기 순이익

자기자본 
당기 순이익률 

총자산 
경상이익률 

매출 
영업이익률 

 엔 전 엔 전 ％ ％ ％

2013년3월기 227.21 ― 9.7 4.5 6.6
2012년3월기 166.35 152.43 7.7 3.4 6.6

（참고） 지분법 투자손익 2013년 3월기  ―백만엔    2012년 3월기  ―백만엔 
 
(2) 연결 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주당 순자산 
 백만엔 백만엔 ％ 엔 전

2013년3월기 122,259 34,782 28.4 2,465.00
2012년3월기 125,649 31,551 25.1 2,235.83

（참고）자기자본      2013년 3월기  34,782백만엔     2012년 3월기  31,551백만엔 
 
(3) 연결 현금흐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말 잔액
 백만엔 백만엔 백만엔 백만엔

2013년3월기 5,025 2,039 △8,402 16,665
2012년3월기 5,841 2,287 △18,642 16,384

 
２．배당 상황 

 연간 배당금 배당금  
총액 

(합계) 

배당성향 
(연결) 

순자산 
배당률 
(연결)  제1분기 말 제2분기 말 제3분기 말 기말 합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백만엔 ％ ％

2012년3월기 ― 19.00 ― 19.00 38.00 541 22.8 1.8
2013년3월기 ― 19.00 ― 24.00 43.00 606 18.9 1.8
2014년3월기

(예상) 
― 21.00 ― 22.00 43.00  17.8 

 
３．2014년 3월기 연결실적 예상（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 

（％ 표시 : 통기는 전기 대비, 분기는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 순이익 
주당  

당기 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엔 전

제2분기(누계) 51,600 9.0 3,550 △2.8 2,950 △2.9 1,600 △1.2 113.39
통기 106,200 6.8 7,100 8.9 6,200 10.7 3,400 6.0 2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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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회기 중 중요 자회사의 변동(연결 범위 변경을 수반하는 특정 자회사의 변동) ： 무 
         
(2) 회계방침의 변경ㆍ회계상의 예상 변경ㆍ수정 재표시 
 ①  회계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회계방침 변경 ： 유 
 ②  ① 이외의 회계방침 변경 ： 무 
 ③  회계상의 예상 변경 ： 유 
 ④  수정 재표시 ： 무 
(주) 당 연결 회계년도부터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했으며, 이는 ‘회계방침 변경을 회계상의 예상 변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P.25 ‘4. 연결 재무제표 (5)연결 재무제
표에 대한 주의사항(회계상의 예상 변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회계방침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발행주식 수（보통주）    
 ①  기말 발행주식 수(자기주식 포함) 2013년3월기 15,125,582 주 2012년3월기 15,125,582 주
 ②  기말 자기주식 수 2013년3월기 1,014,894 주 2012년3월기 1,013,844 주
 ③  기중 평균주식 수 2013년3월기 14,111,430 주 2012년3월기 14,286,461 주
 
 
 
（참고）개별실적 개요 
1. 2013년 3월기 개별실적(2012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  
(1) 개별 경영실적                                                 （％ 표시는 전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 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2013년3월기 81,633 8.8 5,842 20.1 5,216 37.3 2,684 46.6
2012년3월기 75,038 8.3 4,863 24.6 3,799 40.1 1,831 97.5

 

 
주당  

당기 순이익 
잠재주식 조정 후
주당 당기 순이익

 엔 전 엔 전

2013년3월기 190.25 ― 
2012년3월기 128.17 117.44

 
(2) 개별 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주당 순자산 
 백만엔 백만엔 ％ 엔 전

2013년3월기 111,065 31,734 28.6 2,248.98
2012년3월기 111,359 29,027 26.1 2,056.97

（참고）자기자본 2013년 3월기  31,734백만엔     2012년 3월기 29,027백만엔 
 
2. 2014년 3월기 개별실적 예상（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 

 （％ 표시 : 통기는 전기 대비, 분기는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 순이익 주당 당기 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엔 전

제2분기(누계) 44,100 8.0 3,100 1.0 1,750 13.2 124.02
통기 88,700 8.7 6,000 15.0 3,350 24.8 237.41

 
※ 감사 절차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 
본 결산보고서는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감사 절차의 대상 외이며, 이 결산보고서 공개 시점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실적 예상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설명 및 기타 특기사항 
(장래에 관한 기술 등에 대한 주의) 
본 자료에 게재되어 있는 실적 전망 등 장래에 관한 기술은 당사가 현재 입수한 정보 및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일정한 전제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 달성을 당사가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의 실
적 등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적 예상의 전제가 되는 조건 및 실적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은 첨부자료 P.2 ‘1. 경영실적ㆍ재무상태

에 관한 분석 (1)경영실적에 관한 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결산보충설명자료 입수 방법에 대하여) 
결산보충설명자료는 당사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