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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기 결산보고서〔일본 기준〕（연결） 
2016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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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9일 배당 지불 개시 예정일 2016년 6월 30일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예정일 2016년 6월 29일   
결산보충설명자료 작성 유무 ：유   
결산설명회 개최 유무 ：유（기관투자자 대상）  
 

（백만엔 미만 절사） 

1. 2016년 3월기 연결실적(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 
(1) 연결경영실적                                                          (% 표시는 전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회사 주주에 귀속되는

당기 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2016년3월기 135,053 22.5 10,244 24.7 9,775 27.6 5,970 36.1
2015년3월기 110,212 4.7 8,217 9.7 7,663 12.7 4,387 14.6

（주）포괄이익    2016년 3월기 5,405백만엔（3.9％） 2015년 3월기 5,200백만엔（28.1％） 
 

 
주당 

당기 순이익 
잠재주식 조정 후
주당 당기 순이익

자기자본 
당기 순이익률 

총자산 
경상이익률 

매출 
영업이익률 

 엔 전 엔 전 ％ ％ ％ 

2016년3월기 314.56 305.48 11.4 6.5 7.6
2015년3월기 275.29 224.78 10.8 5.6 7.5

（참고）지분법 투자손익  2016년 3월기  ―백만엔  2015년 3월기  ―백만엔 
（주）당사는 2015년 4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에 대해 1.2주 비율로 주식분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연결회계년도의 기초에 

해당 주식분할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주당 당기 순이익’ 및 ‘잠재주식 조정 후 주당 당기 순이익’을 산정했습니다. 

 

(2) 연결 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주당 순자산 
 백만엔 백만엔 ％ 엔 전 

2016년3월기 161,402 57,974 35.9 2,997.10
2015년3월기 139,750 46,913 33.6 2,658.90

（참고）자기자본  2016년 3월기 57,974백만엔 2015년 3월기 46,913백만엔 
（주）당사는 2015년 4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에 대해 1.2주 비율로 주식분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연결회계년도의 기초에 

해당 주식분할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주당 순자산’을 산정했습니다. 

 

(3) 연결 현금흐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말 잔액
 백만엔 백만엔 백만엔 백만엔 

2016년3월기 8,222 △13,971 15,708 25,603
2015년3월기 7,679 △12,018 △3,760 15,758

 

２．배당 상황 
 연간 배당금 배당금 총액 

(합계) 
배당성향 
(연결) 

순자산배당률
(연결)  제1분기 말 제2분기 말 제3분기 말 기말 합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엔 전 백만엔 ％ ％ 

2015년3월기 ― 24.00 ― 26.00 50.00 695 15.1 1.7
2016년3월기 ― 25.00 ― 27.00 52.00 1,003 16.5 1.8

2017년3월기(예상) ― 26.00 ― 26.00 52.00  14.6 
 

（주）당사는 2015년 4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에 대해 1.2주 비율로 주식분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기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분할 전의 실제 배당금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３．2017년 3월기 연결실적 예상（2016년 4월1일∼2017년 3월 31일） 
（％ 표시 : 통기는 전기 대비, 분기는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회사 주주에 귀속
되는 당기 순이익 

주당 
당기 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엔 전

제2분기(누계) 69,800 4.4 7,100 15.4 6,700 16.2 4,200 10.5 217.13
통기 138,000 2.2 11,500 12.3 11,000 12.5 6,900 15.6 3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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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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 
 ④  수정 재표시 ： 무 

(주）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P.24 ‘５. 연결 재무제표 (5)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의사항(회계방침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3) 발행주식 수（보통주）    
 ①  기말 발행주식 수(자기주식 포함) 2016년3월기 19,452,173 주 2015년3월기 18,150,698 주

 ②  기말 자기주식 수 2016년3월기 108,573 주 2015년3월기 506,662 주

 ③  기중 평균주식 수 2016년3월기 18,981,241 주 2015년3월기 15,938,943 주
(주）당사는 2015년 4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에 대해 1.2주 비율로 주식분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연결회계년도의 기

초에 해당 주식분할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발행주식 수(보통주식)를 산정했습니다. 

 
 
（참고）개별실적 개요 
1. 2016년 3월기 개별실적(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  
(1) 개별 경영실적                                                       （％ 표시는 전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 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2016년3월기 104,912 10.7 9,668 18.9 9,589 18.0 6,279 21.9
2015년3월기 94,766 7.0 8,131 16.5 8,124 16.1 5,152 21.0

 

 
주당  

당기 순이익 
잠재주식 조정 후
주당 당기 순이익

 엔 전 엔 전 

2016년3월기 330.82 321.26
2015년3월기 323.29 263.97

（주）당사는 2015년 4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에 대해 1.2주 비율로 주식분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연도의 기초에 해
당 주식분할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주당 당기 순이익’ 및 ‘잠재주식 조정 후 주당 당기 순이익’을 산정했습니다. 

 
(2) 개별 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주당 순자산 
 백만엔 백만엔 ％ 엔 전 

2016년3월기 146,034 56,802 38.9 2,936.49
2015년3월기 123,747 44,876 36.3 2,543.46

（참고）자기자본 2016년 3월기  56,802백만엔 2015년3월기 44,876백만엔 
（주）당사는 2015년 4월 1일부로 보통주식 1주에 대해 1.2주 비율로 주식분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연도의 기초에 해

당 주식분할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주당 순자산’을 산정했습니다. 

 
2. 2017년 3월기 개별실적 예상（2016년 4월 1일∼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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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00 7.9 6,500 10.5 4,300 6.1 222.30
통기 113,000 7.7 10,700 11.6 7,100 13.1 367.05

 

 
※ 감사 절차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 
본 결산보고서는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감사 절차의 대상 외이며, 이 결산보고서 공개 시점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절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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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등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실적 예상의 전제가 되는 조건 및 실적 예상의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은 첨부자료 P.2 ‘1. 경영실적ㆍ재무상태에 관한 분석 (1)경

영실적에 관한 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결산보충설명자료 및 결산설명회 내용의 입수 방법에 대하여) 
결산보충설명자료는 당사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