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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기 결산보고서〔일본 기준〕（연결） 
2019년 5월 15일 

상 장  회 사 명 주식회사 교리츠 메인터넌스 상장거래소 도쿄 
코 드  번 호 9616 ＵＲＬ https://www.kyoritsugroup.co.jp/ 
대 표 자 (직책명) 대표이사 사장 (성명) 우에다 다쿠미 
문의처  책임자 (직책명) 상무이사 경영기획본부장 (성명) 나카무라 고지 TEL 03-5295-7778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2019년 6월 26일 배당 지불 개시 예정일 2019년 6월 27일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예정일 2019년 6월 26일   
결산보충설명자료 작성 유무 ：유   
결산설명회 개최 유무 ：유（기관투자자ㆍ애널리스트 대상）  
 

（백만엔 미만 절사） 

1. 2019년 3월기 연결실적(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 
(1) 연결경영실적                                                          (% 표시는 전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회사 주주에 귀속되는 

당기 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2019년3월기 162,811 7.1 14,567 11.3 14,321 10.8 9,567 9.0 
2018년3월기 152,021 11.9 13,087 10.8 12,928 12.3 8,778 23.0 

（주）포괄이익    2019년 3월기 9,374백만엔（11.1％） 2018년 3월기 8,436백만엔（15.7％） 
 

 
주당 

당기 순이익 
잠재주식 조정 후 
주당 당기 순이익 

자기자본 
당기 순이익률 

총자산 
경상이익률 

매출 
영업이익률 

 엔 전 엔 전 ％ ％ ％ 

2019년3월기 245.41 226.17 12.6 7.3 8.9 
2018년3월기 225.86 207.50 12.9 7.1 8.6 

（참고）지분법 투자손익  2019년 3월기  ―백만엔  2018년 3월기  ―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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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3월기 202,531 79,570 39.3 2,040.75 
2018년3월기 190,929 71,839 37.6 1,842.79 

（참고）자기자본  2019년 3월기 79,570백만엔 2018년 3월기 71,839백만엔 

 

(3) 연결 현금흐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말 잔액 
 백만엔 백만엔 백만엔 백만엔 

2019년3월기 17,963 △21,474 2,606 16,070 
2018년3월기 13,029 △16,676 5,804 1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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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3월기 ― 18.00 ― 22.00 40.00 1,556 17.7 2.3 
2019년3월기 ― 20.00 ― 25.00 45.00 1,754 18.3 2.3 

2020년3월기(예상) ― 22.00 ― 25.00 47.00  18.0  
 

３．2020년 3월기 연결실적 예상（2019년 4월1일∼2020년 3월 31일）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회사 주주에 귀속
되는 당기 순이익 

주당 
당기 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엔 전 

통기 183,000 12.4 15,700 7.8 15,400 7.5 10,200 6.6 261.60 

（주） 당사는 2020년3월기부터 연차로 실적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2분기(누계) 연결실적 예상 기재를 생략

했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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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 
 ②  ① 이외의 회계방침 변경 ： 무 
 ③  회계상의 예상 변경 ： 무 
 ④  수정 재표시 ： 무 

 

 
(3) 발행주식 수（보통주）    
 ①  기말 발행주식 수(자기주식 포함) 2019년3월기 39,218,330 주 2018년3월기 39,209,238 주 

 ②  기말 자기주식 수 2019년3월기 227,634 주 2018년3월기 225,193 주 

 ③  기중 평균주식 수 2019년3월기 38,986,480 주 2018년3월기 38,866,440 주 

 
 
（참고）개별실적 개요 
1. 2019년 3월기 개별실적(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  
(1) 개별 경영실적                                                       （％ 표시는 전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 순이익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백만엔 ％ 

2019년3월기 141,500 13.6 13,561 12.3 13,795 11.6 9,490 67.4 
2018년3월기 124,588 11.2 12,077 4.5 12,365 5.4 5,669 △28.0 

 

 
주당  

당기 순이익 
잠재주식 조정 후 
주당 당기 순이익 

 엔 전 엔 전 

2019년3월기 243.44 224.36 
2018년3월기 145.87 134.01 

 
(2) 개별 재무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주당 순자산 

 백만엔 백만엔 ％ 엔 전 

2019년3월기 185,726 75,976 40.9 1,948.58 
2018년3월기 171,945 68,262 39.7 1,751.03 

（참고）자기자본 2019년 3월기  75,976백만엔 2018년3월기  68,262백만엔 
 
 
※ 결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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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보충설명자료 및 결산설명회 내용의 입수 방법에 대하여) 
결산보충설명자료는 당사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