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기 반기 결산 보고서〔일본기준〕(연결) 

2019년12월5일 

 

주식회사 마루한 

 

(백만 엔 미만은 절사) 

2020년 3월기 반기 연결 실적(2019년 4월 1일~2019년 9월 30일) 

(1)연결 경영 실적                   (%표시는 전년도 반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회사에 귀속되는

반기 순이익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백만 엔 % 

2020년 3월기 반기 776,369 -0.5 25,785 39.4 26,114 14.4 17,548 12.8 

2019년 3월기 반기 780,598 -2.4 18,500 3.8 22,835 23.5 15,560 37.7 

(주)포괄이익  2020년 3월기 반기16,473백만 엔(18.9%)  2019년 3월기 반기13,858백만 엔(30.0%) 

 

 
1주당 

반기 순이익 

잠재 주식 조정 후 

1주당 

반기 순이익 

  엔 전  엔 전 

2020년 3월기 반기 1,186.85 － 

2019년 3월기 반기 1,016.86 － 

 

 

(2)연결 재무 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백만 엔 백만 엔 % 

2020년 3월기 반기 586,302  305,306 52.1 

2019년 3월기 557,903 290,642 52.1 

참고)자기자본  2020년 3월기 반기   305,302백만 엔   2019년 3월기  290,641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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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연결 재무제표 

(1)반기 연결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 엔) 

 

전기 연결회계연도 

(2019년 3월 31일) 

당반기 연결회계기간 

(2019년 9월 30일)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64,254 178,090 

외상매출금 1,157 1,317 

은행업 대출금 125,962 136,913 

상품 1,920 2,259 

원재료 및 저장품 1,386 876 

선급비용 4,654 5,639 

미수입금 2,388 870 

기타 3,477 3,608 

대손충당금 -2,401 -2,778 

유동자산 합계 302,800 326,798 

고정자산   

유형 고정자산   

건물 및 구축물(순액) 90,007 87,829 

공구, 기구 및 비품(순액) 15,213 15,344 

토지 56,325 57,822 

코스 계정 12,067 13,064 

건설중인 자산 1,420 3,435 

기타(순액) 1,016 1,070 

유형 고정자산 합계 176,051 178,566 

무형 고정자산   

    영업권 5 592 

    차지권 5,290 5,343 

    소프트웨어 863 863 

    기타 165 172 

    무형 고정자산 합계 6,324 6,972 

   투자 및 기타 자산   

투자유가증권 7,509 7,624 

장기대부금 20,681 20,652 

장기선급비용 1,148 1,066 

담보보증금 12,386 12,843 

건설협력금 3,217 2,986 

이연법인세자산 26,153 27,002 

기타 2,381 2,511 

대손충당금 -752 -722 

투자 및 기타 자산 합계 72,726 73,964 

고정자산 합계 255,102 259,503 

자산 합계 557,903 58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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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엔) 

 

전기 연결회계연도 

(2019년 3월 31일) 

당반기 연결회계기간 

(2019년 9월 30일) 

부채   

유동부채   

   지불 어음 및 외상매입금 6,953 5,103 

전자기록 채무 13,710 12,913 

   단기차입금 4,579 6,326 

   1년내 변제예정 회사채 222 215 

   1년내 변제예정 장기차입금 28,141 24,212 

   리스채무 229 237 

   미지급금 12,706 10,245 

   미지급 비용 5,327 5,087 

   미지급 법인세 등 5,582 9,092 

   미지급 소비세 등 2,727 2,460 

   예수금 9,893 9,738 

   상여충당금 3,105 3,104 

   설비지불 어음 1,485 1,222 

   자산제거채무 706 819 

은행업 예금 89,579 101,567 

   기타 1,211 1,107 

   유동부채 합계 186,162 193,455 

고정부채   

   회사채 1,443 2,263 

   장기차입금 52,282 57,732 

   리스채무 4,238 4,117 

   이연세금부채 53 55 

   임원퇴직 위로 충당금 4,551 4,772 

     퇴직급부에 관한 부채 5,498 5,528 

   자산제거채무 8,078 8,073 

   기타 4,952 4,997 

   고정부채 합계 81,098 87,540 

부채 합계 267,261 280,995 

순자산   

주주자본   

  자본금 10,000 10,000 

  자본잉여금 1,670 1,670 

  이익잉여금 280,576 296,350 

   자기주식 -3,681 -3,719 

   주주자본 합계 288,565 304,301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금 -30 -54 

   이연헤지손익 -139 -138 

   외화환산 조정계정 2,371 1,286 

     퇴직급부에 관한 조정누계액 -125 -91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 합계 2,076 1,001 

비지배주주지분 0 4 

순자산 합계 290,642 305,306 

부채 순자산 합계 557,903 58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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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기 연결 손익계산서 및 반기 연결 포괄이익계산서 

(반기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엔) 

 

전반기 연결회계기간 

 (2018년 4월 1일~ 

2018년 9월 30일) 

당반기 연결회계기간 

 (2019년 4월 1일~ 

2019년 9월 30일) 

매출액 780,598 776,369 

매출원가 749,106 736,591 

매출총이익 31,491 39,778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2,991 13,992 

영업이익 18,500 25,785 

영업외 수익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261 226 

환차익 2,566 －  

투자 유가증권 매각익 658 － 

임대수입 638 670 

IC카드 수용수익 174 148 

지분법에 의한 투자이익 419 440 

기타 398 536 

영업외 수익 합계 5,117 2,022 

영업외 비용   

지불이자 486 430 

환차손 － 1,072 

임대비용 120 93 

대손충당금 이월액 － 1 

지불수수료 99 63 

기타 74 31 

영업외 비용 합계 781 1,693 

경상이익 22,835 26,114 

특별이익   

고정자산 매각이익 32 0 

기타 0 － 

특별이익 합계 32 0 

특별손실   

고정자산 매각손실 15 0 

재해 손실 37 88 

고정자산 폐기손실 720 270 

임대차계약 해약손실 85 － 

감손손실 97 792 

리스계약 해약손실 5 0 

특별손실 합계 963 1,152 

세금 등 조정 전 반기 순이익 21,905 24,962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7,926 8,286 

법인세 등 조정액 -1,571 -872 

법인세 등 합계 6,355 7,413 

반기 순이익 15,549 17,549 

비지배주주에 귀속되는 중간순이익 또는 

비지배주주에 귀속되는 중간순손실 
-10 0 

모기업주주에 귀속되는 중간순이익 15,560 1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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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연결 포괄이익계산서) 

 

(단위: 백만 엔) 

 

전반기 연결회계기간 

 (2018년 4월 1일~ 

2018년 9월 30일) 

당반기 연결회계기간 

 (2019년 4월 1일~ 

2019년 9월 30일) 

중간순이익 15,549 17,549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금 -1,050 -6 

  이연헤지손익 20 1 

  외화환산 조정계정 -828 -973 

퇴직급부에 관한 조정액 167 31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지분상당액 -0 -127 

  기타 포괄이익 합계 -1,691 -1,075 

반기 포괄이익 13,858 16,473 

(내역)   

모기업주주와 관련한 중간포괄이익 13,885 16,472 

비지배주주와 관련한 중간포괄이익 -27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