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기 반기 결산 보고서〔일본기준〕(연결) 

2020년11월30일 

 

주식회사 마루한 

 

(백만 엔 미만은 절사) 

2021년 3월기 반기 연결 실적(2020년 4월 1일~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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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3월기 반기 490,627 -36.8 3,835 -85.1 4,095 -84.3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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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포괄이익  2021년 3월기 반기-1,036백만 엔(－%)  2020년 3월기 반기16,473백만 엔(18.9%) 

 

 
1주당 

반기 순이익 

잠재 주식 조정 후 

1주당 

반기 순이익 

  엔 전  엔 전 

2021년 3월기 반기 -32.78 － 

2020년 3월기 반기 1,186.85 － 

 

 

(2)연결 재무 상태 

 총자산 순자산 자기자본비율 

 백만 엔 백만 엔 % 

2021년 3월기 반기 613,667 299,064 48.7 

2020년 3월기 반기 662,969 302,114 48.5 

참고)자기자본  2021년 3월기 반기   299,057백만 엔   2020년 3월기  302,109백만 엔 

 

 

 

 

 

 

 

 

 

 

 

 

 

 

 

첨부 자료 목차 
반기 연결 재무제표 2 

(1)반기 연결 대차대조표 2 

(2)반기 연결 손익계산서 및 반기 연결 포괄이익계산서 4 

(반기 연결 손익계산서) 4 

(반기 연결 포괄이익계산서)  5 

  



 

- 1 - 
 

 

반기 연결 재무제표 
(1)반기 연결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 엔) 

 
전기 연결회계연도 

(2020년 3월 31일) 

당반기 연결회계기간 

(2020년 9월 30일)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185,050 158,982 

외상매출금 1,079 1,373 

은행업 대출금 161,335 174,679 

상품 2,058 1,985 

원재료 및 저장품 1,195 2,552 

선급비용 4,976 6,062 

미수입금 763 1,054 

기타 4,363 4,039 

대손충당금 -2,096 -2,789 

유동자산 합계 358,725 347,940 

고정자산   

유형 고정자산   

건물 및 구축물(순액) 89,010 86,560 

공구, 기구 및 비품(순액) 15,752 14,430 

토지 58,514 58,468 

코스 계정 13,123 13,122 

건설중인 자산 2,617 4,277 

기타(순액) 1,033 1,143 

유형 고정자산 합계 180,051 178,003 

무형 고정자산   

    영업권 531 469 

    차지권 4,832 4,775 

    소프트웨어 1,076 1,189 

    기타 1,643 1,852 

    무형 고정자산 합계 8,082 8,286 

   투자 및 기타 자산   

투자유가증권 8,035 9,790 

장기대부금 20,457 20,288 

장기선급비용 908 839 

담보보증금 12,680 12,295 

건설협력금 2,714 2,667 

이연법인세자산 29,595 31,413 

기타 2,065 2,480 

대손충당금 -348 -339 

투자 및 기타 자산 합계 76,109 79,436 

고정자산 합계 264,243 265,727 

자산 합계 622,969 613,667 

 

 

 

 

 

 

 

 

(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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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연결회계연도 

(2020년 3월 31일) 

당반기 연결회계기간 

(2020년 9월 30일) 

부채   

유동부채   

   지불 어음 및 외상매입금 5,080 3,290 

전자기록 채무 20,168 2,963 

   단기차입금 5,435 16,140 

   1년내 변제예정 회사채 219 215 

   1년내 변제예정 장기차입금 26,092 24,301 

   리스채무 552 565 

   미지급금 14,724 8,578 

   미지급 비용 6,336 5,980 

   미지급 법인세 등 9,734 1,395 

   미지급 소비세 등 1,725 3,023 

   예수금 9,813 10,036 

   상여충당금 2,965 2,849 

   설비지불 어음 2,968 357 

   자산제거채무 1,047 1,066 

은행업 예금 107,243 120,430 

   기타 2,629 2,234 

   유동부채 합계 216,738 203,427 

고정부채   

   회사채 4,382 4,309 

   장기차입금 70,189 77,491 

   리스채무 5,239 5,304 

   이연세금부채 58 68 

   임원퇴직 위로 충당금 4,847 4,149 

     퇴직급부에 관한 부채 6,707 6,782 

   자산제거채무 7,998 8,273 

   기타 4,693 4,794 

   고정부채 합계 104,116 111,175 

부채 합계 320,854 314,603 

순자산   

주주자본   

  자본금 10,000 10,000 

  자본잉여금 1,670 1,670 

  이익잉여금 292,851 290,888 

   자기주식 -3,719 -4,253 

   주주자본 합계 300,802 298,304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금 -171 -137 

   이연헤지손익 -99 -98 

   외화환산 조정계정 1,958 1,331 

     퇴직급부에 관한 조정누계액 -380 -343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 합계 1,307 752 

비지배주주지분 4 6 

순자산 합계 302,114 299,064 

부채 순자산 합계 622,969 61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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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기 연결 손익계산서 및 반기 연결 포괄이익계산서 

(반기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엔) 

 

전반기 연결회계기간 

 (2019년 4월 1일~ 

2019년 9월 30일) 

당반기 연결회계기간 

 (2020년 4월 1일~ 

2020년 9월 30일) 

매출액 776,369 490,627 

매출원가 736,591 474,549 

매출총이익 39,778 16,078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3,992 12,242 

영업이익 25,785 3,835 

영업외 수익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226 179 

임대수입 670 698 

IC카드 수용수익 148 90 

지분법에 의한 투자이익 440 496 

기타 536 642 

영업외 수익 합계 2,022 2,107 

영업외 비용   

지불이자 430 405 

환차손 1,072 1,126 

임대비용 93 140 

대손충당금 이월액 1 － 

지불수수료 63 159 

기타 31 16 

영업외 비용 합계 1,693 1,848 

경상이익 26,114 4,095 

특별이익   

고정자산 매각이익 0 6 

조성금 등 수입 － 1,441 

기타 － 62 

특별이익 합계 0 1,510 

특별손실   

고정자산 매각손실 0 1 

재해 손실 88 0 

고정자산 폐기손실 270 102 

감손손실 792 0 

리스계약 해약손실 0 5 

임시 휴업에 의한 손실 － 6,582 

특별손실 합계 1,152 6,694 

세전 중간순이익 또는 세전 중간순손실 24,962 -1,088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8,286 1,232 

법인세 등 조정액 -872 -1,838 

법인세 등 합계 7,413 -605 

중간순이익 또는 중간순손실 17,549 -482 

비지배 주주에 귀속되는 중간순이익 0 2 

모기업 주주에 귀속되는 중간순이익  

또는 모기업 주주에 귀속되는 중간순손실 
17,548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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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연결 포괄이익계산서) 

 

(단위: 백만 엔) 

 

전반기 연결회계기간 

 (2019년 4월 1일~ 

2019년 9월 30일) 

당반기 연결회계기간 

 (2020년 4월 1일~ 

2020년 9월 30일) 

중간순이익 또는 중간순손실 17,549 -482 

기타 포괄이익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금 -6 8 

  이연헤지손익 1 1 

  외화환산 조정계정 -973 -557 

퇴직급부에 관한 조정액 31 34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지분상당액 -127 -41 

  기타 포괄이익 합계 -1,075 -554 

반기 포괄이익 16,473 -1,036 

(내역)   

모기업주주와 관련한 중간포괄이익 16,472 -1,039 

비지배주주와 관련한 중간포괄이익 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