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보고서

제82기
(창업104년　Since타이쇼7(1918)년)

시작일　：　레이와3(2021)년04월01일

종료일　：　레이와4(2022)년03월31일

(사시)

”사랑과 창조”
SHOWA KAKO CORPORATION

연결：쇼와화공、이카루가유업、SKI(인도)、SKB(브라질)、SDP＝Samurai Dairy Products(인도)、합계5사



(단위：엔)

금    액 금    액

유  동  자  산 6,596,223,870 유동부채 2,441,770,066

현금및 예금 2,295,245,131 지급어음 및 매입금 1,497,188,615

수취 어음 및 매출금 2,702,421,962 미지급금/미지급비용 414,937,694

유가증권 36,907,904 미지급법인세 등 190,262,970

재고자산 1,282,616,076 단기 차입금 283,584,000

기타 유동 자산 294,032,797 기타 유동 부채 55,796,787

대손충당금 △ 15,000,000 고정 부채 6,596,642,535

고정자산 6,381,211,028 장기 차입금 5,928,182,640

유형 고정 자산(토지 제외) 2,039,247,796 기타 고정 부채 668,459,895

토지 4,020,609,782 자본금 100,000,000

무형고정자산 22,406,530 자본잉여금 1,691,801,922

투자 ,기타 자산 298,946,920 　 이익잉여금 2,285,552,866

이연자산 95,338,743 　 자기 주식 △ 38,495,597

이연자산 95,338,743 　 환율환산조정계정 △ 4,498,151

자산의 총계 13,072,773,641 13,072,773,641

(단위：엔)

과목 금액

매출 14,524,916,165

　 매출원가 11,865,184,419

매출총이익 　 2,659,731,746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898,784,588

영업이익 760,947,158

영업외이익 93,548,720

　 영업외비용 113,672,272

경상이익 　 740,823,606

특별이익 1,561,862

　 특별손실 307,363,217

세금 등 조정 전 당기순이익 435,022,251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290,395,020

당기 순이익 　 144,627,231

쇼와화공연결

연결 대차 대조표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

쇼와화공연결

시작일　：　레이와3(2021)년04월01일

종료일　：　레이와4(2022)년03월31일

자산의 부 부체

과           목 과           목

부채 및 순자산의 총계

연결손익계산서



(단위：엔)

금액 금액

유동자산 6,196,332,876 유동 부채 1,873,824,674

현금 및 예금 2,222,792,304 지급 어음 12,040,640

수취 어음 483,023,991 외상값 1,348,543,414

외상값 1,986,279,026 미지급금 207,799,038

유가 증권 36,907,904 미지급 비용 59,632,239

제품·상품 재고 653,572,878 미지급 법인세 0

장비품 재고 427,612,196 미지급법인세 등 189,476,000

원재료 재고 131,804,412 예치금 9,485,729

공장 소모품 재고 18,679,585 가수금 39,454

기타 유동 자산 247,660,580 선수금 23,324,160

대손충당금 △ 12,000,000 일년 내 상환 장기 차입금 23,484,000

고정자산 5,293,956,983 고정 부채 5,267,643,760

유형 고정 자산 4,808,150,153 장기 차입금 4,601,139,640

건물 437,516,871 예치 보증금 245,270,600

건물 부속 설비 224,054,351 기타 부채 421,233,520

구조물 92,834,057 7,141,468,434

기계장치 606,325,913

차량 운반구 1 주주 자본

공구 기구 비품·소액 고정 자산 29,588,563 자본금 100,000,000

토지 3,417,830,397 자본 잉여금 1,692,207,915

무형 고정자산 19,842,862 자본 준비금 405,993

전화 가입권 904,404 기타 자본잉여금 1,691,801,922

소프트웨어 398,652 이익잉여금 2,595,109,107

기타 무형 고정 자산 18,539,806

투자 371,409,595 이익준비금 25,200,000

투자유가증권·출자금 162,159,894 기타 이익잉여금 2,569,909,107

장기 대출 2,874,982 별도 적립금 500,000,000

보증금 102,624,068 이월 이익금 2,069,909,107

기타(보험적립금) 103,750,651 자기 주식 △ 38,495,597

이연 자산 94,554,373 4,348,821,425

11,490,289,859 11,490,289,859

（주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누계 2,609,326,592

쇼와화공 단체

대차 대조표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

자산 부채

과목 과목

부채 합계

순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부합계

순자산 합계

자산 합계



(단위：엔)

과목 금액

매출 11,380,126,208

매출원가

기수 재고 723,261,974

당기제조원가매입액 9,187,307,275

합계 9,910,569,249

기말 재고 △ 653,572,878

매출 총이익 2,123,129,837

판매 관리비 451,703,581

일반 관리비 579,013,893

영업이익 1,092,412,363

영업외이익 81,012,579

수취이자 98,578

수취 배당금 1,766,821

잡수입 79,147,180

영업 외 비용 95,989,002

지급 이자 33,839,288

할인 이자 0

잡손실 62,149,714

경상이익 1,077,435,940

특별 이익 1,560,225

특별 손실 236,497,879

세전 당기 이익 842,498,286

법인세·주민세 및 사업세 289,589,912

당기 이익 552,908,374
（주의）　　　　　　　　　　　　　　　당기감가상각자산의 보통상각범위액 291,046,597

감가상각실시액                         291,046,597

쇼와화공 단체

손익 계산서
시작일　：　레이와3(2021)년04월01일

종료일　：　레이와4(2022)년03월31일



별도적립금 이월이익잉여금

전기 말 잔액 100,000,000 405,993 800,000 1,205,993 25,200,000 500,000,000 1,517,000,733 2,042,200,733 △ 34,532,800 2,108,873,926 2,108,873,926

합병에 의한 변동 76,237,143 76,237,143 0 △ 3,962,797 72,274,346 72,274,346 

분할에 의한 변동 1,520,032,783 1,520,032,783 0 1,520,032,783 1,520,032,783 

현물 출자에 의한 변동 47,365,999 47,365,997 47,365,997 0 94,731,996 94,731,996 

감자 △ 47,365,999 △ 47,365,997 94,731,996 47,365,999 0

당기순이익 552,908,374 552,908,374 552,908,374 552,908,374 

자기 주식 취득 0 0

당기 변동액 합계 0 0 1,691,001,922 1,691,001,922 0 0 552,908,374 552,908,374 △ 3,962,797 2,239,947,499 2,239,947,499

당기말 잔액 100,000,000 405,993 1,691,801,922 1,692,207,915 25,200,000 500,000,000 2,069,909,107 2,595,109,107 △ 38,495,597 4,348,821,425 4,348,821,425

자본잉여금 합계 이익준비금
기타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합계

주자본 등 변동계산서

시작일　：　레이와3(2021)년04월01일

종료일　：　레이와4(2022)년03월31일

주주자본

순자산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기주식 주주자본합계
자본준비금 기타자본잉여금



１．이 계산서류는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２．중요한 회계 방침에 관한 주기

(1)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시가 있는 것 취득원가법

　②　시가 없는 것 취득원가법

(2)　재고정리자산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총평균법에 의한 원가법

(3)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유형고정자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

내용 년수

건물 : 8년~25년

건물부속설비 : 3년~20년

구축물 : 8년~45년

기계장치 : 2년~22년

공구 기구 비품 : 2년~20년

차량 운반구 : 4년~7년

무형 고정 자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

(4)　리스 거래 처리 방법

(5)　대손충당금 계상 기준

(6)　소비세 등의 회계처리

소비세 등의 회계처리는 세전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３．대차대조표에 관한 주기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2,609,326,592 円

４．주주자본 등 변동계산서에 관한 주기

(1)　발행 완료 주식에 관한 사항

전기말・・・2，016주

당기말・・・53,101,019주

(2)　해당 사업연도 말일의 자기주식 수

1,390,000주

채권의 대손에 의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이입률에 

의해 대손우려채권 등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회수 불능 예상액

개별 주기표

리스 물건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이전하는 것 이외의 파이낸스 리스 거래에 대해서는 통상의 임대차 

거래와 관련된 방법에 준한 회계처리에 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