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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3 월기 통기 실적에 관한 안내 
 

 

SBI FinTech Solutions주식회사(본사：도쿄도 시부야구, 대표이사：산몬지 마사타카, 한국 

KOSDAQ시장 상장, 이하 「당사」)는 금일 2018년 3월기 잠정 실적 및 2019년 3월기의 실적 

전망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기(2017년 4 월 1일～2018년 3월 31일) 실적】(※1) (※2) 

(단위：천엔) 

 
2017 년 3 월기 

(2016 년 4 월～2017 년 3 월) 

2018 년 3 월기 

 (2017 년 4 월～2018 년 3 월) 

전기대비 

(％) 

매출액 8,076,636 13,016,802 +61.2 

영업이익 546,335 1,143,198 +109.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43,376 1,076,875 +98.2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366,148 806,670 +120.3 

※원 환산치 (단위：천원) 

 
2017 년 3 월기(※3) 

(2016 년 4 월～2017 년 3 월) 

2018 년 3 월기(※4) 

(2017 년 4 월～2018 년 3 월) 

전기대비 

(％) 

매출액 85,701,185 130,417,943 +52.2 

영업이익 5,797,161 11,453,929 +97.6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765,763 10,789,426 +87.1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3,885,196 8,082,188 +108.0 

 

【2019년 3월기(2018년 4 월 1일～2019년 3월 31일) 실적 예상수치】(※5)  

(단위：천엔)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2019 년 3 월기 

(2018 년 4 월～2019 년 3 월) 
14,590,000  1,320,000  1,260,000  829,000  

전기대비(％) +12.1 +15.5 +17.0 +2.8 

 

(※1) 상기 실적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전 수치로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IFRS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엔화/원화 환산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 1JPY＝10.6110KRW을 적용하였습니다. 

(※4) 엔화/원화 환산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 1JPY＝10.0192KRW을 적용하였습니다. 

전기 대비 엔화가 5.6％ 절하되었습니다. 

(※5) 실적 전망 등의 장래 실적에 관한 내용은 현재 입수한 정보 및 당사가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전제 조건에 

근거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실제의 실적 결과치 등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기 실적은 결제서비스 사업에서의 취급액 및 처리건수 확대와 함께 기업지원 서

비스 사업에서의 대규모 수주 등을 비롯한 신규가맹점 획득 등에 따른 견조한 추이, 국제송금 

서비스의 취급액 증가 및 소셜렌딩 서비스에서의 신규융자 실행 안건 증가에 따른 개인머니서

비스 사업의 대폭 신장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13,017백만엔(전기대비 61.2% 증가), 영업이익

은 1,143백만엔(전기대비 109.2% 증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77백만엔(전기대비 98.2% 증

가)을 기록하여 대체로 실적전망대로 추이하였습니다.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당사 자회사의 

세효과 회계 적용 등으로 807백만엔(전기대비 120.3% 증가)을 기록하여 실적전망을 크게 상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axes-grou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