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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3 월기 제 1 사분기 실적 및 통기 실적전망 수정에 관한 안내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본사：도쿄도 시부야구, 대표이사 사장：산몬지 마사타카, 한

국 KOSDAQ시장 상장, 이하 「당사」)는 금일 2019년 3월기 제1사분기 잠정실적 및 통기 실적

전망의 수정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통기 실적전

망 수정치는 신 수익인식기준인 IFRS 제15호의 적용에 따라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총액표시에

서 순액표시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2019 년 3 월기 제 1 사분기(2018 년 4 월 1 일～2018 년 6 월 30 일) 실적】(※1) (※2) 

(단위：천엔) 

 

2018 년 3 월기 

제 1 사분기 

(2017 년 4 월～2017 년 6 월) 

2019 년 3 월기 

제 1 사분기 

 (2018 년 4 월～2018 년 6 월) 

전년동기대비 

(％) 

매출액(※3) 1,652,190 2,042,054 +23.6 

영업이익 355,582 462,773 +30.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44,031 427,822 +24.4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264,248 309,050 +17.0 

 

※원 환산치 (단위：천원) 

 

2018 년 3 월기 

제 1 사분기(※4) 

(2017 년 4 월～2017 년 6 월) 

2019 년 3 월기 

제 1 사분기(※5) 

(2018 년 4 월～2018 년 6 월) 

전년동기대비 

(％) 

매출액(※3) 17,227,500 20,203,061 +17.3 

영업이익 3,617,407 4,578,444 +26.6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499,897 4,232,655 +20.9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2,688,249 3,057,58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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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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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FRS 제15호 적용에 따라 제1사분기의 일부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총액표시에서 순액표시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실적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기 제1사분기 실적의 매출액을 IFRS 제15호의 적용한 

소급 수정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IFRS 제15호 적용전의 2018년 3월기 제1사분기 매출액은 3,036,986천엔(원화 

환산치 30,895,866천원)입니다. 

(※4) 엔화/원화 환산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 1JPY＝10.1732KRW을 적용하였습니다. 

(※5) 엔화/원화 환산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 1JPY＝9.8935KRW 을 적용하였습니다. 

동기간 엔화가 전기대비 2.7％ 절하되었습니다. 



 

당 제1사분기 실적은 결제서비스 사업에서의 취급액 및 처리건수의 견조한 추이와 더불어 

개인머니서비스 사업에서 국제송금서비스의 취급액 증가와 소셜렌딩서비스의 신규융자실행에 

따른 수익 증가 등으로 크게 신장한 결과, 매출액은 2,042백만엔(전년동기대비 23.6% 증가), 영

업이익은 463백만엔(전년동기대비 30.1% 증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28백만엔(전년동기대비 

24.4% 증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309백만엔(전년동기대비 17.0% 증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18년 5월 11일 공시한 통기 실적전망은 IFRS 제15호를 적용하기 전의 수치를 전제

로 하고 있으므로 IFRS 제15호 적용에 맞추어 통기 실적전망의 매출액을 14,590백만엔에서 

7,970백만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IFRS 제15호 적용으로 일부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순액표시하게 되며,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의 실

적예상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실적전망 등의 장래 실적에 관한 기술은 당사가 현재 

입수한 정보 및 현 시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일정한 전제 조건에 근거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실제의 실적 결과치 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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