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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회사 이동에 따른 주식양도 및 통기 실적예상 수정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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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상장, 이하 「당사」)는 금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의 연결자회사인 SBI소셜렌딩 주식회사 

(이하 「SBISL」)의 모든 주식을 당사의 모회사인 SBI홀딩스 주식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주식양도에 따라 SBISL은 당사의 연결자회사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30일에 공표한 2019년 3월기 통기 실적예상을 수정하였기에 함께 알려드립니다. 

 

1. 주식양도 이유 

규제완화에 따라 진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Cashless화」의 큰 흐름은 당사 

의 주력사업인 결제사업·국제송금사업의 중요한 성장 기회가 되는 동시에, 경쟁환경의 변화 

에 더욱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당사는 경영자원을 두 사업분야에 집중시켜 더 높은 기업가치 향 

상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향후의 운영체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셜렌딩사업을 전개하는 SBISL에 대해서는 증권·은행을 

비롯한 SBI그룹 각 사와의 제휴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SBISL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동 자회사 개요 

(1) 명칭 SBI 소셜렌딩 주식회사 

(2)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3) 대표자 대표이사 오다 타카유키 

(4) 사업내용 소셜렌딩서비스의 출자모집업무, 대금업무 

(5) 설립일 2008 년 1 월 24 일 

(6) 자본금 10 백만엔 

(7) 대주주 및 지주비율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100％ 

 

3. 양도주식수 및 양도전후 소유주식수 현황  

(1) 양도전 소유주식수 222,768 주(소유비율 100％) 

(2) 양도주식수 222,768 주 

(3) 양도후 소유주식수 0 주(소유비율 0％) 

(4) 양도가액 산정근거 
양도가액은 각 당사자가 선정한 제 3 자기관에 지분가액 산정을 

의뢰하였으며, 모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4. 일정 

(1) 이사회 결의일 2018 년 12 월 13 일 

(2) 주식양도계약 체결일 2018 년 12 월 14 일 

(3) 주식양도 실행일 2018 년 12 월 28 일 

 

5. 통기 실적예상의 수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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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엔）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전회 발표 예상치(A) 7,970,000 1,320,000 1,260,000 829,000 

이번 발표 예상치(B) 7,970,000 1,400,000 1,270,000 911,000 

증감액(B－A) － +80,000 +10,000 +82,000 

증감률(％) － +6.1％ +0.8％ +9.9％ 

 

(참고) SBISL 비계속사업 재편성 전 참고수치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전회 발표 예상치(A) 7,970,000 1,320,000 1,260,000 829,000 

이번 발표 예상치(B’) 8,392,000 1,523,000 1,393,000 911,000 

증감액(B’－A) +422,000 +203,000 +133,000 +82,000 

2018 년 3 월기 실적 7,101,154 1,143,198 1,076,875 806,670 

 

(2) 수정 이유 

주식양도 실행일을 기준으로 SBISL는 IFRS 제5호 「매각 목적으로 보유하는 비유동자산 및 

비계속사업」※2에 따라 비계속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서는 계속사업에서 SBISL의 전부를 제외하고, 비계속사업에서 SBISL의 당기순이익만을 계상 

하므로 본 재편성 내용을 전회 발표 예상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재편성으로 SBISL과 관련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감소하지 

만 계속사업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바, 통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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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FRS 제 5 호 「매각 목적으로 보유하는 비유동자산 및 비계속사업」에서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목적보유로 

분류되어 있어, 기업의 구성단위에서 독립된 주요 사업분야를 나타내는 부분 등에서 비계속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