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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3 월기 제 3 사분기 실적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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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DAQ시장 상장, 이하 「당사」)는 금일 2019년 3월기 제3사분기 잠정 실적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9 년 3 월기 제 3 사분기(2018 년 4 월 1 일～2018 년 12 월 31 일) 실적】(※1) (※2) 

(단위: 천엔) 

 

2018년 3월기 

제 3 사분기(※3) 

(2017 년 4 월～2017 년 12 월) 

2019년 3월기 

제 3사분기(※4) 

 (2018 년 4 월～2018 년 12 월) 

전년동기대비 

(％) 

매출액 4,725,327 5,772,612 +22.2 

영업이익 814,049 1,179,566 +44.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72,388 1,074,875 +39.2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651,532 766,912 +17.7 

※원 환산치 (단위: 천원) 

 

2018 년 3월기 

제 3사분기(※3) (※5) 

(2017 년 4 월～2017 년 12 월) 

2019 년 3 월기 

제 3 사분기(※4) (※6) 

(2018 년 4 월～2018 년 12 월) 

전년동기대비 

(％) 

매출액 47,547,648 57,649,344 +21.2 

영업이익 8,191,205 11,779,972 +43.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772,000 10,734,454 +38.1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6,555,910 7,658,92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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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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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년 3월기 제3사분기 누계기간의 매출액은 IFRS 제5호 및 IFRS 제15호, 영업이익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IFRS 제 

5호 적용에 따른 소급 수정 후의 수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소급수정 이전의 2018년 3월기 제3사분기 누계기간의 

매출액은 9,421,756천엔(원화 환산치 94,804,535천원), 영업이익은 937,175천엔(원화 환산치 9,430,136천원), 법인세차감 

전순이익은 895,515천엔(원화 환산치 9,010,940천원)입니다 

(※4) 당 제3사분기 누계기간 중 개인머니서비스 사업의 일부 매출액, 영업이익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IFRS 제5호를 적용 

하여 계속사업에서 비계속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5) 엔화/원화 환산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 1JPY＝10.0623KRW 을 적용하였습니다. 

(※6) 엔화/원화 환산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 1JPY＝9.9867KRW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년동기대비 엔화가 0.8％ 절하되었습니다. 
 

당 제3사분기 누계기간 실적은 개인머니서비스 사업에서 국제송금서비스 취급액 및 취급건 

수 증가로 인한 큰 폭의 수익 신장과 함께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에서 백오피스클라우드서비스 

의 순조로운 수주 획득 등으로 견조하게 추이한 결과, 매출액은 5,773백만엔(전년동기대비 

22.2%증가), 영업이익은 1,180백만엔(전년동기대비 44.9%증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75백 

만엔(전년동기대비 39.2%증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767백만엔(전년동기대비 17.7%증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본 건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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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