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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자회사의 주주배당증자 인수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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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시장 상장, 이하 「당사」)는 2019년 2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의 자회사인 SBI Cosm 

oney 주식회사(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이사: 김정욱, 이하 「SBI 코스머니」)가 실시하는 

주주배당증자 인수를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증자인수 이유 

SBI 코스머니는 2018 년 3 월 20 일 한국에서 국제송금사업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고객수는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영역 확대 추진을 위해 사업자금 확보 및 

재무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주주배당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실시를 결의하였습니다.  

당사는 모회사로서 SBI 코스머니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국제송금 

서비스 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번 증자를 인수하기로 하였 

습니다. 

 

2. 증자를 실시하는 자회사 개요 

명칭 SBI Cosmoney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 길 8, 2 층(대치동) 

대표자 김정욱 

사업내용 한국에서의 국제송금사업 

설립년월 2017 년 8 월 1 일 

증자 전 자본금 4,000,000,000 원 

증자 전 주주구성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95.00％ 

주식회사 코인플러그 5.00％ 

 

3. 증자내용 

발행신주식수 보통주식 600,000 주 

발행가액 1 주당 5,000 원(약 495 엔) (※) 

발행가액 총액 3,000,000,000 원(약 297 백만엔) (※) 

당사 배당주식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600,000 주 

（※）발행가액 및 발행가액 총액의 엔화/원화 환산은 2019 년 2 월 14 일시점의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의 환율 

1JPY＝10.1077KRW 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납입일의 환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4. 당사 인수 내용 

인수주식수 보통주식 600,000 주 

인수금액 3,000,000,000 원(약 297 백만엔) (※) 

당사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 

증자전 보통주식 760,000 주(소유비율 95.00％) 

증자후 보통주식 1,360,000 주(소유비율 97.14%) 

납입기일 2019 년 2 월 25 일 

（※）발행가액 및 발행가액 총액의 엔화/원화 환산은 2019 년 2 월 14 일시점의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의 환율 

1JPY＝10.1077KRW 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납입일의 환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5. 향후의 전망 

본 건이 당사 연결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끝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상 

 

【본 건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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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