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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3 월기 제 1 사분기 실적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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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시장 상장, 이하 「당사」)는 금일 2020년 3월기 제1사분기 실적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으

므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 년 3 월기 제 1 사분기(2019 년 4 월 1 일～2019 년 6 월 30 일) 실적】(※1) (※2) 

(단위: 천엔) 

 

2019 년 3 월기 

제 1 사분기(※3) 
(2018 년 4 월～2018 년 6 월) 

2020 년 3 월기 

제 1 사분기 
 (2019 년 4 월～2019 년 6 월) 

전년동기대비 

(％) 

매출액 1,871,887 2,149,167 +14.8 

영업이익 396,168 347,613 -12.3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61,213 269,867 -25.3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309,050 169,678 -45.1 

※원 환산치 (단위: 천원) 

 

2019 년 3 월기 

제 1 사분기(※3) (※4) 
(2018 년 4 월～2018 년 6 월) 

2020 년 3 월기 

제 1 사분기 (※5) 
(2019 년 4 월～2019 년 6 월) 

전년동기대비 

(％) 

매출액 18,519,514 22,788,692 +23.1 

영업이익 3,919,487 3,685,914 -6.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573,659 2,861,535 -19.9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3,057,585 1,799,181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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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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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년 3월기에 SBI소셜렌딩 주식회사(이하"SBISL")의 모든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IFRS 제5호가 적용되었으며, SBISL은 

계속사업에서 중단사업으로 분류되어 2019년 3월 제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수정 후의 계속 

사업 수치가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소급적용 이전의 2019년 3월 제1분기 매출은 2,042,054천엔(원화 환산치 20,203,061 

천원, 영업이익은 462,773천엔(원화 환산치 4,578,444천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27,822천엔(원화 환산치 4,232,655천 

원)입니다. 또한 2019년 3월 제1분기의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중단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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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엔화/원화 환산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 1JPY＝10.6035KRW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년동기대비 엔화가 7.2％ 절상되었습니다. 
 

당 제 1 사분기 실적은 개인머니서비스 사업에서 국제송금 서비스의 송금액 및 송금건수 증 

가로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의 백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주 

가 견조하게 추이한 결과 매출액은 2,149 백만엔(전년동기대비 14.8%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국제송금 서비스에서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선행 투자를 진행한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347 백만엔(전년동기대비 12.3% 감소),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9 백만엔(전년동기대비 25.3%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에 SBI 소셜렌딩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여 중단 

사업으로 분류한 영향으로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169 백만엔(전년동기대비 45.1%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상 
 

 【본 건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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