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RELEASE 

각위 

2019 년 10 월 31 일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2020 년 3 월기 제 2 사분기 실적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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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시장 상장, 이하 「당사」)는 금일 2020년 3월기 제2사분기 실적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으

므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 년 3 월기 제 2 사분기(2019 년 4 월 1 일～2019 년 9 월 30 일) 실적】(※1) (※2) 

(단위: 천엔) 

 

2019 년 3 월기 

제 2 사분기(※3) 
(2018 년 4 월～2018 년 9 월) 

2020 년 3 월기 

제 2 사분기 
 (2019 년 4 월～2019 년 9 월) 

전년동기대비 

(％) 

매출액 3,795,347 4,364,161 +15.0 

영업이익 815,034 802,220 -1.6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04,470 677,618 -3.8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537,265 427,010 -20.5 

※원 환산치 (단위: 천원) 

 

2019 년 3 월기 

제 2 사분기(※3) (※4) 
(2018 년 4 월～2018 년 9 월) 

2020 년 3 월기 

제 2 사분기 (※5) 
(2019 년 4 월～2019 년 9 월) 

전년동기대비 

(％) 

매출액 37,889,329 47,413,118 +25.1 

영업이익 8,136,566 8,715,479 +7.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032,795 7,361,777 +4.7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5,363,570 4,639,122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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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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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년 3월기 중 SBI소셜렌딩 주식회사(이하"SBISL")를 매각함에 따라 IFRS 제5호를 적용하여 SBISL은 계속사업에서 

중단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제2사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소급 

적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소급 적용 이전의 2019년 3월 제2분기 매출액은 4,126,630천엔(원화 환산치 41,196,560천원), 

영업이익 905,133천엔(원화 환산치 9,036,033천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94,577천엔(원화 환산치 7,932,342천원)입니다. 

또한, 2019년 3월 제2사분기의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중단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엔화/원화 환산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 1JPY＝9.9831KRW을 적용하였습니다. 

(※5) 엔화/원화 환산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 1JPY＝10.8642KRW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년동기대비 엔화가 8.8％ 절상되었습니다. 
 

당 제 2 사분기 실적은 개인머니서비스 사업에서 국제송금서비스의 송금액 및 송금건수 증가 

로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의 백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주가 견조 

하게 추이한 결과 매출액은 4,364 백만엔(전년동기대비 15.0%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국제송금서비스에서 사업규모 확대 및 시큐리티 인프라 강화를 위한 선행투자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802 백만엔(전년동기대비 1.6% 감소),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77 백만엔(전년동기 

대비 3.8%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전 제 2 사분기의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에 2018 년 

12 월에 매각하여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SBI 소셜렌딩 주식회사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영향으 

로 당 제 2 사분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427 백만엔(전년동기대비 20.5% 감소)을 기록하였 

습니다. 

이상 

 【본 건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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