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RELEASE 

 

각위 

2018 년 12 월 6 일 

SBI 소셜렌딩 주식회사 
 

 

소셜렌딩 사업 융자잔액 300 억엔 돌파 안내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소셜렌딩(대출형 크라우드 

펀딩※1) 서비스를 제공하는 SBI 소셜렌딩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오다 타카유키, 

이하 「당사」)는 2018 년 11 월말 기준 소셜렌딩 사업의 융자잔액※2이 307 억엔을 기록하여, 300 억엔 

을 돌파하였음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현 시점 업계 톱 클래스 실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융자잔액」이 소셜렌딩 사업의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셜렌딩 사업자의 비교시 자주 언급되는 「누적융자액(성립융자금액 등)」은 단기융자 반복(차환대출) 

및 사업개시 시기 등에 영향을 받는 과거 실적의 지표이나, 「융자잔액」은 현 시점의  대출자에게 

융자한 자금 수요 규모와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투자 기회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셜렌딩(소샤렌※3)은 「자금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투자자)」과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대출 

자)」을 인터넷을 통해 매칭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핀테크 분야 중에서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 

는 금융 중개의 새로운 형태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세대 소셜 금융 플랫폼 창출을 목표로 2011 년 3 월 일본 대기업 금융그룹 최초로 소셜 

렌딩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영업개시 이래 부동산 담보대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채권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사업 목적 

의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자 펀드」, 주식회사 GENKAI Investment Advisor 와 제휴를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헬스케어・인바운드 분야 등 사회적 니즈가 높은 프로젝트에 융자하는 「가케하시」 시리즈, 



IoT 를 활용하여 채권을 보전함과 동시에 신흥국의 빈곤・환경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Telematics 

Loan Fund」, 일본에서 일하는 캄보디아인 기능 실습생을 대상으로 이데미츠 세존 마이크로파이낸 

스(캄보디아) 유한회사와 대출 전환에 한정하여 융자사업을 운용하는 「캄보디아 기능실습생 지원 융 

자 펀드」 등 다양한 융자 안건을 제공해 왔습니다. 

 

2018 년 11 월말의 투자자등록 완료 수※4는 27,452 명이며, 지금까지 당사의 경영이념에 입각한 업 

무운영, 안정적인 실적 등을 투자자분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 

다. 이 기회를 빌어 투자자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안정성 확보와 함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으로도 의미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조직과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구매형」, 「기부형」, 「투자형」, 「대출형」 등으로 구분하며, 소셜렌딩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  융자잔액은 운용 중 펀드의 대출금잔액의 합계 금액입니다. 

※3  「소샤렌」은 소셜렌딩의 약칭으로 현재 당사가 상표등록을 출원 중입니다.(출원번호: 상원 2018-111502)  

많은 분들께 소셜렌딩을 알리고자 「소샤렌」을 슬로건으로 한 CM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4  투자자등록완료수는 투자자등록 절차가 완료되어 즉시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고객 수입니다. 

 

이상 

 

【당사 개요】 

상호 

 

：SBI소셜렌딩 주식회사  

설립  ：2008년 1월 24일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이즈미가든타워 13F  

대표자  ：오다 타카유키  

주주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100％)  

대금업등록번호 ：도쿄도지사(3)제31360호  

일본대금업협회회원 ：제005783호 

제2종금융상품거래업 ：관동재무국장(금융)제2663호 

금융상품거래업협회 ：일반사단법인 제2종금융상품거래업협회 

 

 

【본 건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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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