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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서비스 포함 SDGs 사모채 『지역미래 응원채』를 통해 이바라키현에 기부 

～현내 기업의 일손부족 해소∙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을 지원～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시부야구, 대표이사 사장: 

카네코 유이치, 이하 「SBI FinTech Solutions」)는 주식회사 츠쿠바은행(본점: 이바라키현 츠치우라시, 

대표이사 행장: 이쿠타 마사히코, 이하 「츠쿠바은행」)의 SDGs(※1) 달성을 위한 지역의 사회적 과제

에 대한 대응방침에 동의하여, SBI FinTech Solutions 가 츠쿠바은행을 인수처로 하여 발행한 기증서비

스 포함 SDGs 사모채 『지역미래 응원채』(※2)를 활용하여 이바라키현에 기부를 실시하였기에 알려드

립니다. 

 

SBI FinTech Solutions의 자회사인 SBI레밋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안도 노부오,

이하 「SBI 레밋」)는 재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송금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여, 

착금 스피드와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인 미국 Ripple 사의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금융 테크놀로지 

도입과 다국어(12 개국어) 대응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편의성 향상에 매일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의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일손부족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노동자 수는 매

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귀중한 자원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

러한 상황에서, SBI 레밋은 SBI 그룹이 추진하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방창생 정책의 일

환으로 지역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재류외국인이 안심하고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SBI FinTech Solutions 는 자회사인 SBI 레밋의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츠쿠바은행을 인수처로 하

여 발행한 기증서비스 포함 SDGs 사모채 『지역미래 응원채』를 활용하여 이바라키현에 기부하고, 이

바라키현이 이번 기부금을 지역 내 기업의 일손부족 해소와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외국인 

인재 확보∙지원 등의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면에서도 직접적으

로 지역공헌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기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SBI 레밋은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최신 금융 기술을 도입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송금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가치 체공」, 「고객 중심 주의 실현」에 노력하고, 지역 금융

기관과 깊이 연계하여 지방창생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겠습니다. 

또한 모회사인 SBI FinTech Solutions 도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 SDGs 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약칭입니다. 2015 년 9 월 유엔총

회에서 채택된 국제목표로,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되어 지구상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leave behind)」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2） 기증서비스 포함 SDGs 사모채 『지역미래 응원채』는, 츠쿠바은행이 사모채 발행기업으로부터 받

은 발행수수료의 일부를 지역 학교나 지방공공단체에 기부 또는 기증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의 미래를 응원하는 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바라키현 현청에서 거행된 기증식 모습＞ 
왼쪽부터 SBI 레밋 대표이사: 안도 노부오, 이바라키현지사: 오오이가와 카즈히코, 츠쿠바은행 도쿄지점장: 

후루카와 토시히로, 츠쿠바은행 비즈니스솔루션부 부부장: 히야마 히데오, 이바라키현 산업전략부 
노동정책과 고용촉진대책실 실장보좌: 오자와 마사아키 

 

 

<SBI FinTech Solutions 개요> 

회사명 :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소재지 :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 2-1-1 

설  립  2011 년 4 월 

대표자 : 대표이사 사장 카네코 유이치 

자본금 : 14 억 5,266 만엔 

사업내용 : EC 결제사업 및 핀테크 관련 사업의 그룹 통괄 

URL : https://www.sbi-finsol.co.jp/kr/ 

 

<SBI 레밋 개요> 

회사명 : SBI 레밋 주식회사 

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설  립  2010 년 8 월 

대표자 : 대표이사 안도 노부오 

자본금 : 5,000 만엔 

사업내용 : 국제송금사업 

URL : https://www.remit.co.jp/ 

 

 

 

 

https://www.sbi-finsol.co.jp/
https://www.remit.co.jp/


<츠쿠바은행 개요> 

회사명 : 주식회사 츠쿠바은행 

소재지 : 이바라키현 츠치우라시 츄오 2-11-6  

설  립 : 1952 년 9 월 

대표자 : 이사 행장 이쿠타 마사히코 

자본금 : 488 억 6,800 만엔 

사업내용 : 은행업 

URL : https://www.tsukubabank.co.jp/ 

 

 

【본 건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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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tsukubabank.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