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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동에 대한 안내 

 당사는 금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2020년 10월 30일자로 대표이사 이동이 내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일 공표된 ‘J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와 SAMURAI & J PARTNERS주식회사와의 주

식교환계약 체결 및 자회사 이동에 대한 안내’와 같이 당사 연결자회사인 J트러스트카드 주식회사

(이하 ‘J트러스트카드’라고 합니다)는 당사의 업무제휴처인 SAMURAI & J PARTNERS주식회사(이하 

‘SAJP’라고 합니다)를 주식교환 완전모회사, J트러스트카드를 주식교환 완전자회사로 하는 주식교

환(이하 ‘본 주식교환’이라고 합니다)계약을 체결하였음에 이를 안내 드리는 바이며, 본 건은 2020

년 10월 30일에 개최 예정인 SAJP 및 J트러스트카드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주식교환이 승인(특별

결의)됨과 함께 SAJP의 동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 신설 등에 관한 정관변경의안이 승인(특별결의)

될 것, 자본금 액수 감소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의안이 승인(특별결의)될 것, 그리고 이사 1명의 

선임에 관한 의안이 승인(보통결의)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1. 대표이사 이동의 사유 

 당사 그룹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목표로 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일본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기업 가치 제고 및 사업기본 강화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 영향으로 전세계 각국 경제상황이 급변하여 미래 불투명성이 커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당사 그룹이 각국 정치 및 경제 정세, 사업 수익성 등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여 사업환경 변화가 큰 ‘WITH CORONA’경제에 최적화 된 보유유동성 확보와 수익

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

력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기 위해 금번 대표이사 이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대표이사사장이 될 후지사와 노부요시 씨는 당사 최대주주이며 과거에도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당사 그룹 경영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사 그룹 전체를 시야에 두고 지속적인 성

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 대표이사사장인 에구치 조지 씨는 사임하게 되며 앞으로 SAJP 대표이사회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SAJP는 한국의 FINTECH 사업에 흥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양

도받은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등 한국현지법인의 요직을 오랫동안 맡아왔던 경험을 살려 계속 

활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에구치 조지 씨는 당사 연결자회사인 JT저축은행 주식회사 및 

JT캐피탈주식회사의 기타상무이사를 맡고 있으며 이를 계속 겸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 대표이사부사장인 치바 노부이쿠 씨는 계속해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회사 운영에 임

할 예정입니다.  

 

2. 대표이사 이동 

성명 신 직책명 현 직책명 

후지사와 노부요시 
대표이사사장 

최고집행임원 
이사회장 

에구치 조지 사임 
대표이사사장 

최고집행임원 

 

3. 신임대표이사 약력 

성명(한자)   후지사와 노부요시(藤澤 信義) 

신 직책명    대표이사사장 최고집행임원 

생년월일     1970년 1월 17일 

소유주식수   10,427천주* 

약력 

2007년 8월 카자카채권회수주식회사(현 파르티르채권회수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 

2008년 6월 당사 대표이사회장 

2010년 6월 당사이사 

            어도어즈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Key Holder) 이사 

2010년 10월 당사이사최고고문 

2011년 5월 어도어즈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Key Holder) 대표이사회장 

2011년 6월 당사대표이사사장 



2013년 10월 JTRUST ASIA PTE. LTC. 대표이사사장(현임) 

2014년 1월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현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회장 

2014년 5월 어도어즈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Key Holder) 이사회장 

2014년 9월 LCD Global Investments LTD. (현 AF Global Limited.) 이사 

2015년 3월 JT캐피탈 주식회사 이사회장 

2015년 6월 당사대표이사사장 최고집행임원 

            PT JTRUST INVESTMENTS INDONESIA 대표이사 

            어도어즈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Key Holder) 이사 

2017년 3월 주식회사 디지털 디자인(현 SAMURAI & J PARTNERS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9년 6월 주식회사 Key Holder 이사회장(현임) 

2020년 3월 당사이사회장(현임) 

2020년 6월 주식회사 프로스펙트 감사 등 위원이 아닌 이사 

2020년 7월 주식회사 프로스펙트 대표이사회장(현임) 

㈜ 2020년 6월 30일 현재 후지사와 노부요시 씨가 100% 출자한 NLHD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31,197천주 및 후지사와 노부요시 씨가 의결권의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팬포켓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2,226천주를 포함할 경우 후지사와 노부요시 씨 소유 주식수는 

43,891천주가 됩니다. 

 

4. 취임예정일 

  2020년 10월 30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