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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보고서 
 

 

 

BNK투자증권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  BNK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2020년 9월 30일 현재의 순자본비율을 검토하였

습니다.  이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순자본비율에 대하

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가 순자본비율

이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따라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

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순자본비율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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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비율 
 

제25기 3분기말   2020년 9월 30일 현재 

 

BNK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백만원) 

구     분 제 25기 3분기말 

1.  영업용순자본액(=A-B+C) 531,409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액(A) 679,682 

 차감항목 계(B) 151,263 

  가. 유형자산 7,416 

  나. 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3,601 

  다. 대출채권에 설정된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채권 금액 133,282 

  라. 특수관계인 채권 등 - 

  마. 자회사 결손액 지분 - 

  바. 지급의무 발생한 채무보증금액 - 

  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손액 - 

  아. 신탁계정대여금 금액의 100분의 16 - 

  자. 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 

  차.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3,221 

  카. 대손준비금 잔액 1,197 

  타. 무형자산 2,547 

  파.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 

  하. 재평가이익 - 

 가산항목 계(C) 2,991 

  가.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 2,991 

  나. 후순위차입금               -  

  다. 금융리스부채 -  

  라.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 

  마. 자산평가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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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비율보고서 – 계속 
 
 

 
 

구     분 제 25기 3분기말 

2.  총위험액(=D+E+F) 87,896 

 시장위험액 계(D) 52,348 

  가. 주식위험액 22,227 

  나. 금리위험액 25,621 

  다. 외환위험액 -     

  라. 집합투자증권등위험액 3,527 

  마. 일반상품위험액 -     

  바. 옵션위험액 972 

 신용위험액(E) 17,387 

 운영위험액(F=Max(가,나)+다+라) 18,162 

  가. 법정자본금의 10% 6,675 

  나. 영업별 영업이익 합계 18,162 

  다.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가감 -     

  라. 집합투자재산위험액 -     

3.  잉여자본(=1-2) 443,513 

4.  법정자본금 66,750 

5.  필요유지자기자본 46,725 

6.  순자본비율(=(3/5) * 100%) 949.20%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