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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보고서 

 

 

 

BNK투자증권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  BNK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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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BNK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백만원) 

구     분 제 25기말 

1.  영업용순자본액(=A-B+C) 519,883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액(A) 697,745 

 차감항목 계(B) 183,754 

  가. 유형자산 7,264 

  나. 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2,591 

  다. 대출채권에 설정된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채권 금액 16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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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6 

  카. 대손준비금 잔액 1,404 

  타. 무형자산 2,544 

  파.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 

  하. 재평가이익 - 

 가산항목 계(C) 5,892 

  가.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 5,892 

  나. 후순위차입금               -  

  다. 금융리스부채 -  

  라.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 

  마. 자산평가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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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비율보고서 – 계속 

 

 

 

 

구     분 제 25기말 

2.  총위험액(=D+E+F) 102,253 

 시장위험액 계(D) 58,827 

  가. 주식위험액 28,861 

  나. 금리위험액 24,614 

  다. 외환위험액 -     

  라. 집합투자증권등위험액 4,506 

  마. 일반상품위험액 -     

  바. 옵션위험액 846 

 신용위험액(E) 21,755 

 운영위험액(F=Max(가,나)+다+라) 21,672 

  가. 법정자본금의 10% 6,675 

  나. 영업별 영업이익 합계 21,672 

  다.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가감 -     

  라. 집합투자재산위험액 -     

3.  잉여자본(=1-2) 417,630 

4.  법정자본금 66,750 

5.  필요유지자기자본 46,725 

6.  순자본비율(=(3/5) * 100%) 8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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