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BNK 투자증권과 그 종속기업의 
순자본비율

별첨: 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보고서

제26기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BNK 투자증권



 

 

 

 

 

 

 

목        차 

 

 

 

 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보고서     ..............................………...................  1 

     

 순자본비율보고서  ……………………………………................................…..  2 

   

 

 

 



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 주식회사 BNK투자증권과 그 종속기업의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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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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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일(2022 년 3 월 11 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순자본비율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검토보고서가 수정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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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비율 

 
제26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BNK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백만원) 

구     분 제 26기 기말 

1.  영업용순자본액(=A-B+C) 888,617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액(A) 1,014,780 

 차감항목 계(B) 145,043 

  가. 유형자산 7,022 

  나. 선급금, 선급법읶세, 이연법읶세자산 및 선급비용 10,902 

  다. 대출채권에 설정된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채권 금액 120,413 

  라. 특수관계읶 채권 등 57 

  마. 자회사 결손액 지분 - 

  바. 지급의무 발생한 채무보증금액 - 

  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손액 - 

  아. 싞탁계정대여금 금액의 100분의 16 - 

  자. 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 

  차.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2,515 

  카. 대손준비금 잔액 1,289 

  타. 무형자산 2,846 

  파.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 

  하. 재평가이익 - 

 가산항목 계(C) 18,880 

  가.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 18,880 

  나. 후순위차입금               -  

  다. 금융리스부채 -  

  라.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 

  마. 자산평가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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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비율보고서 – 계속 

 

구     분 제 26기 기말 

2.  총위험액(=D+E+F) 231,736 

 시장위험액 계(D) 103,117 

  가. 주식위험액 37,225 

  나. 금리위험액 41,490 

  다. 외환위험액 -     

  라. 집합투자증권등위험액 15,458 

  마. 읷반상품위험액 -     

  바. 옵션위험액 8,944 

 싞용위험액(E) 92,617 

 운영위험액(F=Max(가,나)+다+라) 36,002 

  가. 법정자본금의 10% 16,675 

  나. 영업별 영업이익 합계 36,002 

  다.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가감 -     

  라. 집합투자재산위험액 -     

3.  잉여자본(=1-2) 656,880 

4.  법정자본금 166,750 

5.  필요유지자기자본 116,725 

6.  순자본비율(=(3/5) * 100%) 5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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