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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과의 신용공여 거래내역 

1. 홍콩현지법인 

보고유형 분기보고 

현지법인명 및 관계 
KI&S Asia, Ltd.(홍콩현지법인) 

-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 

신용공여의 

주체 및 형태 

-주체 : 한국투자증권 

-형태 :  

1) 대출참가계약에 따른 신용공여 

2) 해외현지 법인 지급보증 

3) 대출참가계약에 따른 신용공여 

신용공여 

개시일 

1) 2021.10.22 

2) 2021.11.01 

3) 2022.02.18 

신용공여 

종료일 

1) 2028.07.30 

2) 2022.10.31 

2) 2029.01.24 

신용공여 

약정금액 

1) AUD 35,000,000 

2) USD 45,000,000 

3) AUD 40,000,000 

주요 특별약정 - 

금리(수수료) 

1) 연 4.00% 

2) 연 0.10% 

3) 연 4.00% 

자금 용도 

1) 인수금융 참여 

2) 현지 영업력 강화 

3) 인수금융 참여 

분기 중 신용공여 

증감 금액1) 
1) AUD 87,500 

분기 말 

신용공여 규모2) 

1) AUD 34,825,000 

2) USD 45,000,000 

3) AUD 40,000,000 

담보의 종류 

(평가액) 
-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7,147,813 백만원 

(2021년 12월말기준) 

주1) 2022년 2분기 내 증감 금액, 주2) 2022년 2분기 말 신용공여 누적 

 

2. 베트남현지법인 

보고유형 분기보고 

현지법인명 및 관계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현지법인) 

-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 

신용공여의 

주체 및 형태 

-주체 : 한국투자증권 

-형태 :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 

신용공여 

개시일 

1) 2021.11.05 

2) 2022.06.16 

신용공여 

종료일 

1) 2022.11.04 

2) 2023.06.15 

신용공여 

약정금액 

1) USD 50,000,000 

2) USD 30,000,000 
주요 특별약정 - 

금리(수수료) 
1) 연 4.60% 

2) 연 4.60% 
자금 용도 

현지 영업력 강화 

및 확대 

분기 중 신용공여 

증감 금액1) 
2) USD 30,000,000 

분기 말 

신용공여 규모2) 

1) USD 50,000,000 

2) USD 30,000,000 

담보의 종류 

(평가액) 
-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7,147,813 백만원 

(2021년 12월말기준) 

주1) 2022년 2분기 내 증감 금액, 주2) 2022년 2분기 말 신용공여 누적 



3. 미국현지법인 

보고유형 분기보고 

현지법인명 및 관계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US, Inc.(미국현지법인) 

-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 

신용공여의 

주체 및 형태 

-주체 : 한국투자증권 

-형태 :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신용공여 

개시일 
2022.02.04 

신용공여 

종료일 
2023.02.03 

신용공여 

약정금액 
USD 100,000,000 주요 특별약정 - 

금리(수수료) 연 0.10% 자금 용도 
현지 영업력 강화 

및 확대 

분기 중 신용공여 

증감 금액1) 
- 

분기 말 

신용공여 규모2) 
USD 100,000,000 

담보의 종류 

(평가액) 
-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7,147,813 백만원 

(2021년 12월말기준) 

주1) 2022년 2분기 내 증감 금액, 주2) 2022년 2분기 말 신용공여 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