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타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 6-7-1-1 호)

현금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대주주

2. 주당배당금(원)
소액주주

보통주

4,667 원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당 기

전 기

(제 30 기 사업연도)

(제 29 기 사업연도)

4,667 원

3,333 원

40%

-

- 기말배당금(원)

4,667 원

3,333 원

- 중간배당금(원)

-

-

나. 배당금총액(원)

70,000,000,000 원

50,000,000,000 원

- 발행주식총수(주)

15,000,000 주

15,000,000 주

164,403,608,273 원

175,978,724,171 원

라. 배당성향(%)

42.6%

28.4%

4. 배당금총액(원)

70,000,000,000 원

50,000,000,000 원

3. 연간배당금 내역
가. 1 주당연간배당금(원)
- 증감율(%)

다. 당기순이익

5. 배당금 산정근거
6. 배당전후 RBC 비율

회사의 자본적정성 수준 고려
(배당전) 474.2%

(배당후) 461.8%

7. 배당기준일

2018 년 12 월 31 일

8. 이사회결의일

2019 년 03 월 14 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감사 참석여부

감사위원회 위원 3 인 전원 참석

9. 주총예정일시
10. 주총예정장소

4

불참(명)

0

2019 년 03 월 26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생명보험 본사
- 상기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당배당금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금액임
- FY2018 결산기준 당기순이익 및
배당성향 수치임

<기재상의 주의>
주1) 현금배당(결산, 중간, 분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주2) “배당구분”은 결산배당,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3) 1주당 연간배당금의 “증감율”은 전기 무배당에서 당기에서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
주4) 1주당 연간배당금의 내역은 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배당액을 기준으로 작성
주5)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 참석여부를 부기
주6) “5. 배당금 산정근거” 란에는 배당금 결정시 고려한 요인(ex. 과거 배당성향, 주주의 요구, 업계의
통상적인 배당수준, 회사의 자본적정성수준 등)별 판단근거 기재
주7) 중간배당 혹은 분기배당시 배당성향 및 당기순이익은 배당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최근의 임
시결산(분기, 반기)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11.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자료
산출 기준이 된 임시결산 분기를 기재(예: FY2013 2분기 결산 기준 당기순이익 및 배당성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