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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14년 12월 02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4년 12월 02일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최초 제출

2014년 12월 08일

[발행조건 확정] 증권신고서(채무증권)

발행조건 확정

2014년 12월 11일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자진정정

2014년 12월 11일

[발행조건 확정] 증권신고서(채무증권)

발행금리 확정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식회사 화신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금 오백억원 (\50,000,000,000)
4. 정정사유 : 기준금리 확정에 따른 발행금리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정정전

정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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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이자율: 3.144%
발행수익률: 3.144%

주)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
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연 3.144%로 하되, 동 이자율
이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

권면이자율: 3.113%

요약정보

이스피앤아이)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A-등급

발행수익률: 3.113%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년 만기 무보증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36%p를 가산한 이자율과 상

주) 삭제

이할 경우,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
평가, 나이스피앤아이)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A-등급 3년 만기 무보증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36%p를 가산한 이자
율로 합니다.
발행수익율 : 3.144%
연리이자율 : 3.144%

주) 본 사채의 발행수익율 및 연리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
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연 3.144%로 하되, 동 이자율
이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

발행수익율 : 3.113%

이스피앤아이)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A-등급

연리이자율 : 3.113%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년 만기 무보증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1. 공모개요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36%p를 가산한 이자율과 상

주) 삭제

이할 경우,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
평가, 나이스피앤아이)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A-등급 3년 만기 무보증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36%p를 가산한 이자
율로 합니다.
이자율: 주1)

주) 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연 3.144%로 하되, 동 이자율이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에서 청
이자율: 3.113%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A-등급 3년 만기 무보증사채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주) 삭제
)에서 -0.36%p를 가산한 이자율과 상이할 경우, 민간채권
평가회사 3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
이)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A-등급 3년 만기 무
보증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36%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14년 12월 02일, 12월 08일, 12월 11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
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