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부록1] 보험회사  자회사 간의 규  비교

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차단장치

설치 상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

투자 개업과 집합투자업 ·신탁업

간에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기업 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

무, 융투자업 간에 정보교류 차단

장치 설치

•집합투자업,신탁업,일반사무

리와 보험업 간에 정보교류 차단장

치설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간에 정보

교류 차단장치 설치

•집합투자업,신탁업과 일반사무

리 간에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정보교류

차 단

• 융투자업자의 융투자상품

매매 소유 황에 한 정보

:단, 융투자업 규정에서 고시

하는 융투자상품 련 매매

소유 황 정보는 제공

•투자자의 융투자상품 매매

소유 황에 한 정보

:단,투자자가 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한

정보와 융투자업 규정에서 인정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

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한

정보

:단, 융투자업 규정에서 인정

하는 기 에 따라 2개월이 지난 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기업 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

지 않은 경우로서 융투자업 규정

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교류 가능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재산 에 한 정보를 다른 집합투

자증권 의 매에 이용할 수 없음.

•집합투자재산의 보 ㆍ 리업무

를 하는 보험회사는 그 집합투

자에 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 신탁운용,집합투자 증권의

매를 해 이용 할 수 없음.

•일반사무 리 업무를 하는

보험 회사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 정보를 자기가 운용

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집합투

자증권 매를 해 이용할 수 없

음.

•투자매매업,투자 개업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증권 매를 하

는 보험회사는 ① 자기가 매하는

집합투자재산에 한 정보를 자기

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 운용,투

자 신탁의 수익증권의 매를 하

여 이용하는 행 ,② 집합투자증권

의 매업무와 보험업법에 따른 업

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 를 할 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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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보험회사  자회사 간의 규  비교 (계속)

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임직원

겸직 지

임직원 겸직 행 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임직원 겸직 행 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251조 제3항)

사무공간

분리

사무공간, 산설비 공동사용 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사무공간, 산설비 공동사용 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251조 제3항)

회의․통

신 제한

내부통제기 에 따른 회의․통신 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내부통제기 에 따른 회의․통신 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25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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