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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Update – Commercial Contracts 

브렉시트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중요한 이슈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기존 계약의 감사를 실시하고 신규계약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한 빨리 잠정적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을 종결하고자 할 경우 

 

브렉시트 결과에 따라 기존계약의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조약이나 환율변동,            

규제제도 변화, 자유이동 제한 등에 영향을 받는 계약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브렉시트의 여하에 따라 계약 종결을 희망하는 계약을 선택하고 종결 가능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가능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계약파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브렉시트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은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s)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렉시트가 ‘불가항력’의 경우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 이행 불능(Frustration)의 원리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속될 기존 계약의 경우 

 

기존계약을 재검토하여 계약서에 언급된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을 포함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가 

효력을 미치는 영역 정의나 유럽연합법에 대한 언급, 또는 유럽경제지역 밖으로 개인정보 전송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시적 계약조항이 토대가 되겠지만, 만약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불가항력 조항과 같은 부수적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문제성을 띌 계약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 모든 계약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브렉시트 이후 애매모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관련 

조항 수정을 협상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 Recast Brussels Regulation으로 알려져 있는 EU Regulation은 재판 관할 구역 조항이 유럽연합 회원국을 명시하는 경우, 유럽연합 내 판결 

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에는 이 규정이 없어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유럽연합 내에서 영국 판결을 집행하는 것과 

영국 관할 구역 조항에 의존하는 것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될 경우 남은 소송을  

최선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향후에 있을 신규계약에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재’가 

소송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 향후 신규계약을 작성하실 때 브렉시트 항목이나 브렉시트로 인한 계약 파기 권리,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Undertaking an assessment and being aware of potential issues may help your business avoid 
costly consequences. If you require expert guidance or legal support to help your business 
prepare effectively for Brexit, get in touch with 3HR Corporate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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