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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Update – Data Protection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가 한 달이 조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노딜 브렉시트를 염두 해두고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들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보호정

책입니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EU의 GDPR과 상당히 비슷한 영국 버전의 GDPR이 국내법과 통합될 예정입니다. EU의 GDPR

과 영국의 GDPR은 EU 및 영국 역외에서도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에 사용될 GDPR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들은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비즈니스 운영방식과 데이터 이동방식에 대해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 영국과 EU간의 데이터 이동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이후, 영국은 EU GDPR 규정상 제 3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전달 받

는 것이 아닌 EU국가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는 경우에 영향을 받습니다. 데이터를 계속해서 전달받기 위해 다음 중 한가지 사항이 

요구됩니다. 

a. 영국 적정성 결정 – 데이터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은 별도의 조치 없이 EU국가에서 영국으로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EU가 전환기간 종료 전까지 영국

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b.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 –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이러한 내용은 표준 계약의 조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SCCs(Standard 

Contractual Clauses)가 신뢰를 받으려면 이를 전환 기간 종료 전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2. 대리인  

또 다른 사안으로 영국 또는 EU주재 대리인 임명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가 간헐적으로 수행되거나 특정범주의 정보 

혹은 범죄관련 대규모 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영국주재 기업의 경우 EU국에 주재하는 대리인을 임명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서류 

개인정보와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합니다.  
 

해당법률에 참조사항들을 수정하고 EU와 영국간에 데이터 이동관련 상세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처리관련 기록들 또한 새로운 규

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4. 감독 기구 

데이터 이동 시 한 곳의 감독 기관만이 적용되는 ‘One stop shop’의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가 처한 GDPR관련 대응단계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체크리스트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기업법 및 상법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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