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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update – transferring data outside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다국적 기업은 개인 정보를 본사나 다른 지점으로 송출할 경우 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적절한 법적 보호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는 적절한 조치 없이 유럽 경제 지역(유럽 연합 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외부로 송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standard contractual clauses입니다. 이는 정보를 송출하는 기관과 수신하는 기관 사이의 동의 내용을 반영하

는 문서로써, 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를 계약을 통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외국 사법권에 속하는 회사는 정보를 유럽 연합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동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가 유럽 외부로 전달

된다 하여도 개인의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finding of adequacy”를 선언한다면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

위원회는 정보를 수신하는 사법권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정보 보호 권리 내용을 고려합니다. 만약 집행위원회가 특정 외국 사법권에

서의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가 유럽 연합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면 “finding of adequacy”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정보가 유럽 외부로 송출되지만 개인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현재 finding of adequacy 가 결정된 국가는 안도라, 아르헨티나, 캐나다 (상업 기구의 경우), 페로 제도, 건지, 이스라엘, 아일 오브 만, 

저지, 뉴질랜드, 스위스, 우루과이, 미국 (정보 송출자가 EU-U.S privacy shield에 등록했을 경우)입니다.  

 

유럽 연합과 일본은 최근 체결한 무역 협정에서 서로의 정보 보호 체계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즉 정보가 유럽 외부로 전송된다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므로 유럽과 일본 사이의 정보 전송은 훨씬 더 수월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회사에 유럽법을 적용하는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회사 내 정보 전송을 훨씬 수월하

게 만드는 중대한 진전입니다.  

 

현재는 서로가 동의했다는 발표만이 있었으므로 아직 공식적인 인정은 아닙

니다. 따라서 standard contractual clauses나 다른 조치 방법은 이와 같은 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와 finding of adequacy 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GDPR과는 여러 차이점을 

보이는 새로운 정보 보호 체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finding of adequacy 가 결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hould you require any assistance with data protection or any other commercial area 

please contact our 3HR Commercial Law team which can advise accordingly. 

Richard Hull 
Senior Commercial Solicitor 
E: richard.hull@3hrcs.com 

No.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