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변호사협회 (IBA)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전 세계 법률실무가, 로펌, 그리고 변호사협회를
대변하는 국제 법률가 단체이다.
IBA 는 UN 의 사명으로부터 감화를 받아 이와 동일한 설립 취지 하에 1948 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기 직전인 1947 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개혁에 기여하고 법조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힘써왔다. 현재 170 여개국에서 8 만여 명의 개인 법조인 회원들과 190 여 개의
변호사협회들이 IBA 회원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IBA 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

회원들 간 법, 실무 관행, 직업적 책임과 관련된 정보 및 의견 교류 활성화

•

사법 독립성과 변호사 직무수행의 독립성 수호

•

IBA 인권위원회 활동을 통한 전 세계 변호사들의 인권 보호 및 지지

•

회원들의 법률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 제공

•

세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제공

•

국제법 개혁에 대한 공헌

•

국제적 공조를 통한 법과 제도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

IBA 는 모든 법률실무 분야 및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IBA 는 또한 각종 위원회, 지역별 포럼, 그리고 다양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회원들 간에 각국 법과
제도, 법률실무 관행, 법조인의 직업적 책임 등과 관련된 유의미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국제 협력
IBA 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

UN 무역개발협의회 (UNCTAD)

•

UN 마약범죄사무소 (UNODC)

•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

세계은행 (World Bank)

•

세계무역기구 (WTO)

IBA 는 여러 법률가 단체가 힘을 합쳐 세계 각국 법제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제 비지니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주요 활동 사례로는 ▲ IBA-OECDUNODC 법조계 부패방지계획, ▲ IBA 여성 기업 변호사 프로젝트, ▲ 자금세탁방지 포럼, ▲ IBA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등이 있다.
IBA 회장 정책 사업 (Presidential task forces) 및 특별 프로젝트
IBA 는 ‘전 세계의 법률 대변자’로서, 시급한 국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크포스 및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IBA 회장 정책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특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IBA 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주요 안건으로는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법조계의 미래 (future of the
legal profession), 사법부의 정직성 (judicial integrity), 그리고 법치의 확립 (rule of law) 등이 있다.
일전에 다루었던 주요 안건들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기후변화와 인권 사안 검토 및 이와 관련된 현행 국내법 및 국제법상 법체계의 문제점 분석

•

인신매매 및 법조계의 인신매매 근절 기여 방안

•

법조계의 독립성 - 전 세계 변호사들의 독립적 직무수행에 대한 위협요인 분석 및 평가

•

세계금융위기 - 금융위기와 그 사후적 파급효과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단행본 서적 「빈곤,
정의, 법치 (Poverty, Justice and the Rule of Law)」 발간

IBA 컨퍼런스, 간행물,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www.ibanet.org)
IBA 는 매년 연례회의와 더불어 50 회 이상의 각 법률실무 분야에 특화된 컨퍼런스를 주최한다. 전 세계
법조인 6,000 여 명이 참석하는 IBA 연례회의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법률가 모임이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IBA 는 각종 간행물 및 각 위원회의 뉴스레터를 발행함으로써 세계 각지의 법률가들에게 직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은 IBA 의 대표 간행물 중
하나인 「IBA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를 통해 법조계와 유관한 국제사회 이슈들을 접할 수
있다. IBA 미디어 콘텐츠는 IBA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yeWitness to Atrocities 어플리케이션
IBA 는 2015 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일종인 eyeWitness to Atrocities 를 출시하였다. 인권 운동가,
기자, 시민들은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자신이 목격한 인권 유린 행위를 사진영상으로
포착함으로써, 인권 범죄자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IBA 는 향후에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극악한 인권 범죄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IBA 변호사단체위원회
IBA 변호사단체위원회(IBA Bar Issues Commission, BIC)는 현재 170 개의 각기 다른 국가에서
가입되어 있는 190 여개의 변호사협회들을 대변하는 위원회이다. BIC 는 법률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최선의 법률실무 관행을 공유하고자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포럼을 통해 IBA 에
가입된 변호사협회는 국제적 차원의 법률 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시각과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IBA 에 가입된 각 변호사협회의 대표들은 IBA 의 핵심적인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IBA 인권위원회
IBA 인권위원회(IBA Human Rights Institute, IBAHRI)는 재정적으로 독립된 자치 기구로, 전
세계적으로 인권 및 변호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 법조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IBAHRI 는 법치주의 하에서 법률실무가와 법률가 단체가 효과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
관련 교육연수 기회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BAHRI 는 선도적인 국제 진상조사
기관으로서 전문가 보고서와 핵심 권고사항을 발표하여 법조계와 인권에 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탄압 받거나 체포 당한 법조인을 변호하고 이들을 재판하는
법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형제도 폐지, 빈곤, 성적 지향 등의
고질적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각 사안에 특화된 역량 개발 및 변론 프로젝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IBA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형사법 프로그램
IBA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형사법 프로그램(IBA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ICC & ICL) Programme)은 국제형사재판소 및 헤이그에 위치한 기타 전범재판소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감시감독할 뿐 아니라, 법조사회가 국제재판소 업무에 함께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 사무소는 헤이그 평화 궁전에 위치해있으며, 이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국제재판소와 법조사회 간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정기 보고,
전문가 협의, 워크샵 등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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