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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법률가를 주인공으로 한 국내 TV 드라마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법의식과 

법률가에 대한 이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론적 고찰이다. 이 연구에서는 1998년

부터 2010년 사이에 방영된 법률직 TV 드라마 중 5편의 드라마 내용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3편의 드라마 홈페이지에 남겨진 시청자 게시판 글을 통한 수용자 분석을 

하였다. 대부분의 법률직 TV 드라마에서는 검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판사는 매우 부분적으로 미약하게 묘사되고 있다. 반면 변호사의 이미지는 매우 다

양하게 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대립구조는 선과 

악, 정의와 자본의 대결, 법률가와 비법률가의 시각차 등이다. 또한 피고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순리에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등, 형식적인 법집행을 넘어서 소송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치유적인 과정이 법적 

절차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동료애, 우정, 인적 네트워크 등 情적인 

측면도 드라마에서 종종 드러나고 있는 한국문화의 코드였다. 시청자 게시판의 글에

서는 법률가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가 공존하였고, 드라마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가 항상 일방적으로 수용되기보다는 시청자들이 개인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의견을 구성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직 TV 드라마

는 법률가의 수적 확대, 로펌의 주도적 역할, 국민참여재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

입과 같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법정드라마, 대중문화, 법률가, 법의식, 이미지, 배양이론, 수용이론, 텍스트 

분석, 인터넷 게시판 분석, 법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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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법... 잘 몰라!

법을 집행하는 우릴 보고 법을 판단하는 거야!

이러니 검찰이 욕먹고 재판이 개판이란 소릴 듣지...”

- <신의 저울> 중에서

I. 서    론

한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문이나 법규정에 대한 해석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법의식과 같은 법문화적 측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법문화란 

법원, 검찰, 로펌 등에서 형성되는 법전문가의 직업문화뿐 아니라 대중들이 법과 

법률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태도, 가치 및 의견을 포함한다.1) 특히 일반대

중이 공유하는 법문화의 경우, 실체적 법규범의 내용과 법제도는 그 전문성이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거나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법률전문직

에 대한 정보는 그 폐쇄성으로 인하여 외부인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

므로 일반대중들이 전문직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과 이해는 매우 제한된 개인적 

접촉에 의한 것이거나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막연한 이미지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그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 공통된 

의미를 나누거나 이해를 새롭게 한다. 따라서 대중매체가 사회적 실재의 이미지 

형성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다.2) 이러한 현

상은 비단 우리 사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법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타 전문직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법문화와 법의식에 관한 담론들은 여러 차례 형성되어 왔다. 

대개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인상주의적 관찰에 의한 것이거나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이었다.3) 그런데 법의식에 대한 경험적 조사는 피조사자가 조사 당시 어떠한 

1) Lawrence M. Friedman, “Law, Lawyers, and Popular Culture”, Yale Law Journal, Vol. 98 

(1988), p.1579.
2) 노먼 패어클러프(이원표 역), 매체 담화분석(한국문화사, 2004).
3) 대표적으로 Hahm Pyong-choon,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Yonsei University 

Press, 1986);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 학교 법학, 제15권

(1974)이 있다. 한국의 법문화, 법의식 담론에 대한 비평으로는 Chulwoo Lee, “Talking 

About Korean Legal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the Discursive Production of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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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법의식이 근원적으로 어떻게 형

성되었는지에 대한 통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다. 일반인들의 법에 대한 인식

은 통상 개인적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득되거나 아니면 대중매체를 통해 간

접적으로 습득된다는 점에서, 법의식 형성에 있어 미디어의 매개점을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법 혹은 법률가와 관련된 TV 텍스트(이하 ‘TV 법정 텍스트’)는 

일반시민들이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영역을 엿볼 수 있게끔 하는 창의 역할을 

한다. TV 법정 텍스트는 시민의 법문화의 수준에서 바라본 법전문가의 법문화를 

보여줌으로써 법전문가의 법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준다. 대중들에게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법이미지가 실제 법 구조나 절차 못지않은 중요한 영향을 

주고, 또한 역으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법률가의 이미지가 실체법 속에도 

반영될 수 있다.4) 이렇듯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법적 과정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법지식과 법이미지의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 

속에서의 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회의 법질서와 법체계는 국가 공권력의 실제적인 사용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 

못지않게 법에 관한 정보나 법제도에 관한 정보가 시민 대중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유지되는 측면이 매우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실적 묘사를 목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와 달리 개연성 있는 허구에 입각한 

TV 드라마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미지를 투영하기 때문에 해당 문화구

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유형 및 문화적 가정들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실제적 상황에서 시청자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허구성 

있는 드라마는 실재하는 사실이 아닌 사실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문화적 해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한 불특정 다수를 만족시키는 흥행적 요소를 지향한다는 점

에서, 사실을 정확히 묘사하는 다른 영상물에 비해 해당 사회문화의 일반적인 특

성들이 더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TV 법정 텍스트는 시

Culture in Korea”, Korea Journal, Vol. 38 (1998); 황승흠, “법의식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 ‘법태도 조사’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36호(2009)를 볼 것.
4) 대중문화와 법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예

컨대 미국에서 형사피의자에게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고지하게 한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은 대중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어 미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George C. Thomas III and Richard A. Leo, “The Effects of Miranda v. Arizona: “Embedded” 

in Our National Culture?” Crime and Justice, Vol. 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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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법이미지와 법의식 형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TV 법정 텍스트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스토리로 구성되는데, 그 서사

에는 한국사회의 저변에 놓인 다양한 특성들, 즉 한국의 특유한 가족관계를 비롯

하여 인간관계의 특성이나 범죄의 발생 요인 등이 반영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

에 관련 법규범들과 법제도들이 개입된다. 따라서 TV 법정 텍스트는 한국의 법체

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입체적인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때로는 폐쇄적인 법률전문

가들의 문화, 로펌 내부의 구조, 변호사나 판사 혹은 검사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업무과정 등이 TV 법정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한다. 법관련 TV 텍스트는 

다른 드라마들처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특성상 

시민들에게 법률가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법제도는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법의식이 대중문화, 특히 TV 매체를 통해 어떻게 투영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본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5) 이 글에서는 법률가를 주

인공으로 한 TV 드라마(‘법률직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법의식과 법률

가에 대한 이미지를 규명해 봄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법의식 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법문화에 공유되고 있는 실체적 법규범, 법제도, 법률전문가들의 법문화

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법률직 TV 드라마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상호작용하는

지에 대한 시각과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법률직 TV 드라마가 드러

내고 있는 법과 법정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다른 

국가의 TV 법정 텍스트에서 나타난 이미지들과 비교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방영

된 주요 법률직 TV 드라마의 기본구조와 줄거리를 기술한다. IV장에서는 법률직 

TV 드라마를 해석가능한 텍스트로 보고 이를 통해 실체적 법규범, 법제도, 법의

식, 법문화를 해석한다. 또한 수용자들이 어떻게 TV 법정 텍스트가 제시하는 것

들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지를 시청자 게시판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5) 본 연구와 공동작업을 통해 기발표된 다음 2편의 논문은 예외다. 이희은, “TV 법정 프로

그램에 나타난 법 이미지와 현실구성: <실화극장 - 죄와 벌>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

학보, 제50호(2010); 김정오, “한국의 TV 법정 텍스트와 시민들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제38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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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1. 대중문화, 법문화, 법의식, 법텍스트

대중문화는 대중들이 실제로 믿는 바를 반영하거나 혹은 적어도 대중문화의 생

산자가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를 반영한다. TV를 포함한 대중문화 내용

물은 해당 사회 내에서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지식, 믿음, 기대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경험, 의미, 그리고 동질적 감정을 

생산한다.6) 그러므로 미디어의 반영은 사회적 태도들을 반영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 

형성된다.7) 특정 TV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는 사실은 그것의 문화적 적절성을 

반영하며, 문화마다 미디어 생산물이 상이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해당 문화 간의 

이질성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8) 

그동안 법학에서는 법을 사회적 관계의 시스템으로 보기보다 법논리 테두리 내

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닫혀진’ 텍스트로 보아왔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대중문

화란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신뢰성 없는 분야로 보았

고, 언론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도 역시 사회와 거리를 두는 독립적 체제로서 

법을 이해하는 법학적 관점을 수용하였다.9) 그러나 TV를 포함한 대중문화는 사람

들의 태도나 신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고, TV 법정 텍스트는 대중들이 

법률가 혹은 사법정의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다. 법관

련 대중문화는 법제도,10) 법률가 직역,11) 법의식12)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경험적인 연구도 적지 않다. 법률가들이 TV에 어떻게 묘사되었느냐를 보는 

 6) Conrad Phillip Kottak, Prime-Time Society: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Television 

and Culture (Wadsworth Publishing Co., 1990), p.9.  

 7) Peter Robson, “Lawyers and the legal system on TV: the British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in Context, Vol. 2 (2007).

 8) Kottak, supra note 6, p.52.

 9) 이희은, 게논문, p.122.
10) Kimberlianne Podlas, “Please Adjust Your Signal: How Television’s Syndicated Courtrooms 

Bias Our Juror Citizenry”,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Vol. 39 (2001).
11) Victoria S. Salzmann & Philip T. Dunwoody, “Prime-Time Lies: Do Portrayals of Lawyers 

Influence How People Think About the Legal Profession?”, SMU Law Review, Vol. 58 

(2005).
12) Helle Porsdam, “Law as Soap Opera and Game Show: The Case of ‘People’s Court’”, in 

Legally Speaking: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and the Law (Univ. of Massachusetts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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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결국 세계화, 법학 교육, 법의식, 법률가 집단과 같은 문제들을 이해하는데에

도 공헌할 수 있다.13) 이렇듯 TV 법정 텍스트를 문화적 코드를 읽을 수 있는 법 

텍스트로 본다면 법 텍스트는 크게 법정절차물(legal procedurals), 법정드라마(legal 

dramas), 법정희극(legal comedies), 그리고 법정 리얼리티쇼(legal reality shows)로 

분류할 수 있다.14) 

인류학에서는 TV 프로그램보다는 상업영화를 통해 대중문화에 나타난 문화적 

단서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다.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국화와 

칼�에서 일본영화를 통해 일본문화를 연구하는 유용성을 언급하였고,15) 마르타 볼

펜슈타인(Martha Wolfenstein)은 문화연구를 위해 1940년대 말 미국, 영국, 프랑스 

영화를 문화적 자료로 사용한 바 있다.16) 마거리트 미드(Margaret Mead)와 로다 

메트로(Rhoda Metraux)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이루어져 왔던 적성국(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에 대한 국민성 연구(National Character Studies)의 일환으로 상업

영화 내용분석을 통한 문화적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17) 죤 위크랜드(John 

Weakland)는 상업영화를 인류학적 분석이 가능한 문화적 자료로 정의하였다.18) 

문화적 텍스트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은 인류학과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다. 가장 두드러진 접근은 특정 텍스트의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사회적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구성과 관련한 ‘맥락중심의 접근방

법’(contextual approach)이다.19) 솔 워스(Sol Worth)는 커뮤니케이션을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기호들이 생산되고 전달되고 의미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적인 과정으로 보고 영상매체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세계를 구성하고 말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유와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 텍스트는 단순히 실재를 

13) Stefan Machura and Stefan Ulbrich, “Law in Film: Globalizing the Hollywood Courtroom 

Drama”,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 28 (2001).
14) Robson, supra note 7, pp.344-350.
15) 루스 베네딕트(김윤식⋅오인석 역), 국화와 칼: 일본문화의 틀(을유문화사, 2008).
16) Martha Wolfenstein, “Movie Analysis in the Study of Culture”, in Margaret Mead & 

Rohada Metraux (eds.), The Study of Culture at a Dista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17) Margaret Mead and Rhoda Metraux, The Study of Culture at a Dista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18) John H. Weakland, “Feature Films as Cultural Comments”, in Paul Hockings (ed.), Principles 

of Visual Anthropology (Mouton de Gruyter, 1995).
19) Bill Nichols, Movies and Methods Vol. II (Univ. of California Press, 1985).
20) Sol Worth, “Film as Non-Art: An Approach to the Study of Film”, The American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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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지 않고, 텍스트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 이해관계, 그리고 목적

에 따라서 다른 모습의 실재를 만들어 낸다.21) 텍스트의 의미는 시청자의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토대로 하는 협상과정을 거쳐 생산된다고 이해한다.22) 

영국의 문화연구자인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 제시한 부호화/해독(encoding/ 

decoding) 모델은 미디어 텍스트에서 구성되는 의미와 수용자의 현실적 경험 사이

의 관련성에 주목했다.23) 그는 수용자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미디어를 해석할 가능

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미디어 생산자가 여전히 자본과 인력과 사회적 권력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놓여있음을 강조했다. 즉 텔레비전 등 미디어는 수용자의 

선호된 해독(preferred reading)이 가능하도록 텍스트를 부호화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홀의 모델 이후로 많은 후속 연구들이 미디어 텍스트와 수용자의 해석 방식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24) 또한 수용자 연구에 대한 방법론으로 민속지학적 연구

방법(ethnography)을 도입하여 문화연구의 텍스트 분석 이론과 접목시키기도 하였다.25) 

수용자 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맥락중심의 텍스트연구로서 TV 텍스트에 나타난 이미

지나 이데올로기, 또는 권력관계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다수가 있어 왔다. 

예컨대 전문직 드라마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인물설정, 갈등 및 해

소방식, 제시되는 남성성과 여성성, 등장인물간 관계설정 등을 분석하여 가부장적

인 메시지와 편향된 여성이미지가 제시되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26) TV 프

로그램에 나타난 왜곡된 성이미지에 관한 연구들은 드라마,27) 코미디 프로그램28) 

Vol. 35 (1966).
21) 노먼 패어클러프, 전게서, p.157.
22) Robert Allen, Channels of Discourse: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2nd Ed.) 

(Routledge, 1992).
23) Stuart Hall, “Encoding/Decoding” in Stuart Hall et. al. (eds.), Culture, Media, Language 

(Routledge, 1980).
24) David Morley, The Nationwide Audience: Structure and Decoding (British Film Institute, 

1980); Amanda D. Lotz, “Assessing Qualitative Television Audience Research: Incorporating 

Feminist and Anthropological Theoretical Innovation”, Communication Theory, Vol. 10 

(2000).
25) 관련하여 Vicki Mayer, “Research Beyond the Pale: Whiteness in Audience Studies and 

Media Ethnography”, Communication Theory, Vol. 15 (2005)을 참조할 것.
26) 김응숙, “텔레비전 드라마 <종합병원>의 담론분석”, 언론과 사회, 통권 제7호(1995); 김훈

순⋅김명혜,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부장적 서사전략 ”, 언론과 사회, 통권 제12호(1996).
27) 하윤금, “멜로드라마의 이성애적 서사구조에 대한 해석: <청춘의 덫>을 중심으로”, 한

국언론학연구, 창간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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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자료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의 TV 법정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2. TV 드라마와 시청자의 상호작용

그동안 TV 드라마와 시청자와의 관계에서 학자들이 가장 주목한 측면 중 하나는 

TV 시청자의 시청행위가 그들의 현실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느냐이다. 조지 

거브너(George Gerbner)의 “배양효과 이론(cultivation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의 

의견은 오랜 반복에 의해 일관적으로 제공되는 허구의 대중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9) 예컨대 범죄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현실세계가 실제보다 훨씬 폭력적인 무서운 

세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대중문화가 사회적 실재를 생산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실재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강화한다는 점을 보여준

다.30) 최근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과학수사대(CSI)의 인기를 계

기로 ‘검사가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수준의 입증을 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형사재판의 배심원이 됐을 때 아무리 피고인이 유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검사가 완벽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는 한 무죄 평결을 

내리는 소위 ‘CSI 현상(CSI effect)’31)라는 것도 결국 배양이론의 한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시청자들이 대중문화에 의해 수동적으로 지배받는 객체가 아니라 

그들이 개인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의견을 구성하는 점을 주목한 이론

도 있다. 이를 “수용자 이론(reception theory)”이라 하는데, 예컨대 어떤 법정 프로

그램에서 묘사되는 엉터리 변호사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아는 변호

사들이 TV의 등장인물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더더욱 믿음을 갖

게 된다는 것이다.32) 실제로 보다 많은 법관련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이 

28) 백선기⋅오은영, “텔레비전과 페미니즘: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겨울호 (1995).
29) George Gerbner, Larry Gross, Michael Morgan, Nancy Signorielli, & James Shanahan, 

“Growing Up with Television”, in Jennings Bryant & Dolf Zillma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Routledge, 2002).
30) David Ray Papke, “The Impact of Popular Culture on American Perceptions of the Courts”, 

Indiana Jaw Journal, Vol. 82 (2007), p.1227.
31) Neil Vidmar & Valerie Hans, American Juries: The Verdict (Prometheus Books, 2007), p.197.
32) Papke, supra not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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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법과 질서> 현상(Law and Order effect)’은 수용

자 이론에 가까운 것이다.33) 

텍스트의 메시지가 특정한 사회적 효과를 유발하는가의 여부는 수용자라는 중개

변인을 거치게 되므로, 프로그램시청과 관련한 수용자의 내적인 과정을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된다. 상업영화 혹은 드라마의 ‘수용자 연구’는 영상인

류학, 영상커뮤니케이션에서 시도된 바 있다. 스탠리 피시(Stanley Fish)는 관객과 

동떨어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순수한 텍스트’는 없으며, 독자/텍스트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모든 텍스트의 의미는 특정한 해석적 커뮤니티들에 의해 

공유되는 해석적인 전략들, 문화적 전통들과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34) 

오누키-티에르니(Ohnuki-Tierney)는 일본영화 <담포포>를 상징적 커뮤니티로 간주

하여 연구한 바 있다.35) 그리고 일군의 인류학자들은 TV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는 

사람들(가족, 친지)을 직접 관찰하여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계층, 종족성, 인종 

등의 요소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분석하기도 하였다.36) TV 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일상과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텍스트 분석과 더불어 민속지학적 

연구방법을 병행한 연구들은 이후에도 많이 나타났다.37) 

국내에도 수용자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해석적 커뮤니티의 개념을 

활용하여 관객들의 상업영화 해석방식을 분석한 인류학적 연구라든지,38) TV 텍스

트가 시청자의 하부집단이나 기대지평에 따라 지배적으로 제시된 메시지를 어떻게 

상이하게 해독하는가 하는 텍스트-수용자 분석을 한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연구를39) 

33) Michael Asimow (ed.), Lawyers in Your Living Room!: Law on Televis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09), p. 31. 법관련 TV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법률가들을 더 신뢰한다. 법률가들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법관련 TV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선입견에 더 의존한다. Id., p.35.
34) Stanley Fish,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Harvard Univ. Press, 1980).
35) Emiko Ohnuki-Tierney, “The Ambivalent Self of the Contemporary Japanese”, Cultural 

Anthropology, Vol. 5 (1990).
36) Jay Ruby, Picturing Culture: Explorations of Film and Anthrop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eter Crawford and Sigurjon Hafsteinsson, The Construction of the 

Viewer: Media Ethnography and the Anthropology of Audiences (Intervention Press, 1995).
37) 예컨대 Dorothy Hobson, Crossroads: The Drama of a Soap Opera (Metheun, 1982); Ien 

Ang,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the Molodramatic Imagination (Metheun, 1985).
38) 이기중, “한국영화, “침향”에 대한 젊은 세대 관객의 해석방식 연구: 영상인류학적 접

근”, 한국문화인류학, 제36권 (2003). 
39) 이오현,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의 힘과 그 한계: 일일드라마 <보고 또 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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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들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40) 

그러나 역시 법정텍스트에 대한 수용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41)

3. 연구문제 및 분석틀

이 글에서는 분석대상을 TV 법정텍스트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 

대중매체 중에서도 TV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채널 케이블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DMB 방송 등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 유통창구의 확대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인기 있는 콘텐츠의 대부분은 지상파 방송사에서 먼저 

방송이 되고 나서 기타 매체와 유통창구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TV가 우리 대중

문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위크랜드(Weakland)가 정의한 ‘문화적 자료로서의 TV 드라마’ 개

념에 입각하여 TV 법정 텍스트에 드러난 드라마 생산자들의 메시지나 이데올로

기를 탐구하고, 드라마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주제들이나 문화적 상징들의 재현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의 연구문제들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률직 TV 드라마에서는 법조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가? 사법적 권위의 원천, 업무 

스타일 등 법률직에 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둘째, 드라마에서 드러나고 있는 대립관계의 유형은 무엇인가? 등장인물은 어떤 

계층이나 특징을 대변하는가? 외국의 경우, 여성 혹은 흑인 법관의 등장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는 반면, 사회계층이 주요 갈등요인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

신지역이나 집안 배경 등의 묘사는 어떠하며, 등장인물의 소속과 역할은 검사, 변

호사, 판사 등에 따라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정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법제도와 법집행은 실제 법제도나 법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법률가를 통한 정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러한 이미지는 해외 법정 프로그램과 어떤 공통점 또는 차별

점이 있는가?

사례분석”, 한국방송학보, 제16호 (2002). 
40) 주창윤,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방식과 문화적 생산: <여인천하> 게시판 분석”, 한국언

론정보학보, 제19호 (2002).
41) 앞서 인용한 이희은과 김정오(각주 5)의 경우 게시판 분석은 드라마보다는 재연 프로

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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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우리나라의 법률직 TV 드라마에서는 분쟁이나 갈등에 관한 인식, 정의와 

법의 관계 등이 문화적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영상인류학적 방법에 의거한 문화적 유형 찾기, 반복되는 모티브(예, 

선/악, 남성/여성), 주제(예, 법적 해결/법외의 방법, 합리성에 호소/인간적 연줄 활

용), 등장인물의 관계(예, 변호사/의뢰인, 분쟁당사자/판사⋅중재자) 등이 분석될 것

이다. 이를 통해 법은 누구의 편인지, 정의와 진실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개인

과 사회의 관계는 누가 중재하는지, 옳고 그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지에 대한 법의식 등이 드러날 것이다.

다섯째, 드라마의 시청자들은 드라마 내용에 드러난 메시지와 상징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드라마에 제시된 법과 법률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시청자들은 그것의 어떤 측면을 지지하고 혹은 반박하는가?

TV 법정 텍스트 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법정 드라마, 특히 법률가가 주인공인 

법률직 TV 텍스트에서 표본을 선정해 법문화와 이미지의 특성을 알아보았다.42) 

이 연구에서 채택된 5편의 법률직 TV 드라마들은(<애드버킷>, <로펌>, <변호사들>, 

<신의 저울>, <검사 프린세스>) [표 1]의 분석틀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분

석은 드라마 1회당 각각 따로 이루어졌고, 총 80회 분량의 분석지가 축적되었다.

법 적 쟁 점 주      제 줄거리와 시퀀스

외연적

내포적

주 요 인 물 이항대립 구조 (인물간, 집단간, 가치관의 충돌 등)

사실적

법률적

구성과 편집특성 시네마토그라피 대사/사운드와 자막 기타 형식상 특징

드라마적(허구적) 요소 정보적(현실적) 요소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기타 사항 (특이한 점, 기록할만한 사항, 법률적인 문제점, 인용구 등)

[표 1]  법률직 TV 드라마 분석틀 

42)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법정변론 부분이 많이 묘사된 <하얀거탑, 2007>과 같은 드라마는 

주인공이 의사라는 점에서 법률직 TV 텍스트에서 제외하였다.



368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3호 (2010. 9.)

드라마의 텍스트 분석과 아울러 시청자들이 의견을 제시한 인터넷 게시판 분석을 

보조적으로 수행하였다. 시청자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토대로 텍스트에서 지배적으로 제시되는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해독하면서 메시지를 

창출해낸다고 할 수 있다. 법률직 TV 드라마 텍스트의 수용자 분석에 있어서는 

각 드라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시청자 게시판을 대상으로 하였다. 드라마 

텍스트 분석 대상 중 현재까지 게시판이 폐쇄되지 않아 접근 가능한 3편의 드라

마의 게시판(<변호사들>, <신의 저울>, <검사 프린세스>)을 분석하였다. 

텍스트 분석과 달리 게시판 분석에는 정형화된 분석틀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개

의 게시판 글들은 특정배우를 지지하거나 그들이 입고 나온 소품들에 대한 의견과 

같이 매우 지엽적인 내용이 많았다. 따라서 모든 게시판 글들을 조회하지 않고, 

‘법,’ ‘법률가’, ‘검사’, ‘변호사,’ ‘살인’ 등 법률관련 검색어로 조회한 후, 그에 해당

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수집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가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의미 있는 게시글과 댓글로 조사되어진 숫자는 총 100여 개에 달한다. <변호사들>

에서는 2005년 6월 28일부터 2009년 3월 15일 사이에 게시된 10개, <신의 저울>

에서는 2008년 7월 29일부터 2010년 8월 20일 사이에 게시된 40개, 그리고 <검사 

프린세스>에서는 2010년 3월 18일부터 2010년 8월 20일 사이에 게시된 50개의 

게시글과 댓글이 분석되었다.

III. 법정 드라마 텍스트 개관

1. 외국의 법정 드라마

지난 50년간 법률가를 주인공으로 하는 TV 드라마 시리즈는 전세계적으로 다수 

있어 왔다.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법률회사 변호사 이야기인 

<변호사들(Associates, 2000)>,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도시와 시골 모두 배경

으로 하는 법률가 드라마가 있었다. 예컨대 호주드라마 <The Circuit(2007)>은 도

시에서 교육받은 젊은 호주원주민 변호사가 북서쪽 오지로 안식년을 갔다가 그곳

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그는 여기서 원주민 사회에 호주법이 이식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돌들을 다루고 있다. 스페인에는 6편 정도의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는데 <결혼반지(Anillos de oro, 1983)>는 두 명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주인공이고, <법의 가장자리에서(Al Filo de la Ley, 2005)>는 프랑코 정권 이후 



한국의 법률직 TV 드라마에 나타난 법의식과 법률가의 이미지 / 李哉協   369

민주주의 시대에 적응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미국 법정

시리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고, 자체적 드라마로서는 <변호사들(Avocats et Associés)>

이 10년 이상의 인기를 누렸다.43) 일본은 법률가 출신 소설가의 대중소설에 기반

한 TV 드라마 <아카카부 검사(赤かぶ検事)>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2년 동안 

방영되었다가 다시 2010년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각색되어 방영되고 있다. 또한 대

중만화를 각색한 TV 드라마 <쓰레기 변호사(弁護士のくず, 2005)>도 인기리에 방

영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의 법체계와 법정절차가 상이함에도 프랑스의 

TV 법정텍스트에 있어서는 미국적 형식을 많이 답습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판사

를 ‘존경하는 재판장님(Your Honor)’으로 호칭하는 것은 미국 드라마의 영향인데, 

이를 프랑스 시민들은 미국의 TV 법정 드라마를 통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 정부는 실제 프랑스 법정의 모습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독립프로그램 제작사에 이

러한 왜곡을 시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고도 한다. 그 결과 많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프랑스 체제 내에서 판사의 

역할, 법률가 직역에 대한 묘사, 특정 사건에 대한 설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44) 미국의 법정 드라마가 프랑스 법학 지망생들에게 미친 영향이라든지 법률 

실무에 미친 영향은 아직 검증된 바는 없지만 그것도 상당할 것이라 예상한다.45)

미국과 영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법률직 TV 드라마를 생산했다. 지난 

50년간 미국에서는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영국에서는 30개 정도의 법률직 TV 프로

그램이 만들어졌다.46) 특히 미국에서는 상업영화나 TV 텍스트에 나타난 법과 법정 

이미지에 관한 학술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7) 이러한 연구에서 공통적으

43) Steve Greenfield, Guy Osborn, and Peter Robson, “Matlock-America’s Great Lawyer? A 

Transatlantic Perspective”, in Michael Asimow (ed.), Lawyers in Your Living Room!: Law 

on Televis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09), pp.108-109.
44) Barbara Villez, “French Television Lawyers in Avocats et Associes”, in Michael Asimow 

(ed.), Lawyers in Your Living Room!: Law on Televis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09), p.285.
45) Machura and Ulbrich, supra note 13.
46) 영국의 TV 법정 드라마의 상세한 논의는 Robson, supra note 7 참조.
47) 미국에서도 영화분석에 비해 TV 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법정영화분

석에 대한 대표적 저술로는 John Denvir (ed.), Legal Reelism: Movies as Legal Texts 

(U. of Ill. Press, 1996); Paul Bergman and Michael Asimow, Reel Justice: The Courtroom 

Goes to the Movies (Universal Press Syndicate Co., 1996); Anthony Chase, Movi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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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되고 있는 결론은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나 일반대중들이 법과 법률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화에 따라 TV 드라마의 주제와 등장인물의 묘사도 

일관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이다. 비예즈(Villez)는 미국과 프랑스의 TV 법정텍스트

들을 비교하면서 특히 미국의 TV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지배적 성격을 분석하

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48년과 2004년 사이에 방영된 법관련 TV 프로그램의 

3/4 이상이 드라마였고, 이들 중 반 이상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내용

이다.48) 마찬가지로 래핑(Rapping)은 TV에 나타난 법의 이미지와 미국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의 역사적 변천에 주목하였다.49) 미국사회가 1990년 이후 보수화되면서 

법정드라마들이 드라마의 맥락과 범죄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 훨씬 더 ‘법과 질

서’(law and order)를 중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법률직 

TV 드라마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Perry Mason> (1957-1966)은 부당하게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치밀한 증거조사와 화려한 법정 언변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영웅적 변호사

상을 제시한 대표적인 드라마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경찰과 검찰에 대항하여 

메이슨과 같은 “위대한 변호사”들은 범죄의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보통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한다. 이러한 정의관은 변호사를 영웅으로 미화

하거나, 사법제도가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을 형성한다.50) 이 드

라마와 동시대에 방영되었던 <The Defenders> (1961-1965)도 변호사들이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상적인 변호사상을 표방하고 있다.51) 

미국의 초창기 법률직 TV 드라마가 형사법정에서 정의감에 불타는 개업변호사

들의 활약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러한 경향을 일거에 바꾸어놓은 드라마가 바로 

<L.A. Law> (1986-1994)이다. <L.A. Law>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이나 소규모 조합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로펌을 무대로 삼음으로써 당시 미국사회 내의 주류 법실

무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드라마이다.52) 이 드라마에서는 형

Trial: The Legal System on the Silver Screen (The New Press, 2002).
48) Barbara Villez, Series Tele: Visions de la Justic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5).
49) Elayne Rapping, Law and Justice as Seen on TV (New York Univ. Press, 2003).
50) Naomi Mezey and Mark C. Niles, “Screening the Law: Ideology and Law in American 

Popular Culture”,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Vol. 28 (2004), p.117.
51) Michael Asimow and Shannon Mader, Law and Popular Culture: A Course Book (Peter 

Lang Publishing, 2004), p.100.
52) 1975년부터 1995년까지의 추적조사를 통해 미국의 법률전문직의 변화양상을 기록한 

John Heinz의 선구적인 연구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수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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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 뿐 아니라 다양한 민사사건들이 다루어지고,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변호

사들의 업무가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사회 내에서 진행된 소송

과 소송스타일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53) 변호사들이 법정보다는 사무실

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등장인물들이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이들 간의 복잡한 연애관계가 묘사되기

도 한다. 흑인, 히스패닉 변호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점도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까다롭고 경멸스러운 의뢰인이나 상대 변호사들을 다루는 문제, 그리

고 종종 첨단의 윤리문제들을 제기하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 <L.A. Law>는 ‘통속연속극(soap opera)’을 닮았다고도 할 수 있

다. 이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들이 영웅시된다거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사

법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등의 메시지는 없다.54) <L.A. Law>는 법률실무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묘사한다. 이 드라마에서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생활스타일

과 사회적 지위가 정당화되고 미화된다. 등장인물들은 이익추구의 로펌을 무대로 

다양한 사생활이 있는 다면적인 인간으로 그려진다.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의미는 로펌 변호사들이 돈도 많이 벌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무척 도전적이고 

고무적이라는 것이다. 대중들은 <L.A. Law>의 변호사들을 <Perry Mason>과 같은 

법적 능력 혹은 도덕적, 개인적 덕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미국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던 덕목, 즉 부, 영향력, 외모에 의해서 평가하게 된다.55)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전과는 달리 한두개의 지배적인 

드라마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법률직 TV 드라마가 등장하였다. 그 중 <Ally McBeal> 

(1997-2002)이 주목할 만한데, 이 드라마는 여성주인공 변호사의 관점에서 직장생

활과 그녀의 성적환상을 묘사했다. 사실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다른 직장을 무대로 

해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주인공과 동일시

하는 젊은 미혼여성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Ally McBeal>이 변호사

의 이미지 형성에 이바지했던 점은 변호사들의 생활을 보다 넓은 시청자 군에게 

어필했다는 것이다.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변호사들은 같은 로펌의 동료들인데, 

이들은 전반적으로 열정적이고, 상호지지적이며 헌신적인 동료들로서 로펌 안에서 

비중이 2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다. John Heinz and Edward Laumann, Chicago 

Lawyers: The Social Structure of the Bar (Univ. of Chicago Press, 1983).
53) Friedman, supra note 1, p.1601.
54) Asimow and Mader, supra note 51, p.102.
55) Mezey, supra note 50,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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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에 우정을 쌓아간다.56) 또한 <Ally McBeal>에는 법에 대한 비평이 숨겨져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법이 흠결이 있고, 인간적이며, 법률가들의 사회적 

편견과 심리적 무질서함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일관적으로 제

기되는 법에 대한 비평은 법이 생각만큼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57)

요약하면 비예즈가 말한 바와 같이 미국 법정드라마에 등장하는 법률가상은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58) 첫째는 <Perry Mason>과 같은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변호사로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삶은 법정이 전부인 이차원적 인간이다. 대

개 이러한 드라마들은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사회를 풍미했던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가난한 자, 사회적 약

자들을 변호하는 이상적인 변호사를 그리고 있다.59) 둘째는 1980년대 중반부터 

방영되어 오랜 인기를 끌었던 <L.A. Law>에서와 같이 로펌 소속변호사들, 법률보

조원, 의뢰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다양하게 묘사하면서 변호사들의 삶을 다각도에

서 조망하는 ‘3차원적 인간’으로서의 변호사상이다. 셋째는 <Ally McBeal>이나 

<Judging Amy>(1999-2005)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변호사와 같이 그들의 내면적 삶

이 어떻게 법 시스템과 조우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발전하고 상호작용

하게 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한국의 법정드라마

(1) 개관

우리나라의 TV에서는 그동안 법규범, 법제도, 법률가, 법문화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60) 법집행과 관련한 초기의 드라마는 <형사반장> (1971-1989) 

같은 범죄수사물이었고, 법률가를 묘사한 드라마는 거의 없었다. 법률가가 주인공

으로 전면에 등장한 TV드라마로는 <애드버킷> (MBC, 1998)이 최초이다. 이 드라

마가 방영되었던 1998년은 우리사회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던 어려운 시기였지만, 

56) Cassandra Sharp, “Ally McBeal-Life and Love in the Law”, in Michael Asimow (ed.), 

Lawyers in Your Living Room!: Law on Televis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09), 

pp.231-232.
57) Mezey, supra note 50, p.128.
58) Villez, supra note 48.
59) Elayne Rapping, “The History of Law on Television”, in Michael Asimow (ed.), Lawyers 

in Your Living Room!: Law on Televis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09), pp.xxx-xxxi.
60) 김정오, 전게논문,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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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로펌 형태의 법무법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여서 법률가

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61)

<애드버킷> 이후에는 <로펌> (2001),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2005),62) <변호

사들> (2005) 등이 방영되면서 변호사가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꾸준히 등장해왔다. 

이 시기는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중요한 시기이고,63)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세간에 알려지는 시기이도 하다.64) 또한 의사 등 전문직이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여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65) 법률전문직 드라마의 등

장은 충분히 예고될 만하였던 것이다. <애드버킷>의 평균 시청률이 30.7%, <로펌>

과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도 20%대의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였던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방송실무가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은 없다”며 

“TV를 통해서나마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에 시청자들이 통쾌함을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법률직 드라마의 인기요인을 분석했다.66) 

법률직 TV 드라마의 제작은 2007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되었던 법률직 TV 드라마는 3편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불과 2년 동안 방영된 드라마는 모두 4편에 이른다([표 2] 참조). 이 

역시 <하얀 거탑> (2007) 등과 같이 세간의 호평을 받은 전문직 드라마의 성공도 

하나의 자극이 되었겠으나 2007년을 전후로 사법개혁의 논의가 거세게 진행되어 

로스쿨 도입을 포함한 수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법률전문직에 대한 대중

들의 관심이 높아진 사실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61) 이국운, “한국의 로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과사회, 제27권 (2004).
62)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는 법학교육과 법률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주

된 무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법률직 TV 드라마로 분류하기 힘들다. 다만 이 

드라마에서 그려진 미국 로스쿨 수업장면은 당시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한 법

학교육 개혁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3)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제43회(2001)부터 1000명을 넘어섰다.
64) 한국의 로펌과 전문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로는 김진원, 로펌(뜨인돌, 1999).
65) 이 시기에 방영된 대표적인 의료전문직 TV 드라마로는 <종합병원> (1994-1996), <의가

형제> (1997), <해바라기> (1998-1999), <메디컬센터> (2000-2001) 등이 있다.
66) 남지은, “러브 스토리 인 로펌, <변호사들>”, 씨네21, 2005. 7. 7. 

http://www.cine21.com/Article/article_view.php?mm=003001001&article_id=3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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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 부 사 항 기 본 구 조

애드버킷

(1998)

- 방송사: MBC

- 런닝타임: 60분/16부작

- 출연: 손창민, 이영애, 송윤아, 

전광렬 외

- 방송기간: 1998.11.8∼12.28

- 방송시간: 수목 저녁 9시 55분

- 높은 도덕성을 지닌 주인공이 검사 임용에 실패

하고 개인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양한 사건을 맡

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성장드라마. 

- 주요사건마다 대형로펌의 스타변호사와 대립

하는 모습을 보여줌

로  펌

(2001)

- 방송사: SBS

- 런닝타임: 60분/16부작

- 출연: 송승헌, 김지호, 소지섭, 

변우민, 이종원, 홍진희 외

- 방송기간: 2001.6.6∼7.26

- 방송시간: 수목 저녁 9시 55분

- 한 로펌에서 일하는 다양한 출신의 변호사들에 

관한 이야기

- 그들의 다른 삶의 모습과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 법률전문직에 관한 드라마

변호사들

(2005)

- 방송사: MBC

- 런닝타임: 60분/16부작

- 출연: 김상경, 정혜영, 김성수, 

한고은 외

- 방송기간: 2005.7.4∼8.23

- 방송시간: 월화 저녁 10시

- 전체적으로 한 로펌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증오

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엮어내는 큰 음모의 줄기

를 따라가는 내용

- 전직 검사였던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했던 

대형 비리 사건에 다시 얽히면서 이야기가 진행

- 법률전문직에 관한 드라마

대한민국 

변호사

(2008)

- 방송사: MBC

- 런닝타임: 60분/16부작

- 출연: 이성재, 이수경, 한은정, 

류수영 외

- 방송기간: 2008.7.9∼9.4

- 방송시간: 수목 저녁 9시 55분

- 로펌 사무직 출신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변호

사가 되고, 톱스타의 이혼소송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 법률직, 법정장면에 대한 세밀한 묘사보다는 등

장인물들 간의 인간적 애정관계가 중심적으로 

나타남

신의 저울

(2008)

- 방송사: SBS

- 런닝타임: 60분/16부작

- 출연: 송창의, 이상윤, 전혜빈, 

김유미 외

- 방송기간: 2008.8.29∼10.24

- 방송시간: 금 저녁 9시 55분

- 2년 전 살인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사법연수

원의 동기생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과거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각각 검

사와 로펌 변호사로 대립하게 됨.

- 사법연수원을 무대로 한 최초의 드라마

파트너

(2009)

- 방송사: KBS

- 런닝타임: 60분/16부작

- 출연: 김현주, 이동욱, 최철호, 

이하늬 외

- 방송기간: 2009.6.24∼8.13

- 방송시간: 수목 9시 55분

- 중소형 로펌과 대형로펌의 대결 구조 속에 사건과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힘

- 법률전문직과 법정장면에 대한 전문적인 묘사

를 표방한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2010)

- 방송사: SBS

- 런닝타임: 60분/16부작

- 출연: 김소연, 박시후, 한정수, 

최송현 외

- 방송기간: 2010.3.31∼5.20

- 방송시간: 월화 저녁 9시 55분

- 세상물정 모르고 사회의식이 없는 초임 검사가 

좌충우돌하면서 진정한 검사로 거듭 나는 이야기

- 억울한 누명을 쓴 또 다른 주인공 변호사의 아버

지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들

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야기가 진행됨

[표 2]  한국의 법률직 TV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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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의 법률직 TV 드라마의 스토리는 법정이나 법실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법률가를 소재로 한 멜로물이 대부분이어서 “변호사가 일은 안하고 사랑

타령이냐”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법률직 TV 드라마

들은 거의 모두가 ‘인물중심’의 드라마이다. 그러나 최근에 방영된 TV 법률직 드

라마에서는 그러한 피상성을 점차 극복하고 있다. <신의 저울>이나 <검사 프린세

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사법연수원과 검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직업적 고민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작된 법률직 TV 드라마들은 거의 모두가 16부작의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져 2∼3개월 사이에 종영되었다. 미국의 드라마처럼 여러 해 동안 

롱런하는 프로그램이나 첫 작품의 흥행에 힘입어 후속편이 제작된 경우도 없다. 

우리와 비슷한 사법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아카카부 검사(赤かぶ検事)>와 

같이 10여 년 넘게 방영되는 법률직 드라마가 있는 것을 보면 법률직 소재가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별 관심을 끌지 못할 바도 아니다. 특히 법정과 관련된 리얼리티쇼나 

재연드라마의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방영된 예가 있다는 점에서67) 수준 높은 법

률직 TV 드라마의 제작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법률직 TV 드라마

의 작가는 대개 변호사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직역으로 배출되는 법률가에 의해 드라마가 쓰여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제의 도입으로 한국형 배심제가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될 가능

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신의 저울>에서는 사법연수원에서의 모의재판 

장면에서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묘사했으며, <파트너>에서도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지는 장면이 등장하였다. 미국의 법정 드라마들은 

대개 배심재판 장면을 통해 드라마적인 요소를 극대화시키는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표방하는 구술중심주의, 공판중심주의의 성격 때문에 앞으로의 법정 드라마에서 

더욱더 시청자에게 가깝게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법률직 TV 드라마는 주인공의 성장드라마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직 TV 드라마에서는 초짜 법률가가 여러 가지 실수를 겪으면서 진

정한 법률가로 성장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애드버킷>의 김민규(손창민), <대한민국 

변호사>의 우이경(이수경), <파트너>의 강은호(김현주) 변호사, <검사 프린세스>의 

마혜리(김소연) 검사 모두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신참 법률가들이다. 주인공들

67) 대표적으로 <실화극장-죄와 벌> (2003-2005), <TV로펌> (구: <솔로몬의 선택>) (2002-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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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망 받는 전문직 종사자이지만 자신들의 사회적 성공, 개인적 실패, 그리고 

다양한 일상사에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 인격체로 성장함을 시청자들은 목

격하게 된다. 시청자들은 주인공들의 성장과정을 보면서 이들을 가깝게 느끼고 이

해하게 되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2) 줄거리 및 기본구조

드라마의 텍스트 분석을 위해 먼저 최초의 법률직 TV 드라마인 <애드버킷>과 

가장 최근에 방영되었던 <검사 프린세스>를 포함시켰다. 지난 12년 동안의 드라

마들을 연도별로 골고루 살펴보기 위해 <로펌>, <변호사들>, <신의 저울>을 선택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선택된 5편의 드라마가 방영주기로 보면 2∼3년 간격으로 

골고루 분포하게 되었다. 선택된 5편의 법률직 TV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애드버킷(1998)

아버지가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기억을 안고 있는 사법연

수원생인 주인공 김민규(손창민)는 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는 어느 날 공판 

참관 중 우연히 알게 된 원고측 변호사인 진형만(신구)과 그의 사무실 직원 이은지

(이영애)를 몰래 돕게 된다. 그러다가 진형만은 공판 중 쓰러지고, 이에 그는 민규

를 수소문해 자기를 대신해 공판을 이어나가 달라고 부탁한다. 민규는 결정적인 

증인인 윤소라(성현아)를 법정에 데려와 증언하게 하는 데 성공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DM 건설 손을 들어준다. 한편 민규는 고향친구 고명석(최철호)이 전과가 

있는 것을 모르고 신원보증을 섰다가 검사 임용에서 탈락하고, DM 건설 사건 때

문에 로펌 취업시기도 놓쳐 결국 진형만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

장혜리(송윤아) 검사는 돈세탁 계좌추적 등에 능한 정의감 넘치는 젊은 여검사

로, 민규 대신 검사로 임용된 한철호(김상경)를 만나게 된다. 민규는 이웃 주민인 

윤선아 강간 사건을 맡게 되고, 철호가 담당 검사로 배정된다. 강간범들은 재벌 

기업인 세병그룹 임혁수(정욱) 회장의 아들 임기범과 그의 친구로, 세병그룹측 변

호는 DM 건설의 변호를 맡았던 신화로펌 오준성(전광렬) 변호사가 맡게 된다. 철

호는 수사를 통해 이들이 진범임을 확신했으나 세병그룹 권세형(장보규) 실장의 

증거 조작 때문에 재판부는 진범이 아니라고 판결한다. 이에 앙심을 품은 윤선아

의 동생 윤선용은 임기범과 그 친구를 찾아가 칼로 마구 찌르고, 윤선용의 살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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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건을 배당받은 혜미는 공판 당일 윤선아 사건이 재판부의 오판이었음을 지

적하며 윤선용에게 매우 낮은 형을 구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 구형보다 높

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에 혜미는 사직원을 내지만 검사장의 만류와 검찰총장의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에 결국 검찰에 잔류한다.

민규는 유광전기 근로자 이용태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고, 사건에 대해 알아

보던 중 세병그룹의 비리를 눈치 채고 해고당한 근로자들을 모아 소액주주 집단

소송을 시작한다. 이에 세병그룹은 오준성에게 이 사건을 맡긴다. 한편 경제비리를 

조사하던 검찰 특수수사팀도 세병그룹의 비리를 눈치 채고 본격적으로 내사에 들

어간다. 세병그룹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는 우정희가 민규를 돕겠다며 찾아오고, 

권세형의 수하들은 우정희를 살해한다. 한편 오준성은 세병그룹이 두 번씩이나 살

인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자신이 곤란한 처지가 빠질까봐 발을 빼려고 하고, 민규

에게 소액주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세병그룹의 자료를 넘길테니 후에 검찰 

수사 때 자신이 세병그룹의 범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한다. 민규는 이를 받아들이고 오준성이 몰래 녹화한 임혁수 회장의 비디

오로 인해 재판에서 승소한다. 또한 검찰도 물증을 확보하여 임혁수 회장과 권세

형 실장을 체포한다. 

한편 은지는 자신의 아버지 조강일(주현)이 사실은 생부가 아니라 예전에 유명

한 절도범이었으며, 그가 신화로펌 대표인 서승권(박근형) 변호사가 검사시절에 

진범이 아닌 자신을 잡아들여 아픈 딸을 죽게 만든 것에 원한을 품어 서승권의 

딸을 납치해서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충격을 받은 은지는 한국을 떠나려고 

하나 민규가 이를 만류하고, 둘 사이에 그동안 말없이 키워왔던 사랑은 마침내 결

실을 맺는다.

<애드버킷>은 최초의 법률직 TV 드라마로서, 다른 등장인물에 비해 높은 도덕

성을 지닌 주인공 김민규의 활약을 그리고 있는, 다소 이차원적 성격의 변호사상

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 로펌(2001)

주인공 정영웅(송승헌)은 6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 후 살인한 피고인을 변호

해야 하는 일에 환멸을 느끼고 새로이 로펌을 만든다. 착하지만 변호사로서는 무

능력한 선배 한통령(변우민), 법률구조공단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의롭고 

밝은 성격의 박정아(김지호), 거대로펌 대표변호사의 딸이지만 아버지와 등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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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영웅을 짝사랑하는 이윤진(서정), 공인회계사 자격을 겸비한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의 최장군(소지섭)이 로펌 “법촌”에 합류한다.

법촌은 모스코 M&A건을 수임하기 위해 윤진 아버지의 로펌인 리앤윤과 대립

하게 된다. 영웅은 홍콩에 있는 모스코사 회장을 만나면서 전력을 다했지만 리앤

윤의 이준석(이종원)이 이끄는 팀의 로비로 리앤윤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 법촌

은 모스코 사건의 실패를 딛고 새 출발한다. 그 후 법촌은 여러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로펌의 수익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윤진과 장군, 그리고 그들과 반대로 

의리와 정의를 중시하는 통령과 정아 간의 견해 차이로 의견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영웅과 정아, 윤진, 장군 상호간에 복잡한 연애관계가 형성된다. 소송

사건을 처리하면서 통령, 정아가 실수를 저지르고 소송에서 패배하게 되는 등 이런

저런 일들로 법촌의 인화가 깨져 팀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영웅의 중재로 해결된다. 

법촌이 맡게 된 성추행 사건에서 윤진은 그의 아버지와 상대측 변호사로 법정에 

선다. 재판 중 윤진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리앤윤에서는 그를 대신해 준

석이 변호를 맡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법촌이 승소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영

웅에 대한 빗나간 짝사랑과 정아에 대한 질투 때문에 윤진이 고의로 정아를 곤경에 

빠뜨렸던 사실이 드러나고, 결국 윤진은 법촌을 떠나 리앤윤으로 가서 그동안 자

신을 짝사랑해왔던 준석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 드라마는 본격적인 직업드라마를 표방하였지만 법정 사건의 사실성 여부나 

그 직업의 전문성보다는 등장인물들의 관계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법정이나 

법률 회사, 사건은 등장인물들의 배경으로만 느껴지기 쉬운, 전형적인 등장인물 

중심의 드라마라 할 수 있다. 직장 내 사무실에서의 인간관계, 애정 갈등이 분명

하게 드러나고, 경쟁회사의 변호사들과의 관계도 모두 혈연, 애정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변호사들(2005)

윤석기(김성수)와 김주희(정혜영)는 오랜 연인 사이다. 윤석기가 사법시험에 합

격한 날, 김주희의 가족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이 사고로 김주희의 부모가 죽

고, 동생 세희는 불구가 된다. 거기에 더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명의 행인의 죽

음에 대해 사고 당시 자동차를 운전했던 세희가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게 된다. 

윤석기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트럭운전사가 실은 정계의 큰손 홍인기의 경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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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횡단보도의 행인이 홍인기 집의 운전기사와 가정부였다는 것을 알아내고 홍

인기를 찾아가지만 고문을 당한다. 결국 홍인기의 압력을 못 이기고 윤석기는 김

주희를 버리고 한국을 떠난다. 

서정호(김상경)는 알콜중독, 약물중독 아내를 둔 워커홀릭 검사다. 그는 정치가 

홍인기의 비자금 문제를 추적하다 징계를 받고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서 법무

법인 “송현”에 취직한다. 자신을 치료하고 돌아가던 길에 김주희의 부모가 사고로 

죽은 데 대해 책임감을 가진 아내의 권유로 김주희를 로펌의 사무원으로 취직시

킨다. 

5년 후, 김주희와 서정호가 근무하는 로펌에 미국 로펌으로부터 알렉스 윤이라는 

이름의 미국변호사가 영입된다. 알렉스는 윤석기의 미국식 이름으로 정우석이라는 

정치인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서정호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 캐내기 

위해 정우석을 변호하는 사건을 들고 송현으로 온 것이다. 서정호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로펌의 대표변호사 고영중(김병기)은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이 사건을 수

임하기를 원한다. 정의감에 불타는 서정호는 같은 검사출신 동료 변호사 송이령

(추상미)과 함께 정우석 비자금 유출사건을 추적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로 정보를 

모으고, 윤석기 측은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 불법행위도 불사한다. 이 과정에서 

서정호의 정보가 유출되고 윤석기의 농간으로 김주희가 혐의를 받게 되는데, 서정호

의 도움으로 김주희는 위기를 넘기게 된다. 김주희는 윤석기가 왜 자신을 이렇게 

궁지에 몰면서까지 일을 꾸며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지난 5년간 윤석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밝혀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차츰 과거 주희의 부모님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해사건의 비밀이 밝혀지게 된다. 

서정호는 김주희 가족의 교통사고와 정우석 비자금 사건에 동일한 인물이 연관되

었음을 발견한다. 사건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게 되면서 윤석기가 이를 저지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서정호는 윤석기 위에 윗선이 있으며, 그가 5년 전 주희를 떠난 

것도 자의가 아닌 여러 가지 협박이 얽혀 있었음을 예감한다. 홍인기는 윤석기를 

통한 자신의 방어가 여의치 않자 직접 나서기로 하고 윤석기를 감시한다. 이를 감

지한 윤석기는 서정호에게 주희에게 해가 가지 않고 홍인기를 공격할 수 있는 방

법을 찾는다면 자신이 홍인기의 옆에서 역정보로 그를 도와주겠노라고 말한다. 윤

석기의 협조로 홍인기라는 거대한 세력의 존재가 드러나고, 윤석기는 홍인기에게 

복수를 하려다가 잡혀서 죽음에 이르도록 폭행당한다. 윤석기의 장례를 치른 후 

서정호는 검사인 친구 호식과 검사시절 선배였던 국회의원으로부터 특검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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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시 한번 송인기 사건을 조사해 보자는 제의를 받는다. 

미스테리 극의 형식을 띠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은 로펌 변호사의 일상

보다는 전직 열혈검사의 마인드로 거대한 정치자금 비리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화려하게 포장된 로펌의 일상적 모습과 법률가의 귀족적 이미지는 로펌의 

사무직원인 양하영(한고은)의 눈을 통해 묘사된다.

4) 신의 저울(2008)

소신 있는 ‘대쪽검사’로 이름 높은 부장검사 김혁재(문성근)의 아들 김우빈(이상윤)

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날 불의의 사고로 오은지를 숨지게 한다. 당황한 나머지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우빈 대신 은지의 애인인 사법시험 준비생 장준하(송창의)

가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힌다. 공사판을 전전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법

조인의 꿈을 지켜온 준하를 지키기 위해 동생 용하가 살인죄의 누명을 쓰며 교도

소에 수감되고, 준하는 검사가 돼 동생의 누명을 벗기겠다는 마음으로 사법시험 

준비에 매진한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우빈은 사법연수원 입소를 미루고 유학을 떠

난다.

2년 뒤 우빈과 준하, 대학 때부터 우빈을 좋아했던 신영주(김유미), 국내 최고 

로펌 “신명” 오너의 딸 노세라(전혜빈)는 사법연수원의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된다. 

같은 시기 우빈의 아버지 김혁재 검사도 부장검사 시절 굴지의 재벌기업 JD 회장을 

구속했던 데 대한 보복성 인사로 사법연수원 교수 발령을 받는다.

연수원에 들어간 준하는 2년 전 오은지 사건의 진범을 찾는데 동분서주한다. 

단서는 사건현장에 떨어져 있던 키홀더. 우빈에 대한 사랑을 남몰래 키워온 영주는 

준하의 일을 돕다가 자신이 우빈에게 선물했던 키홀더가 사건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불안해진 우빈은 자신에 대한 영주의 의심을 무마하려 

영주와 약혼까지 한다. 준하는 점점 우빈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우빈은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점점 악독한 인간이 되

어간다. 거대 로펌 신명의 오너 딸인 노세라(전혜빈)는 애초에 정의 같은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인물이지만, 준하의 진실한 면모를 보면서 점점 준하에 빠진다.

연수원 졸업 후 영주와 준하는 검사가 된다. 우빈은 대한민국 권력 핵심부를 

좌지우지하는 거대로펌 신명에 들어가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로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다. 사법연수원에서 대검 중수부

장으로 돌아온 우빈의 아버지 김혁재는 자신의 아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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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맣게 모른 채, 오은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영주에게 맡긴다. 재수사 과정에서 

우빈이 과실로 오은지를 죽게 했다는 데 대한 확신을 굳힌 영주는 약혼자인 우빈을 

용의자로 체포한다. 김혁재는 큰 충격을 받고, 법정에 선 우빈은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용하와 준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들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대기적 서술로 과거에 벌어진 한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가고 있으며, 국내 드라마 사상 최초로 사법연수원에서의 

법률가 양성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이러한 서술방식으로 드라마 내에

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대중의 법의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법의식, 정의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다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5) 검사 프린세스(2010)

마혜리(김소연)는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 발령이 난 

새내기 검사다. 혜리는 부잣집에서 세상물정 모르고 자라나 오직 명품만을 사랑하고 

사회의식은 없는 철부지다. 검찰청의 보수적인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건을 

처리할 때도 피의자의 제반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만 처리하며, 

사건 기록을 잃어버릴 뻔하고, 진정선(최송현), 윤세준(한정수) 같은 선배검사들의 

충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게다가 나유미-이복례 사건 대질심문에서 뚱뚱한 

나유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이런 혜리를 보다 못한 나중석

(김상호) 부장검사는 결국 혜리를 독립시키지만 그녀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 

이에 화가 난 혜리는 기분 전환하러 간 나이트클럽에서 미성년자들 남자 꽃뱀들

에게 이용당해 경찰서에 가게 되고, 혜리가 검사임을 알아본 기자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부검(부킹검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검찰청에서 입지가 더욱 악화된 혜리는 스키장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진 서인우

(박시후)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불법도박장 인지수사에 뛰어든다. 인지수사는 실패

하지만 윤세준은 혜리가 얼마나 사건을 맡고 싶어하는지 알고 이를 딱하게 여겨 

나부장에게 보증을 서고, 혜리는 드디어 유지민 성폭행 사건을 맡게 된다. 혜리는 

의욕적으로 유지민 사건에 전념해 보지만 사건의 진실은 알기 어렵고, 지민모친은 

혜리가 지민이의 편 같지가 않다며 검사교체요청을 한다. 설상가상 나유미-이복례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억울해하던 나유미가 검찰청 앞에서 혜리에게 토마토 세례를 

하고, 또다시 이 일이 인터넷에 퍼져 혜리는 ‘토검’이라는 별명도 얻게 된다. 도저히 

검사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낀 혜리는 외국으로 몰래 떠나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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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서인우가 혜리를 붙잡는다.

돌아온 혜리는 지민모친을 찾아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인형놀

이를 통해 지민이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다. 혜리는 원장이 지민이를 성추행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소장을 쓰고, 사건을 직관하게 되어 공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다. 그 후 짝사랑하는 윤세준과의 카풀에 동참하고 싶은 혜리는 그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고, 혜리의 바로 윗층 아파트에 이사 온 인우는 혜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더욱 친해지게 된다. 이후 혜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맡게 되고, 인우의 도움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인우의 계획 하에 나무아파트 부실공사건과 하정란의 고만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결국 사건은 병합되어 혜리에게 배당된다. 이에 혜리는 점차 15년 전에 

일어난 천지동 살인사건에 접근해가고, 결국 아버지 마상태(최정우)가 살인사건이 

일어난 당시 알리바이를 증명해준 하정란, 고만철, 신정남 등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

을 알게 되고 충격에 휩싸인다. 또한 사건기록조사와 당시 담당 경찰과의 만남을 

통해 인우가 살인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죽은 서동근의 아들이며, 그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일부러 혜리와 증인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사

람은 서로 좋아하지만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힘들어한다. 한편 혜리가 이 일로 힘

들어하는 것을 보다 못한 마상태는 인우를 찾아가 혜리를 놓아준다면 자신이 자

수하겠다고 말하고, 혜리에게도 진실을 털어놓는다. 당시 마상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철거민 대표 유명우를 실수로 밀쳤고, 유명우가 돌에 머리를 찧어 죽게 된 

것이었다. 

혜리네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다 못한 인우는 혜리에게 사건을 덮자고 하

지만, 혜리는 인우가 잃어버린 세월을 찾아주기 위해 사건을 직접 부장검사에게 

보고한다. 인우는 마상태 변호인으로서 마상태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유명우를 

죽인 것이 아니라 폭행치사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에 

불기소결정이 난다. 또한 서동근도 재심을 통해 살인누명을 벗게 되고, 인우는 마

상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하지만 서로를 잊지 못한 혜리와 

인우는 1년 후 재회해 연인이 된다.

<검사 프린세스>는 검찰청을 주된 무대로 하여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으며, 다른 

드라마와 유사하게 주인공의 성장드라마적 성격을 띠고 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검

찰과 법률가들의 모습은 이전에 비해 덜 경직되고 덜 전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법률직 TV 드라마에 나타난 법의식과 법률가의 이미지 / 李哉協   383

IV. 드라마 텍스트와 게시판을 통해 본 법률가의 이미지와 법의식

1. 텍스트 분석결과

(1) 법률가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법률가는 일반인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직업이다. 우리나라 법률직 

TV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법률가들은 대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사회의 지도층으

로 그려진다. 드라마에는 정의감과 높은 도덕성을 갖춘 법률가도 있지만 이와는 

대척점에 서는 양심 없는 법률가들도 있다. 사실 <검사 프린세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줄서기 

바쁜’ 속물근성의 법률가들의 모습이 더 빈번히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드라마가 대중들이 법률가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부정적인 것으

로 일반화하여 반영하고 있다고는 단정 짓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직업에 비해 법

률가들에 기대하는 도덕성의 수준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

며, 조그만 잘못도 언론에 의해 크게 부풀려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 예컨대 <검사 프린세스>에서 주인공의 검사임관식에 기자들이 몰리는 

것, 그리고 검사가 나이트클럽에서 가서 놀다가 경찰단속에 끌려간 것을 찍고 기

사화하는 것, 또 ‘부킹검사’가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오른 것 등 일반인이 좁게는 

검찰, 크게는 법조계에 대해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분석된 법률직 TV 드라마에 나타났던 판사, 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이

미지를 각각 서술해 보겠다.

1) 판사

대륙법 체제와 제도를 수용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판사가 직접 범죄사실을 확

인하는 등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능동적으로 재판을 주도한다. 그런

데 분석된 법률직 TV 드라마에서는 판사의 역할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드

라마의 주인공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법정공방을 벌이는 검사와 변호사이고, 판

사는 극의 흐름상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5편의 드라마 중 판사가 주인공인 

경우는 한 편도 없고 간혹 법정장면에 등장했을 때에도 그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 

대신 검사와 변호사 간의 치열한 공방, 치밀한 논증 등 영미법식의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드라마에서는 강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외국의 법정 드라마에서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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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되는 것과 같이 극적인 법정공방의 장면을 연출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의 법정의 모습이 그러할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를 반영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극 중에서 간간히 나오는 판사의 이미지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어서 대체적으로 

볼 때 고압적인 사법부 전반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고 있다. 판사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기 싫어한다든지(<애드버킷>, 제5회), 판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

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검사는 더더욱 철저하게 피고인조차 승

복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신의 저울>, 제14회) 것이다.

분석된 TV 드라마 중 유일하게 판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은 <신의 저

울>이다. 극 중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JD그룹 오너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

해 영장전담판사는 고심한다(제3회). 고시공부를 하던 시절 자신의 공부를 도와준 

사촌매형이 청탁을 해 왔기 때문이다. JD그룹 오너를 구속할 경우 사촌매형이 운

영하고 있는 JD 그룹 하청업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을 우려한다. 결국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만, 판사 역시 개인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온전히 자유

롭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2) 검사

법률직 TV 드라마의 단골사건들은 거의 다 형사사건이다. 형사법정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민사보다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규칙, 절차, 언어 등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어진다.68) 그런데 이러한 드

라마 구성상의 이점 외에도 우리나라 법률직 TV 드라마에서 형사사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주인공들이 대부분 검사라는 사실 때문이다. 

검사가 주인공인 <검사 프린세스>는 제외하더라도 다른 모든 드라마에서 검사의 

권위와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지고 있고, 등장 변호사들도 검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검

사가 누리고 있는 특별한 지위와 권력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드라마 <애드버킷>에서 모든 주요 등장인물들은 검사출신 변호사이거나 혹은 

검사지망생이었다. 주인공 김민규(손창민)는 연수원 성적이 좋아 검사 임용 예정

68) Charles B. Rosenberg, “27 Years as a Television Legal Adviser and Counting...”, in 

Michael Asimow (ed.), Lawyers in Your Living Room!: Law on Televis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09),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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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지만 고향친구의 신원보증을 잘못 서서 최종 임용에서 탈락하고 변호사의 길

을 걷게 된다. 김민규의 막역한 친구 한철호(김상경)는 김민규의 자리를 거머쥐고 

임용된 검사이다. 김민규와 대결하는 대형로펌의 엘리트 변호사 오준성(전광렬)은 

서울법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 등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로서 신화 

로펌에 스카우트되기 전에 검사직을 거쳤다. 한국 법조계의 2대 천재 중 하나로 

일컬어졌고 신화 로펌의 대표변호사인 서승권(박근형)도 검사출신이다. 그런가 하면 

<변호사들>의 열혈변호사 서정호(김상경), 송이령(추상미), 그리고 이들을 자신의 

로펌으로 스카우트한 대표변호사 고영중(김병기)도 검찰청을 거쳤다. <신의 저울>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주인공들이 법률가 수련을 거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극 전체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중심축은 김혁재(문성근) 부장검사 및 그의 휘하에 

있던 검사들의 현직시절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때까지의 모습들이다. 

상명하복, 경직된 권위적인 체제 안에 놓여있는 검찰조직의 묘사는 <변호사들>, 

<신의 저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매너가 없어 보일 정도로 거침없는 

성격이지만 일에 관해서는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은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검사의 이미지 중 하나이다. 다만 그러한 경직성과 일차원적 성격묘사는 <검사 

프린세스>에서는 훨씬 순화되어 나타나고 있을 따름이다.

드라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검사의 이미지는 변호사의 그것과 종종 대비된다. 

<변호사들>에서 검사와 변호사 시절의 장면이 보여진 유일한 인물인 서정호가 보

이는 행동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반말과 존대말이다. 피의자를 대할 때 검사 서

정호는 반말을 하고 이후 동일한 인물에게 변호사 서정호는 존대말을 한다. 과거 

서정호는 위협적인 권력을 가진 ‘검사님’이었지만 변호사가 된 서정호는 이제 그 

피의자를 좋은 정보원으로 ‘아우님’ 대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로서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장악하는 이미지에서, 변호사가 되면 돈으로 회유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흥미롭다. 예컨대 위치추적이나 지문 조회는 검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수사이지만, 거물급 인물이나 정재계의 실력자를 비롯한 인물에 대한 정보는 변호사

가 직접 나서서 얻는 것이 더 빠른 것처럼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보아 검사는 고객을 

위한 법적 사실과 증거를 모으는 변호사와는 달리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데 골몰

할 수 있다는, 변호사보다 더 진실에 가까이 설 수 있다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 주인공에게 가장 큰 장벽은 보이지 않는 외부의 

압력이다. <신의 저울>에서 대쪽같은 김혁재 부장검사가 JD그룹 사옥 전체에 대

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지만 검찰조직은 수사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에 이리저리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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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린다. <변호사들>에서는 비자금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석이 오히려 검찰

에 수사를 의뢰한다. 여기서 정우석 측의 승부를 위한 논리는 ‘검찰에서 수사할 

엄두를 못낸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수사가 들어가면 삼천억원의 비자금이 드러

나고, 사회를 뒤흔들고도 남을 만한 크기라는 것’이다(<변호사들, 제7회). 이에 대

해 얘기하는 변호사들의 대화에서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드러난다. 첫째, 국민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이다.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수사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권력의 중

심까지 건드리는 수사는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검찰은 검찰 

활동 자체의 본래 목적보다는 사회에서의 그 이미지를 신경 쓰며 그러한 점이 검

찰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전제가 있다. 이것은 실제 사회에서 검찰의 움

직임을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와도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즉 조사의 내용이나 

조사의 대상보다는 그것이 매체를 통해 만들어내는 대중적 이미지의 파급력이 가

장 우선시된다는 것이다.  

  

3) 변호사

분석된 법률직 TV 드라마에는 다양한 유형의 변호사가 등장한다. 

<신의 저울>에는 전관 변호사들의 모습이 나온다(제4회). 민주하 변호사는 부장

판사 출신으로 이제 막 개업한 전관 변호사이다. 어떻게든 ‘전관 약발’이 먹힐 때 

돈을 많이 벌어두는데 분주하다. 철저히 수임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이는 민 

변호사이지만, 의뢰인 앞에서는 점잖은 태도를 유지한다. 하지만 ‘귀찮게 구는’ 의

뢰인의 이런저런 요구까지 세심히 들어줄 생각 역시 없다. 돈 말고는 별 관심이 

없는 변호사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라는 직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이

기도 하다. ‘전관예우’가 실제로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전관의 힘’에 대한 믿음, 연줄이 있는 법조인,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판검사에게 청탁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 사회에 매우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듯 하다.69) <애드버킷>에서는 사법

연수원 교수의 강의장면을 통해 전관예우 관행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설파

되고 있지만(제1회), 10년이 지나 방영된 <신의 저울>에서도 전관예우의 흔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들>의 윤석기(김성수)는 미국의 유명 로펌에서 온 외국변호사로 ‘토종 

69)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한민국 사법 패 리가 사는 법 (창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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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는 대조되는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아침엔 조깅과 수영을 열심히 하고,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한다. 현재 국내의 주요 로펌에는 수백명의 외국변호사가 고

용되어 있어 그들의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다.70)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실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이미지라기보다, 미국 드라마를 통해 

형성된 미국 변호사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71)

여성 변호사들 역시 전형적 부류로 나타난다. 하나는 모든 일에 완벽한 슈퍼우먼 

송이령(추상미), 다른 하나는 수재라서 변호사는 되었지만 연애는 맘대로 안돼서 

고전하는 오유리(정하나)인데, 이 두 가지 모습은 법조계 여성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에 대한 두 가지 전형적인 이미지로 보인다. 슈퍼우먼이거나, 

연애에는 손방이거나 하는 모습 둘 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이다. 또한 ‘연애

에는 손방인 수재’는 인기 있는 비전문직 여성(양하영)에겐 열등감을 느끼는 고정

관념으로 존재하게 된다.

법률직 TV 드라마에서 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 중 하나는 로펌에 대한 

시각의 변화이다. <애드버킷>에서는 기존의 변호사 사무실과는 뭔가 다른 호기심 

차원의 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로펌>에서는 뜻있는 젊은이들이 법률회사

를 결성하여 대형로펌과 대결하게 되는, 점차 로펌이 법조계의 주류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72) <변호사들>에서는 로펌 변호사들이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닌, 전반적인 법률직의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마치 미국의 <L.A. 

Law>를 연상시키는 것과 같이 로펌은 발 빠르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외국계 기업

의 분위기를 띠고 있다. 커리어우먼의 전형인 송이령(추상미)은 테이크 아웃 커피

를 입에 물고 서류를 보며 화려한 차림으로 출근한다. 변호사들끼리의 회의를 준

비할 때에도 활기찬 음악이 흐르고 경쾌한 분위기다. 대표변호사가 지나갈 때면 

그 뒤에서 사무직들이 “지난달에만 1억 벌었대”라는 대화를 속삭인다. 엄청난 연

70) 김진원, 한국의 로펌 (리걸타임즈, 2008), p.72
71) 극 중 로펌 직원인 양하영(한고은)의 대화: “맨하탄에서 변호사 생활하려면 원칙이 있지. 

첫째, 뱃살은 곧 죽음이다. 둘째, 채식과 명상을 흉내라도 낸다. 셋째, 게이인 척 하던가 

아니면 게이랑 친한 척 한다” (<변호사들> 제2회).
72) <로펌>의 기획의도는 다음과 같다.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이혼 소송이나 갖

가지 개인적 송사 정도에 매달리던 변호사의 개념이 이제 거대한 '로펌' 체제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곳에는 밤이 새도록 일에 매달리고, 사건현장을 뛰며 살아가는 생각이 

젊은 많은 변호사들이 있다. 이 드라마를 통해, 법은 언제나 우리 같은 대다수의 선량한 

인간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법의 기본 정신을 다시금 조명함과 동시에 기존의 드라마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인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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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을 자랑하는 그의 화려한 모습이 입고 있는 옷에서도 투영된다. 

반면 <신의 저울>에서 그려지는 로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한국사회의 

중심축이다. 한 등장인물의 말처럼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의 파워는 “어지간한 검사

보다 센”(11회) 세상이 된 것이다. 현실보다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로펌 신명은 정부 요직의 관료들에 대한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드라마에서 신명의 대표변호사 노주명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자유롭게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검찰 어느 쪽에 배당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상당히 과장된 얘기일 수 있지만, 적어도 대형 

로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73)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법률직 TV 드라마의 주된 등장인물들은 검사이며, 

변호사는 그에 대비되는 존재로 비추어진다. 검사는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직무이고 

언제나 정의의 편이라면, 변호사의 정의는 그가 대신해 싸워줄 고객의 정의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일상에서의 변호사의 업무는 다사다난하고 ‘뒤가 구린’ 사람들을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뛰어다니는 일도 많다는 것을 드라마는 은근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무리 의뢰인이 의심스러워도 결국은 ‘고객’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여기서 변호사는 검사라는 공무원이 

미칠 수 없는 고액의 서비스 업종 종사자이며, 검사처럼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방향의 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것이 검사의 마인드라면, 변호사의 마인드는 무엇일까? 

변호사의 마인드는 고객을 ‘대신해 싸워주는 것’이라고 <변호사들>의 서정호는 말

한다(그래서 더 이상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말라는 김주희(정혜영)의 말에 대한 서

정호의 대답이기도 하다).

정호: 김주희, 현실적으루, 냉정하게 생각해 봐. 어차피 난 쌈박질 좋아하는 놈이고, 

니가 아니었어두, 윤석기 저 친구랑 붙을 일이 열 가지도 넘어... 더 쉽게 

말할까?.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냐, 대신 싸워 주는 거. 

주희: 알아요. 근데 속상해요. 여러 가지 다. 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부터... 

73) <신의 저울>이 방영된 시기에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하여 투자회사 론스타의 법률자

문을 맡았던 국내최대의 로펌인 김&장의 역할에 대해 세간의 논란이 있었고, 이와 유

사한 사안이 이 드라마에도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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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립구조의 역동성

법률직 TV 드라마는 법률가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종종 법률가 집단과 

대립하고 견제하는 세력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언론은 법률직을 비판할 때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은 다른 국가 권력기관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의 높

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사회경제적 발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법기관들이 본연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언론은 다양한 유사사법

적 기능을 수행할 정도로 성장하였다.74) 이러한 경향은 법률직 TV 드라마에도 그

대로 드러난다. 예컨대 <애드버킷>의 김민규는 소액주주소송을 위해 언론의 힘을 

이용한다. 신문사에 연락을 돌려 사건 자체를 기사화한 것이다. 임혁수 회장은 이

러한 언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급기야 사건을 오준성 변호사에게 맡기기에 

이른다. 이는 재판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수사를 빗겨나가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사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잠재우는 전략 역시 우리사회에서 언론이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하게 되는 

이미지의 하나로 등장한다. <변호사들>에서는 연예인 신지나가 정치인 스폰서 정

우석의 정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담당변호사인 

장기순과의 스캔들을 일부러 터뜨리는 장면이 나온다(제12회). 여기에는 여론만 

잠재우면 수사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사람들의 시선을 스

캔들로 이끈다는 전략이 성립되는 이유는 수사는 여론의 감시가 없을 때는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중의 관심이 한 사건

의 사법적 해결방식에 쏠려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대충 처리되기 힘들 것이다. 그

렇다고 반대로 스캔들이 일어나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고 해서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에서는 이를 전제로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결국 현실적이기보다는 드라마틱한 사건 해결법이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드라마는 ‘공판의 결과는 단순히 법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전제를 어느 정도 과

장해서 드라마의 전개에 이용하고 있다. 때로는 정치권도 그러한 견제의 역할을 

한다. <변호사들>에서는 처음부터 현재 법망과 권력 구조 안에서 해결 불가능한 

법적 사안을 위해 도전하는 법조인들의 모습을 그려왔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들이 

74) 박승관⋅장경섭, “한국 사회의 이중적 법질서와 언론 권력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35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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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수 있는 히든카드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것도 의

미심장하다.

법률직 내부의 대립구조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주인공들의 법정공방

이다. 여기에서 전형적으로 제시되는 구조는 거대로펌을 상대로 의로운 싸움을 벌

이는 주인공 변호사들(개인변호사 혹은 소규모 로펌 소속)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의와 자본의 논리의 대립이다. <애드버킷>에서 김민규는 악을 변호하는 것 자

체가 악이라고 본다. 그는 ‘누구를 변호할 건지 선택’하는 순간부터 변호사로서 

‘무죄’와 ‘유죄’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신화로펌의 변호사 오준성은 소송

은 게임이자 승부라고 생각하며 철저한 논리와 증거, 사실 조사가 승패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능력과 노력을 갖춘, 소송을 위해 태어난 듯한 변호사이다. 그는 “변호

사의 능력은 옳은 편에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이기에 정의와 능력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로펌>에서는 야망과 이윤만을 쫒는 준석과 자신의 원리 원칙을 준수하여 일을 

처리하는 영웅의 모습이 대립된다. <변호사들>의 주연인 서정호와 윤석기는 각각 

정의의 변호사와 불의에 굴복한 변호사로 정확히 선악이 나누어진 극적인 이미지

를 가지고 있다. <신의 저울>에서도 이러한 대립구조가 나타난다. 공사판에서 일

용직 근로자로 살다 죽은 아버지를 둔 주인공 장준하(송창의)는 책임감 있고 당당

한 원칙주의자이다. 이에 비해 노세라(전혜빈)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신명’의 

오너인 노주명의 딸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광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평가 받

고 싶지만, 아버지를 거역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명을 

세계적인 로펌으로 키울 생각이다. 그러자면 아버지처럼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무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정의’ 같은 건 힘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실리적이고 냉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양자 중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표면적으로는 정의로운 약

자가 결국 뜻을 쟁취하는 것 같지만 거대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세력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반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다른 드라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난히 돋보였던 대립구조 중 하나는 바로 

법률가(혹은 예비법률가)와 비법률가 간의 시각 차이이다. <신의 저울>의 사법연

수원 모의재판에서는 연수원생들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과거에 

자신의 동생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사건을 소재로 사안이 만들어진 모의재

판에서 사건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인공 장준하가 변호인 역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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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재판 결과 배심원들 대부분이 유죄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

려웠다.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학범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학범은 연수원생들의 

‘보수성’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사법연수원을 거치면서 그들도 법률가의 문

화를 내재화하는 것이다.

준하: 재판부는 그렇다 쳐!!

어떻게 배심원들조차 유죄 선고를 내릴 수가 있지?

학범: 그거? 아무 이유 없어!!!

...     ...

준하: 연수원생들이야!!

기성 법조인도 아니고 연수원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학범: 너, 연수원 들어 올 때 주의사항 못 들었냐?

절대로 튀지 마라!! 모든 건 작년 하던 대로!!!

이 바닥이 그렇게 보수적인 곳이야! 한번 확정된 판결 뒤집기가 얼마나 힘

든지 .... 이제 알겠냐?

(3) 법치주의와 정의실현의 개념

법률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법치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확립하는 것이라면, 

법률직 TV 드라마를 통해 법률가들이 법치주의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드라마였던 <애드버킷>이 1998년에 방영되었음을 감

안할 때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서

민들의 삶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으며, 여기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가 주목되었다. 

그런데 <애드버킷>에서 김민규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홍진구 박사 연구

실에서 몰래 대외비 문서를 뒤지고 그가 DHL로 보내는 우편물을 배달원에게 거

짓말을 해서 행선지를 알아냄으로써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이은지는 청소부, 의사 

복장을 하고 의사를 사칭해서 홍진구 박사의 연구실에 불법침입해서 쿠바 임상실

험 결과를 찾아내 법정으로 가져온다. 이는 과거에 권세형이 윤선아 강간 사건에

서 연구원을 매수하고 정자 샘플을 바꿔친 것과 다를 바 없는 불법적인 편법 행

위이지만 극에서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사실 범인을 잡는데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정확히 가를 수 없다는 전제는 이미 

시청자들에게 낯설지 않은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정의로운 편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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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편법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예외적으로 검찰의 경우 

수사기관이기에 정당한 수사목적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허용될 수 있지만, 

변호사나 변호사의 비서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

나는 것이다. 이는 극 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선악 대립구도를 그리다보니 공정성

을 잃고 선한 편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선한 편이 행하는 불법은 허용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문제시되는 것이

다. 선한 목적이 모든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선한 목적을 이

루기 위한 행위는 적법한 수단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권세형의 폭력에 고향친구 고명석이라는 폭력으로 맞서는 장면이 나오는

데,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깡패가 붙어 다닌다는 괴이하고 모순적인 구도를 만

들어내고 있다. 고명석은 자신의 행동을 ‘정의의 편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정당화

하고 있다. 즉, 권세형의 폭력은 극악한 것이지만 김민규 옆에 있는 폭력은 정당

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민규는 고명석을 이용하는 것, 즉 폭력에 폭력으로 대

응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명석이 권세형에게 문서를 탈취하려다가 실패하자 “정도가 아닌 길을 하늘이 도

울 리가 없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애드버킷>, 제14회-제15회)

법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메시지 역시 불가피한 불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변하는 사유가 된다. <변호사들>에서 서정호는 윤석기

에게 말한다. 

정호: 맡겨 볼래?

석기: 너무 중한 짐이에요.

정호: 내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순리에. 그럴 수 있겠어?

여기서 ‘순리에 맡긴다’는 뜻에는 일을 정의롭게 진행해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 법이라는 단어는 正義나 不義 양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철저히 파

악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어책이자 공격책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호는 법을 쫓는 게 아니라 순리를 쫓고자 하는 것이다. 이 드라마를 통해 형

성되는 이상적인 변호사의 이미지인 서정호는 단순히 고객을 위해 법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함을 알았을 때 ‘대신 싸워주거나 

지켜주는’(변호사의 마인드) 존재이다. 따라서 서정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법이 

아니라 순리에 일을 맡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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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의 형식성을 극복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순리는 바로 

일반인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아닐 듯싶다. “법 앞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드라마를 만든다”75)는 <신의 저울>의 기획 의도는 

우리나라 법률직 TV 드라마의 주요 모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

적으로 미국의 법정 드라마가 사회적 불안심리를 봉합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국가

적 법체계와 경찰의 신화를 생산한다면, 한국의 법정 드라마는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접하는 법률적 사안을 다루면서 개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조정하는 

법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76) 소송당사자들이 판

사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재판을 통해 상처받았던 감정을 치유해 

주기를 바란다는 사실은 미국의 소액재판소송에서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77) 다만 실제 소송당사자들의 법의식과는 달리 미국의 대중문화에서는 

재판의 치유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신의 

저울>에서 신영주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치유적 정의 개념은 김혁재의 다음 말에서 극명하게 나타

난다.

김혁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사죄할 기회를 주고, 또 동시에 피해자 유족들이 치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바로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야.

노세라: 피해자 유족들이 결국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김혁재: 아무리 완강하게 거부해도 계속 용서를 빌고 빌어야지.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참회, 그게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거잖아? 옛말에도 형벌을 주는 건 

죄를 씻기 위한 거지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옛 사람

들의 지혜지 그게..  

75) <신의 저울>의 기획의도는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함

을 상징하지만 수천억 원을 횡령한 재벌 총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법 앞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드라마를 만든다.” 홍창욱, “언론현장 제작기, 미드 잡는 법정 드라마, 

법조인의 ‘초심’ 그렸다”, 신문과 방송, 2009. 1.
76) 이희은, 전게논문, p. 138.
77) John M. Conley & William M. O’Barr, Rules vs. Relationships: The Ethnography of 

Legal Discourse (Univ. of Chicago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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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프린세스>의 주된 테마는 ‘억울함’이다. 극을 이끌어나가는 서인우의 음

모와 계획은 모두 누명을 쓴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어주기 위해서였고, 마혜리가 

맡은 사건 피의자 혹은 피해자들 모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사람들

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분노에 차서 더 큰일을 저지를 수 있기에 검사는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서인우는 이러한 공권력의 개입 없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고, 또 마상태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건을 덮으려 한다.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원천은 바로 ‘사랑’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검사 프린세스>에서 ‘억울함’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치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과 그에 기한 공권력의 정의실현으로 인해 치유된다. 

둘째, ‘사랑’으로 치유된다. 극 전체에서 두 가지 경로가 모두 공존해왔지만, 초중

반부에는 첫 번째 경로에 집중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후반부에는 두 번째 

경로인 ‘사랑’에 집중하여 이야기가 진행된다. 제15회에서는 인우가 혜리에게 유

명우 살인사건을 덮자고 말하면서 ‘사랑’에 의해 풀리는 이야기가 그 정점에 이르

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아울러 인정, 사랑과 같은 순리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법률가들은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대립적인 관계에서 상반

된 논리로 주장을 펼치는 검사와 변호사는 어떻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가? <애드버킷>에서 김민규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다른 입장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보면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범죄인을 처벌하

고 변호한다는 얼핏 보면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법률가로서 궁

극적인 목표는 같으며 결국 같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의 실현이라는 법률가

의 근본적인 사명을 잊고 검사와 변호사라는 역할에만 지나치게 충실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이들이 함께 협력하여 정의 실현에 힘써야만 법조

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서는 <변호사들>에서도 발견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에서는 개인 정보

에 대해 접근할 권리가 거의 없지만, 개인적인 방식(검사나 검찰과의 친분)을 통

해서 그 접근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전직 검사였던 변호사가 

가진 인맥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더 큰 틀에서는 변호사와 검사가 

함께 정의를 위해서 힘을 합할 수도 있다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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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문화적 코드

법률직 TV 드라마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또 다른 측면은 동료애, 우정, 인적 네

트워크 등에 의존하는 한국의 문화적 코드이다.78) 드라마 <로펌>에서는 유독 인

간적인 해결 방법을 많이 제시한다. 예를 들면 유력한 증인을 섭외할 때에도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증언해 줄 것을 강하게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 증인이 감동하여 증언대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 구성이 

그러하다. 법률사무소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주인공 정영웅이 출근

하지 않는 동료들을 직접 찾아가 마음을 달램으로써 화해시켜 동료애로 뭉친다는 

설정 역시 비슷한 형태이다. 다른 등장인물들은 항상 영웅의 의견을 중시하는 모

습을 보이는데 지위 때문이 아닌 그의 행동력과 그 인물 자체에 대한 신뢰를 바

탕으로 한다. 또한 사건의 범위가 고정된 인물들 밖으로는 거의 넘어가지 않으며 

그 안에서 같은 인물 간의 같은 갈등 속에서 이야기들이 움직여져 나가고 그 과

정을 통하여 집단적 가치를 높게 여기는 시각을 드러낸다. <로펌>은 주로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들의 갈등과 화해에 초점을 두어 변호사라는 직장 공간의 특

수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 번 맡은 사건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 모습과 

진정으로 의뢰인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표현하여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구성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변호사들의 따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펼침으로써 변호사들도 다른 여느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등장인물의 도덕관념, 정의관, 직업의식이 서로 일관적으로 연결되어 복잡하고 

다면화된 성격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변호사들>에서 

윤석기는 정우석을 변호하며 속물적 성공을 쫓는 변호사로, 서정호는 그러한 정우

석의 뒤를 캐내고 약자를 보호하는 원칙적인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드라마 안에서 이러한 법조인의 업무 영역에서의 도덕성이 일상과 그대로 

연결되게끔 그려진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여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진다.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 변호사의 성적인 자유분방함은 각자 개인의 캐릭터일 뿐, 

법적인 정의와 연결시키는 일이 거의 없다.79) 성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78) 한국의 법문화에 스며든 인적 연계망에 대한 논의로는 이은영, “한국의 계약문화”, 법

과사회, 제16호 (1999).
79) 이러한 현상은 특히 <L.A. Law> 이후 미국 법정드라마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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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생활의 영역인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추구하는 ‘정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지어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정의로운 법조인은 성적으로도 원칙주

의자이며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반대로 성공을 쫓는 법조인은 성적으로 자유분방

한 연애를 추구하되 양다리도 거침이 없다는 설정을 맞물리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변호사들>의 초반부에 윤석기는 양하영과 서로 가벼운 연애만 하기로 합의하고 

자신의 약혼자와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양다리를 걸친다. 그러던 그가 실은 ‘정의의 

편’이었음이 밝혀지고, 급기야 악의 화신인 홍인기와는 대치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일상에서도 그의 ‘정의로운 법조인’의 모습이 섞여 나온다. 예컨대 파티장소에서 

술에 취한 대표변호사 고영중이 양하영을 집적대고 얼싸안자 윤석기는 그를 주먹

으로 내리친다(제14회). 

2. 게시판 분석결과

대부분의 법률직 TV 드라마들은 열렬한 지지층을 형성해서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팬들끼리의 친분관계가 구축될 정도였다. 시청자들의 평가는 드라마의 주인

공에 대한 감정적 공감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가라는 직업은 소재에 머물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법률가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묘사하기보다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목숨을 건 사투를 중심으로 영웅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극적이고 극단적인 변호사와 검사의 모습들을 통해 

법률가들에 대해 시청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것은 드라마를 보고 나서 “과연 진짜 변호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법조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3편의 법률직 TV 드라마의 시청자 게시판에서 발취한 글들을 중심으로 

수용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법에 대한 의식과 법률가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기

로 한다. 

(1) 법

게시판에서 법 혹은 법률 자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눈에 띄는 댓글로 chanmi777의 ｢법률가의 법률가..법아 얼마나 도와줄 수 있

니?｣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검사 프린세스> 게시판). chanmi777은 칼처럼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법의 

내재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그렇기에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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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검의 말씀처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lim7711은 마상태 사건 오판에 관여한 판검사가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법 앞에 평등’과 ‘(법조인은)절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에’라는 두 가지 근거를 든다. 이는 법이 

기본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법의식을 보여준다.

(2) 법률가의 이미지

1) 전반적 이미지

법률가는 모두가 선망하고 모두가 되고 싶어 하는 ‘귀족’ 같은 이미지로 받아들

여지고 있었다. 한 시청자는(elina1978) “왜 항상 드라마에서 변호사, 검사, 의사 뭐 

이런 직업들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지 생각해보세요. 작가가 좋아해서? 시청자인 

우리.. 바로 ‘나’가 좋아해서죠... 부와 멋진 직업과 멋진 차 뭐 이런거... 다 현실 

속의 그닥 화려하지 않은 자신들의 뭔가 갈망을 채워줄만한 멋진 주인공들이 나

오는거 아니겠어요...”라고 말한다. 결국 게시판의 분위기로 보아 법률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들에 대해 마냥 호의적

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검사의 이미지

시청자가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변호사보다 ‘카리스마’를 가진 

직업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각각 다르다. 다음의 글들에 그러한 생

각들이 드러난다. 

<변호사들>의 게시판에 나온 “주인공 김상경이 검사일 때 멋있을 것 같다”는 

말에서도 검사는 변호사보다 ‘당당한 이미지’로 인식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검사

가 변호사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도 포함이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검사가 국가의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그 태도에서 당

당할 수는 있지만, 같은 조직의 상하관계 앞에서는 다시 무력해질 수도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인식은 ｢검사도 위에서 시킴 뭐 별수 없는 거 아닌가요｣라는 글에서 

잘 드러난다.

<신의 저울>에서는 극 중의 김혁재 검사와 같은 소신 있는 검사가 검찰에 정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면서도, 그런 검사가 오늘날 검찰에서 현실적으

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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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프린세스>는 방영 당시 MBC PD수첩에서 검사스폰서를 비롯한 각종 검찰의 

비리가 보도되어서 국민의 검사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를 접하고 있노라면∼ 검사에 검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요즈음∼ 

검프에 검사님들을 보노라면∼ 드라마에서나마 내면에 웃음을 주는 군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진정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라마 속에서이긴 하지만 

∼남다른 메시지가 전달되네요∼”라며 “현직에 계신 검사님들∼ 검프 좀 열심히 

보시면서∼ 국민들에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많은 깨침을 알아 가셨음 부탁드립

니다∼”라고 eunhaes7은 ｢현직검사에 울고∼ 윤검에 웃고∼｣에서 경고하고 있다. 

또한 emmks 역시 ｢이 드라마 다 좋은데 검사 미화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글에서 

“드라마 속 검사들은 하나같이 청렴결백하고 국민들을 위해 희생만 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인줄 압니다. 현실은 드라마 속 검사를 얼마나 미화했는지 pd

수첩만 봐도 잘 알죠.”라며 “검사찬양 의도가 빤하다”, “요즘 상황에서 보기 불편

한 배경의 드라마다”라는 등의 격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반박하는 글도 많았다. 

tjdkwkd는 “피디수첩에서 어떻게, 누구를 취재했는지는 몰라도 그 검사들을 제외한 

많은 검사들은 정말 이 드라마에서처럼 윤검, 진검처럼 정의를 위해서 검사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방송에서 보여준 한조각의 단면을 가지고 퍼즐 전체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검사들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며 검사들을 두둔하고 있다. 

나아가서 사법부의 역할을 설명하며 ‘검사필요론’을 들어 검사를 옹호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러한 견해들은 보통 PD수첩에 나타난 검사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PD수첩 

자체에 대한 비판을 앞세우고 있다. 즉, 검찰이나 사법부는 오히려 언론으로부터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zxcvw는 “사법부가 아니면 누가 정치권과 대통령

을 견제하라고?? 당신 같이 그저 언론이 떠들면 무지몽매 휘둘리는 사람들 때문

에 정부가 제일 먼저 언론부터 장악하려 드는 거야...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라고 

역설하고, fdsawef는 “사법부와 검찰의 힘이 강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독주와 

독재를 막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고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가 있는 

법인데... 안그래도 검찰과 사법부의 힘이 약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이 안되고 

대통령 정부의 독주를 통제하지 못하는 건데...”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었다. <신의 저울>에서는 사법

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라면 준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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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검사가 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검사 프린세스>의 

마혜리와 같은 별종 검사의 탄생도 로스쿨 시대에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는 의견도 있었다. qwsef11는 “저는 그냥 왠지... 앞으로 좋은 집안 외동딸 마혜리 

같이 노력도 뭐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짱짱한 부모빨과 돈빨로, 그런 애들 

위해 만든 거라는 돈스쿨이라 불리는 로스쿨 가서, 아무 고생 없이 쉽게 검사 되어 

나오는 애들 생기면.. 이제 마혜리 같은 검사가 꼭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닐 거 

같단 생각이 들던데요.. 법 관련 행하는 사람들만큼은 그 어렵다는 고시를 통해 

누구나 동일선에서 많은 고생과 노력을 다 이겨낸 사람들만을 뽑는 어려운 시험

과 과정일수록.. 그래서 최대한 저런 정신상태 애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할 거 같아요”라며 ‘돈스쿨’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이 그 선발과

정상의 어려움과 희소성 때문에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사람들보다 질적으로 우

수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3) 변호사의 이미지

텍스트 분석에서도 제시되었지만 게시판을 통해서도 변호사는 보다 이익을 쫓고, 

검사가 정의를 쫓는 인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검사삘 나는 변

호사가 많아야 법이 지켜진다”는 말에서도 드러나지만, 시청자가 현실에서 본 변

호사의 모습에 대한 실망이 드라마 내의 등장인물, “고선배”라는 물욕 많은 변호

사의 이미지에 투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변호사들>). 간간히 등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이미지는 ‘허가받은 도둑놈’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에 따

라 변호사상도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사&변호사에 대한 오해 또는 편견  

 

우리처럼 암울한 시대에 청춘을 보냈던 사람들에겐 대부분 

공안검사 : 인권변호사라는 인식이 각인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하면 정의의 상징처럼 생각해 왔는데..

그런 인식을 깬 사건이 있었드랬죠. 

전에 살던 아파트에 이른바 ‘꾼’이란 사람이 침투했죠.

신축 아파트를 돌면서 하자 협상을 도맡아서 착복하는 사람들..

금목걸이에 삐까뻔쩍한 시계, 쫙 빼입은 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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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구형 벤츠를 몰고 다니며 한번 태워주까 하며..

귀 얇은 노인네들을 호리는데 할머니 할바이들이 꺼뻑 넘어가더군요.

그 사기술의 절정은 자기 아들이 변호사라고 뻐기는 거였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아들이 정말 변호사라면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각을 알려야 된다고 입을 모았구요.

근데......허걱∼

그 아들이 진짜루 변호사인데다 아비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 

마을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말도 안되는 죄목으루 고소를 남발하더군요.

그리고 고대표처럼 정치에 입문까지 하려고 준비하다가

줄을 잘못 서서 지난 총선 때는 실패했구요...

보통 아파트 하자 협상에 몇 억에서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

그런 협상을 로펌에서 대신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거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 드라마를 예사롭지 않게 보았지요.

볼수록 참 정교하고 치밀하고 현실적이더라구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때론 정의보다는 욕망을 좇는다는 사실...

서변 & 송변처럼 검사삘 나는 변호사들이 정말 많아져야겠다는 것..

누구를, 무엇을 변호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정말 

천양지차가 된다는 사실도...

결론은...변호사보다 검사의 자질과 품성이 더 훌륭해야 

법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한다는...

우리 현실이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져 있어 또 저 생각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검사 프린세스>는 드라마 내용이 검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게시판에 변호

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사보다 세련되고 

화술이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는 듯하다. ‘검프사랑해’는 ｢변호사답게 화술이 좋은 

서변｣에서 서변의 화술을 칭찬하고 있고, leee6789는 서변이 마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능력 있는 변호사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hasakun은 ｢서인우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글에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밝

혔다. 한편 ulia89는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검사는 도통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이 보는 변호사는 검사에 비해 덜 딱딱하고 좀 더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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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변호사들> 게시판에는 “로펌을 멋있게 그려놓았다”는 평이 있는데 

이는 그동안 드라마에서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던 로펌 변호사의 일상을 경제적으

로 부유한 모습으로 부각시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게시판은 법학도가 작

성한 것인데, 마치 미국의 <L.A. Law>를 보고 법률가를 지망하는 학생수가 늘었

다는 사실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오늘 1회를 봤는데..

와.. 실제로 로펌에는 惡과 타협한 변호사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역시, 김성수^^;;;

초반에는 정말 멋있는데, 1회 후반부터 소름 돋을 만큼

악한 캐릭터를 너무 잘 연기하시네요. 

정말 그 캐릭터가 싫어지게 만드는.....ㅋㅋ

(이것도 좋은 효과예요, 많은 법조인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의감을 불타게 

하는 효과.ㅋㅋ)

추상미씨도, 여자 변호사로써, 정말 멋있어요.^^*

많은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하나로 충분히

멋있는 변호사 같았습니다.!

저도 꼭, 열심히 해서 추상미씨처럼 멋진 

변호사가 되고 싶네요.

로펌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멋있고,

암튼 화면에 나오는, 로펌 사무실이나, 어느 장소나-

장면도 멋있고.

보는 내내 “우와~ 우와~ 정말 멋있구나..”

변호사라는거, 열나게 목숨 걸고 꼭 해 볼만한

직업이라는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법률가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가 동

시에 나타났지만 드라마를 통해 법률가의 실상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

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zizonboy22는 <검사 프린세스>를 통해 검사가 하는 일과 

검사라는 직업, 변호사의 일들까지 알게 되었다고 적었으며, km4011은 이 글에 

동조하며 “사실...검사가 좀 가깝게 느껴지는 계기가 된거 같아요...항상 무겁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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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졌던....그런 직종인데..그쵸..” 라고 댓글을 달았다. 

나아가 n640225는 “그동안 법정 드라마는 많았지만 검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많지 않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가 어두운 부분으로 비쳐졌던 그동안의 케릭

터에 비해서 이번 드라마는 밝은 부분도 보여주는 듯 하네요”라며 검사가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부속품으로서의 한 인간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

으로서 비쳐져서 신선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한 “드라마 지켜보면서 검사

분들의 일상을 엿보는 기분도 괜찮네요”라며 앞으로 검사의 빛과 어두움을 다 엿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 법률 TV 드라마들이 

일반인들이 검사를 좀 더 가깝게,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공

헌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방영된 법률가를 주인공으로 한 TV 드라마를 분석

하여 한국인의 법의식과 법률가에 대한 이미지를 규명해 보았다. 법률직 TV 드라

마는 실제로 법률가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법률가들에 대한 

이미지와 법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방영된 법률직 TV 드라마에서도 일반인들이 법과 정의, 분쟁과 

갈등, 법치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 어떠한 분석이 가능할지 여러 가지 유용한 단서들이 포착되었다.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법률직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드라마가 등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법부의 역할이 미미하였거나 국민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

문에 법률가들은 대중들에게 귀족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 

권력에 굴복한 비굴한 사법기관, 천편일률적인 수련과정과 일사불란한 위계질서의 

법률가 문화 때문에 간간히 드라마 속에 등장하였던 법률가의 이미지는 상당히 

고정적이었다. 본격적인 법률직 TV 드라마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법

률가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법률가의 업무범위가 다양화되고 업무형태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점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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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직 TV 드라마에서 반영되고 있는 법률가의 이미지 중 두드러진 점은 검사

의 중심적인 역할이었다. 실제 법정에서 재판을 주도하는 판사는 적어도 현재까지 

드라마에서 매우 부분적으로 미약하게 묘사되고 있었다. 변호사의 경우 매우 다양

하게 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드라마일수록 로펌 변호사의 

위상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법률가들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에서 남다른 특권을 가진 검사들에 대한 실재의 반영임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동시에 투영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검찰의 역할이 지대하며 그들에게 거는 기대와 도덕성의 수준이 현저히 

높음을 보여준다.     

드라마에서 주로 다루어진 사건들을 보면 법 앞에 상처가 많은 억울한 피고인

들의 이야기가 대종을 이루었다.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억울함을 풀어 주는 

과정이 가장 정의롭고 순리에 맞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것은 형식적인 법집

행을 넘어서는 소송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치유적인 과정으로 해석되어진다. 

드라마에 나타난 이러한 법감정과 법의식은 우리의 재판현실 속에서 법률가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 사회의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길은 법률가들이 그들만의 문법에 매몰되지 않고 비법률가

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인 숫자의 법률직 드라마가 방영된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

의 부족과 정보접근의 한계가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방영된 드라마

에서도 법률가의 삶은 피상적으로 묘사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양질의 드라마가 다수 제작되었고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조만간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법률

가들이 로스쿨 체제를 통해 사회에 배출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법률가와 접하고 

법과 조우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

로 대중매체에서 더욱 빈번하게 법률가의 삶을 다루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법과 

법률가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교하게 변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

이 오랫동안 장수하는 법률직 드라마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고,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시행에 힘입어 배심원이 주인공인, 보다 법정장면에 중점을 둔 본격적 법

정드라마가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진했던 TV 법정텍스트, 그 중에서도 법률직 TV 드라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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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선행 연구자료의 불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론적인 기

술에 머무른 부분도 없지 않다. 앞으로는 보다 정교한 방법을 동원한 분석적인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 분야의 비교연구 네트

워크가 결성되어 멤버들 상호간에 방법론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다.80) 우리나

라에서도 TV 법정텍스트의 여러 장면들을 코딩하여 양적, 질적 방법으로 보다 깊

이 있게 분석하는 후속연구들이 많이 나와 국제적인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10. 8. 16     심사완료일 2010. 9. 1     게재확정일 2010. 9. 3  

80) 2000년에 결성된 ‘정의의 이미지(Images of Justice)’가 그것이다. 이 연구네트워크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팀도 교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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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Consciousness and Images of Lawyers 

as Reflected in Korean Legal TV Dramas

- From <Advocate> to <Prosecutor Princess>

Lee, Jae-Hyup*

81)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legal consciousness and the images of lawyers 

as perceived by Koreans through analyzing legal TV dramas that feature lawyers as 

main characters. Text analysis of the drama contents for five legal TV dramas that 

were broadcasted between 1998 and 2010 was made. In addition, written posts on 

the internet bulletin board of the three drama web-pages were used for the 

reception study. In the majority of the legal TV dramas, the public prosecutor 

played a primary role, whereas the judge was portrayed as playing a very weak 

and minimal role. On the other hand, lawyers were depicted as diverse and divided 

in terms of work and personalities. Frequent binary structures were manifested in 

the dramas, including good versus evil, the battle between justice and money, and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lawyers and non-lawyers. The dramas frequently feature 

defendants who are falsely charged and a sort of ‘therapeutic justice’ was displayed, 

where the main lawyer characters were supposed to heal their clients’ wounded 

hearts through the legal process. The emotional aspect of the Korean cultural code, 

such as reliance on comradeship, friendship, and the personal network was also 

found. Drama viewers tend to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ages about lawyers 

as manifested in the web bulletin board. They construct their opinions by combining 

what they saw in the TV with their personal interpretations, rather than simply 

accepting what the drama meant to deliver. Korea’s legal TV dramas have reflected 

the social changes of the Korean society in recent decades; e.g., the increase of the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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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lawyers, the important roles of law firms in legal practice,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jury trial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Key words: court drama, popular culture, legal profession, legal consciousness, 

images, cultivation theory, reception theory, text analysis, internet 

bulletin-board analysis, law and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