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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은 도서의 내용과 서지정보를 제공하여 자료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독자들에게 풍부한 독서의 

경험을 지원하여 독자지원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어린이 독서분야는 문학 장치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달하는 특수성으로, 한 권의 독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비교독서를 통하여 문학  상상력이 확 될 

수 있도록 추가 인 읽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어린이문학작품  ｢빨간 모자｣를 사례로, 독서 심화로의 안내를 

한 서평의 ‘문헌  비교’ 항목 부문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 도서의 내용을 객 으로 

기술한다. 둘째, ｢빨간 모자｣의 문학사  가치와 담론을 제시하여 여타의 작품들과의 차이와 독창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빨간 모자｣의 서사 구조가 변용된 여타의 작품군(群)에 한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서사  구조뿐 아니라 물리  형태의 변용된 작품이 있을 경우 함께 소개하여 선택과 독서로의 근의 폭을 넓힌다. 

ABSTRACT
A book review expands readers’ choice of resources by providing them with the contents and 

bibliographic data of various books. It also functions as a reader support service designed to enrich 

their reading experience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children’s reading, literary devices are used 

to convey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children. Therefore, a review for a children’s book should 

help children follow a book with further readings so that they can expand their literary imagination 

through comparative reading. In light of the above, this study looks into the case of a children’s 

story entitled Little Red Riding Hood to identify the point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the “Literature 

Comparison” section of a book review in order to suggest further readings to readers. First, the review 

should provide an objective description of the content of Little Red Riding Hood. Second, it should 

explain the literary value of the reviewed book and the discourse that surrounds it so as to analyze 

its unique features that separate it from other literary works. Third, the review should provide 

bibliographic information on other works that use narrative structures adapted from those of Little 

Red Riding Hood. Fourth, it should broaden readers’ choice and access by introducing, if any, works 

adapted from Little Red Riding Hood into other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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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과 사서는 독서를 통하여 인류가 충만

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

한다. 특히 문화  창의성을 부가가치로 평가

하는 문화콘텐츠의 시 에 독서의 요성이 새

삼 강조되면서 사서는 풍부한 독서활동을 한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에

서도 독서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학

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

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한국 출  분야에서 문학도서의 발

행의 종수는 체의 21.2%(12,901종)에 이르

며( 한출 문화 회 2017), 미국의 공공도서

 이용자의 60% 이상이 오락 인 독서를 

하여 공공도서 을 방문하는데 이들은 주로 

소설류를 찾는다(박온자 2004)고 한다. 이처

럼 출 에서 도서  장에 이르기까지 문학작

품이 독서분야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문학 작품은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경험과 사회 ․문화  환경에 따라 다양한 해

석을 해 나갈 수 있으므로, 독자의 극 인 개

입이 요구된다. 이에 도서 의 독자지원서비스

분야에서는 독자들에게 풍부한 독서의 경험을 

제공하고 독자 스스로 유연하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상 도서와 유사한 서사나 다양한 형

태로 창작된 이야기 등의 추가 인 읽기의 기

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독서분야는 문학 장치를 활용하

여 지식정보를 달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추가 인 읽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풍부한 독

서 경험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문학  상상력을 

확 할 수 있도록 독자지원서비스 측면의 어린

이 서평에서 다루어야 항목에 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서평은 독자와 독서정보자료를 연결하

기 하여 다각 인 정보를 지원하는 표 인 

서지정보원으로 독서지도의 기능1)도 수행하여

야 한다. 독서의 기회를 심화․확장하기 한 

문학 작품의 서평 작성에 있어서 특히 고려되어

야 할 항목으로 ‘문헌  비교’ 부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문헌  비교’ 부문은 다른 문학 작품과

의 유사성이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포 인 문학  근을 유도한다. 

하나의 문학 작품을 다각 인 측면으로 재해

석․재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 인 문

학  략으로 패러디2)를 들 수 있다. 패러디 

작품은 원작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작가

의 새로운 시각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학 략

으로, 원작과의 비교가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동일한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다룬 여타의 패러디 작품들과의 비교․분

석을 통하여 상 작품의 문학 ․문헌  가치

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도서  장에서

 1) 본 연구자는 서평이 어린이 독서교육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하여 갖추어야 할 항목을 7가지로 제시한 

바 있으며, 그  ‘문헌  비교정보’는 서평 상 도서의 연계자료에 한 항목으로 ‘서평 상 도서와 동일한 

내용을 다룬 다른 미디어로 제작된 자료나 동일 작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거나 형태 등을 달리하여 출간한 경우 

소개하여 다양한 책 읽기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어린이도서의 서평에 한 연구. 서지학연

구. 제55집(2013.9). 491-523(513-514)). 

 2) 패러디는 기존의 담론과  가치에 해 다시 생각하기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문학  략이다(김 실, ｢한국 패러디소설 연구｣. p. 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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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내용의 서평을 통하여 독자들이 원

작과 다른 패러디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주제, 인물의 특성 등에 한 다양한 시각을 가

질 수 있도록 안내(지도)함으로써 다각 인 사

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서평이 심화․

확장된 독서의 효과를 한 추가 인 읽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문헌  비교’ 부문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어린이문학 작품  옛 

이야기를 원 으로 하여 새로운 서사 구조나 

매체로 변용되어 생성된 문화콘텐츠의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어린이 서평이 어

린이문학 작품 원 의 서사를 변용한 패러디 

작품과 다른 매체로 환되어 표 된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독서교육의 효과3)를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화독서용 서평은 어린이 독서지도를 

담당하거나 심이 있는 사서, 독서지도사, 교

사, 부모 등에게는 훌륭한 독서지도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독자에게는 비교독서를 통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유도하여, 책 읽기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독서의 본질  

기능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2. 이론  배경

독자들이 서평을 읽고 상 도서에 다각 으

로 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독자지원

서비스 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서평 작성의 

과정에서 ‘문헌  비교’는 비교독서를 통하여 

심화․확장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

인 요소일 것이다.

독서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

린이문학  구비문학은 언어로 된 술작품으

로서 인류의 기본 경험을 담고 있는 보편 인 

문학 장르로, 언어에 의한 달이라는 매체의 

기호학  특성으로 인하여 필연 으로 내용에 

있어서 변화를 래(김정철 2013)하게 된다. 

이에 입으로 해 내려오는 민담, 설, 신화에 

기 한 래동화는 첫째, 다시 쓰기가 용이하

다. 즉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의 개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창작  첨삭이 이루

어지기 쉽다. 둘째, 창의  유연성이 높다. 캐릭

터와 이야기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캐릭터와 

사건을 추가하여 이야기를 확 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동화의 캐릭터는 단순하고 강렬하여 

어느 장르에나 용하기가 쉽다. 셋째, 창작  

다시쓰기를 할 때 그 토 가 되는 텍스트의 원

자가 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작권 문

제에서 상 으로 자유로워서 화와 TV물

로 만들기가 용이하다(류 주 2013). 이처럼 

래동화는 화자(話 )에 따라 다양한 버 이 

해지는 구비문학의 특성으로 이미 스토리가 

많이 알려져 있던 것을 작가의 견해와 해석을 

가미하여 서사 인 변용이나 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표 의 매체 변용을 통하여 재창작

함으로 인하여  다른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 이나 여타의 패러디 

작품을 통한 비교독서는 독자로 하여  풍부한 

 3) 방희조, 이인자, 장정윤(2011)은 패러디 동화가 원작과의 상호텍스트 인 독해를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역동 으로 

사고를 활성화하고 패러디 동화의 유희  성격이 문학의 즐거움을 알게 하며, 나아가 창의 인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 다. “옛이야기 패러디 동화가 어린이 독서교육에 미치는 효과” 독서교육연구 , 7: 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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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경험과 해당 작품에 포 으로 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를 하여 옛 이야기  동서양을 막

론하고 장르와 매체를 변형하면서 여 히 회자

되고 있는 ｢빨간 모자｣의 서사  측면과 매체

 측면에서의 변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빨간 

모자｣는 세계 으로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래동화  하나로 다양한 이본이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지수(2013)는 ｢빨간 모자｣의 원작과 패러

디 동화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학 작품의 

인지 ․정의 ․창의  역에서의 교육  

가치를 다루면서, 원작과 패러디 동화의 병행 

독서는 각 작품들의 단 들은 보완하고, 장

은 부가시킬 수 있으므로 원작과 패러디 동화

를 함께 읽는 것의 요성을 강조하 다. 서병

철(2014)은 Perrault와 Grimms의 ｢빨간 모자｣

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변화를 통하여 시 의 

흐름에 따른 이상 인 어린이 (觀)제시와 더

불어 그에 따른 정 인 어린이 교육 (觀)을 

다루었다. 이를 하여 ｢빨간 모자｣의 패러디 작

품인 캐서린 스토(Catherine Storr)의 ｢망토 소

녀 폴리｣, 마이클 엠벌리(Michael Emberley)의 

｢루비｣ 그리고 로알드 달(Roald Dahl)의 ｢빨

간 모자와 늑 ｣에 등장하는 캐릭터, 배경, 스

토리 개 방식 등을 분석하 다. 각 작품에서 

능동 이고, 극 으로 묘사되어지는 어린이

의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어린이를 한 이상

인 교육  수립을 하여서는 어린이에 

한 개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

고 있다. 서유정(2015)은 Perrault의 ｢빨간 모

자｣(Le petitchaperon rouge)를 원형콘텐츠로 

삼아, 매체의 변용에 따른 인물과 내용의 변용

이 큰 여섯 작품을 분석하 다. 서사구조의 변

화를 꾀한 문학작품 동화, 단편 소설, 소설 본

의 내용 분석과 애니메이션, 타지 스릴러 

화, 고 등 표 의 다양성을 통한 다매체  변

용을 분석한 결과 성 역할, 신분 등의 인물 해석

에 차이가 있다고 하 다. 류선정(2016)은 

사회의 감성 커뮤니 이션을 한 방법으로 공

감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면서, 

래동화를 상품이나 공익 고 스토리의 원

으로 활용한 방법에 주목하 다. 이에 Perrault

와 Grimms의 ｢빨간 모자｣를 패러디한 고들을 

서사학 인 에서 분석하면서 효과 인 스토

리텔링의 기법을 제시하 다. 민경록(2017)은 

Grimms의 ｢빨간 모자｣를 원 으로 한 Janssen

의 그림책 ｢빨간 모자와 늑 ｣(장순란 2004)

와 Hyman의 ｢빨간 모자｣(이진경 2013)의 비

교를 통하여 그림책 서평이 독자로 하여  시

각 인 이미지 상징성의 이해를 돕기 하여 

다루어야 할 시각  문식성에 하여 다룬 바 

있다. 이처럼 ｢빨간 모자｣를 원 으로 한 콘텐

츠의 다양성에 하여 인문학 ․사회학 ․

술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빨간 모자｣와 같이 다양한 작품군(群)이 

해지고 있는 문학 작품의 서평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문헌  비교서평과 련하여 Bloom 

(2002)은 서평 작성가의 윤리  책임을 논하면

서 ‘독자들이 작가의 기왕의 작품이나 혹은 가장 

잘 알려진 작품과의 요한 계를 이해할 수 있

거나 다른 작가와 연계된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고 하 으며, Kamerman(1978)은 서

평가는 ‘신간도서의 경우 작가의 기왕의 작품

과 함께 비교하거나 는 가능한 동일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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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들과 비교하여야 한다. 동일한 주제의 

 다른 새로운 작품이 있다면 이들 두 소설의 

상 인 평가를 언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

장한 바 있다. 이러한 서평은 독자로 하여  독

서 상 도서에 련된 포 인 정보 제공원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하여 련 

출 물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출 사, 자, 

매체 유형 등에 있어서 제한이 없이 자유로운 

사서의 서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헌  비교서평은 문학을 원 으로 

하여 내용 개의 변화를 꾀하거나 달하는 

매체의 변화 등 서사 ․매체  측면의 변용을 

통한 문학과 독서에 심을 유도하기 한 방

법 의 하나이다. 어린이들이 문학작품을 즐

겁게 향유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서

평은 다양한 버 의 작품과 형태의 문학 콘텐

츠 등의 연계된 서지 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래동화 ｢빨간 모자｣의 분석 

3.1 Perrault와 Grimms의 ｢빨간 모자｣

래동화는 문자에 의한 기록매체로 달되

는 여타의 문학과 달리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구 되어 왔다. 이러한 구술문학의 특징으로 

달하는 화자의 해석과 평가에 의하여 조 씩 

변용되어 다양한 버 으로 달되고, 여러 층

의 의미를 내포(김옥순, 주옥 공역 1998)하

여 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가슴으로 

승되었다. 그 이유는 장르와 서사의 일부 변형

은 이루어지지만 핵심이 되는 인문  사고는 

사회․문화의 상황에 유연하게 공감되며 유지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린이 문학작품  세계 으로 가장 리 

읽 지고 있는 래동화  하나는 ｢빨간 모자｣

로 다양한 이본이 해지고 있다. 그  가장 

유명한 본은 Grimms의 이야기이며, 이 이야

기는 Perrault의 본으로부터 시작된다(김옥

순, 주옥 공역 1998). Perrault의 ｢빨간 모자, Le 

Petit Chaperon rouge｣는 1697년에 출간되었

고, Grimms의 ｢빨간 모자, Das Rotkäppchen｣

는 1812년에 출간되었다. 언어에 의하여 달되

는 구비문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문화  상의 변화

가 투 되어, 이야기의 체 인 내용은 보 되

어 개되고 있으나 등장인물, 구성에 있어서는 

변화되어 승되고 있다. Perrault와 Grimms

는 선과 악을 상징하는 ‘빨간 모자’와 ‘늑 ’라

는 등장인물의 구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결론

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4) Perrault의 작

품에서는 엄마의 말을 제 로 듣지 않은 빨간 모

자가 죽는 비극  결말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어

른들에게  복종을 강하게 달하고 있다. 

반면에 Grimms는 구원자 ‘사냥꾼’을 등장시켜 

악을 상징하는 늑 를 제거하고 빨간 모자와 할

머니를 구원하는 해피엔딩의 결론으로 형 인 

동화  성향을 보이고 있다(민경록 2017). 

이처럼 어린이문학은 문학의 즐거움과 창의

성 발달을 지원하며 동시에 문학  장치를 활

용하여 지식 정보를 달하기 때문에 ｢빨간 모

 4) Perrault와 Grimms의 작품 ｢빨간 모자｣의 내용 비교는 본 연구자의 ‘그림책 서평의 시각  문식성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1권 제3호(2017), 83-1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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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패러디한 다양한 작품군(群)과의 비교

독서를 통하여 교육 ․문학  가치의 비 을 

분석하고, 시 에 따른 어린이 을 유추(추 )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평을 작성함에 있

어서 ｢빨간 모자｣의 담론과  가치를 우

선 으로 분석하고 패러디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한 재해석과 재평가를 하여 작가가 

의도 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부각하 는지 비

교할 수 있는 작품군(群)을 소개하고 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어린이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무렵으로 그 이 에는 인식론  

에서 어른과 어린이의 경계가 모호하다가, 

18세기경부터 어린이와 어른의 구별이 심화되

면서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시키고 교육시킬 것

인가에 한 문제가 격하게 두되었다. 이

러한 시 의 흐름이 반 되어 18세기 이후부터

는 동화에 당시의 이상 인 모델로서의 어린이

를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교육  측면을 강화

(서병철 2014)하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빨

간 모자｣는 성에 뜨기 시작하는 어린 소녀들

을 한 계몽교육의 의도를 담고 있는 이야기

(서유정 2015)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빨간 모

자와 등장인물들의 변화된 묘사를 통하여 어린

이 과 어린이교육 의 다양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옛 이야기의 변용은 서

사로부터 이를 표 하는 매체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가 서사의 구조나 달 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용되는 이유는 등장인

물들의 극 인 구도로 인하여 내용 개의 

을 구에게 두는지, 각 인물들의 계 설정 

등에 따라 다양하게 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어린이에 한 개념이 시 에 따라 변화

되어 왔듯이 ｢빨간 모자｣ 이야기도 Perrault와 

Grimms로부터 의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달

라진 어린이 (觀)과 그에 따른 어린이교육에 

있어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타의 

어린이문학들보다 다양한 패러디 작품들이 창

작되고 있다(서병철 2014). 그 기 때문에 작품 

속 등장인물․배경․소품의 변형, 개 구성의 

변화 등을 통하여 시 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재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문학을 자유롭고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각  측면의 해석과 평가를 

통하여 재해석․재창작된 문학 작품류의 다양

한 콘텐츠를 병행하는 것은 훌륭한 독서지도의 

방법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요한 것

은 등장인물, 배경, 주제, 구성 등의 흐름이 변

용되어진 작품간의 비교독서를 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평에서는 이

러한 시 의 흐름에 따른 해석과 재평가의 기

회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

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어린이 문학작품 ｢빨간 모

자｣의 의 변화, 롯의 변화 등이 이루어진 

작품군(群)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 래동화 ｢빨간 모자｣의 변용

｢빨간 모자｣는 독서의 목 이나 의도에 따라 

등장인물, 배경, 서사구조 등이 조 씩 변화되면

서 다양하게 재창작되고 있다. 이야기를 달하

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자에 의한 기록의 방법에

서 더 나아가 디지털매체로의 다양한 방법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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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에서는 ｢빨간 모자｣

의 서사 ․매체별 변용의 사례를 통하여 체

으로 가장 리 읽히고 있는 Grimms 작품과

의 변용의 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평에서는 이러한 문헌 인 비교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독서 장에서 어린이들에게 ｢빨

간 모자｣ 작품군(群)을 비교 독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가 인 읽기로 안내하게 되는 것

이다. 어린이들은 심화되고 확장된 독서를 통

하여 풍부한 문학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3.2.1 문학 서사의 변용

문학 장르 에서 동일한 원 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배경, 서사구조 등을 변용하여 

기존의 문학 , 교육 , 가치  등을 시 의 

패러다임에 따라 문학  성향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내어 다양한 서사를 달하는 것으로 패

러디를 들 수 있다. 패러디는 기존의 담론과 

 가치에 한 다시 생각하기이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

는 문학  략(김 실 외 1996)이다. 따라서 

｢빨간 모자｣의 서사 구조의 변용을 살펴보기 

하여서는 이야기 개 과정의 을 어디

에 두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의 변화 유

형이나 권선징악  교훈을 표하는 옛 이야

기의 특성에 따른 정의의 승리라는 단선  구

조의 재구조화, 그리고 서사 변용이 단순히 인

물, 배경, 주제, 결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아니면 체 인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등 

이야기 변용의 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는 ｢빨간 모자｣ 작품군(群)을 통하여 시 의 

패러다임에 따른 어린이 ․어린이교육 의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 가 될 

것이며, 이는 곧 문학 ․문화  변화가 반

된 결과일 것이다.

(1) 화자의 변화 유형

Zipes(2006)는 “페로와 1690년  여성 작가

들이 동화 창작에 매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

이들에 한 자신들의 시각을 표 하고, 아이들

이 사회에서 수행할 역할을 미리 가르치기 해

서 다”면서, 어린이문학의 도입이 이상 인 어

린이 을 제시하는 교육의 측면이 강하게 작용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기의 어린이

문학은 문학의 즐거움과 창의성 발달보다 어린

이의 도덕  교육 지원을 우선하 으며, 특히 

옛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도덕 교육을 하여 권

선징악을 강조하는 선과 악의 극명한 이분법  

캐릭터로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에 옛 이

야기 속의 극과 극의 캐릭터는 시 의 패러다임

이 녹아들면서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측면으로 

조명되면서 서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된다.

옛 이야기는 언제나 ‘주인공’의 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독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공

과 자신을 동일시(서정오 2001)하게 되는데, 동

일한 이야기라도 구의 ‘시 ’으로 바라보느냐

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 의 

변화는 사건 자체를 근본 으로 재해석(방희조, 

이인자, 장정윤 2011)하게 한다. 그 기 때문에 

이야기를 개하는 화자의 변용은 개인의 다양

성, 성 역할의 변화, 편견  고정 념의 변화 등

을 통하여 원작에서 경시되었거나 악인으로 묘

사되어 비난받았던 인물을 재평가하고 재해석하

는 계기가 된다. 이는 어린이 독자에게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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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모자’가 하는 어린이 이나 어린이교육

이 아닌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사고의 확

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빨간 모자｣의 작품 속에서 가장 극 인 

립의 계에 있는 등장인물은 선과 악을 상징

하는 빨간 모자와 늑 로, 기존의 작품에서는 

빨간 모자의 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을 늑 로 이동하게 되면 원작과

는 다른 결말이나 주제가 될 것임을 측할 수 

있을 것이다. 

Negrin의 ｢천사가 된 늑 : 늑 가 들려주는 

빨간 모자 이야기｣(박우숙 옮김 2017)는 늑

의 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늑 가 

들려주는 빨간 모자 이야기’를 부제로 두어, 기

존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개되고 있음을 면

에 알리며 독자의 호기심과 심을 유도하고 있

다. 이는 원 의 독서 경험이 있는 독자들을 향

해 ‘네가 알고 있는 빨간 모자의 비 을 내가 들

려 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부는 아냐’라고 

하는 것 같다. 이 작품의 서사구조는 Grimms의 

｢빨간 모자｣와 동일하게 숲(모험)-할머니․빨

간 모자의 죽음-사냥꾼의 등장-할머니․빨간 

모자의 부활(늑 의 죽음)의 과정으로 개되

다가 결론 부분에서 확장형의 개를 보이고 

있다. Grimms의 작품에서는 늑 가 죽고 심부

름을 무사히 마친 빨간 모자가 집으로 돌아가

면서 엄마와의 약속은 잘 지켜야 한다는 다짐

을 하는 교훈  메시지를 달하며 끝이 나지

만, Negrin의 작품에서는 사냥꾼에게 죽임을 

당한 늑 가 하늘의 천사가 되는 것으로 결론

이 마무리 된다. 이는 이야기가 늑 를 심으

로 개되고 있어 가능한 결말이기도 하다. 이

야기의 도입부에서는 늑 가 자신을 ‘아돌포’라

고 소개하면서 ‘늑 들은 원래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살도록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

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라며 늑 가 동물

을 잡아먹는 것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닌 늑

의 생물학  특성임을 밝히며 여타의 작품과의 

차별화된 해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의 변화는 Grimms의 작품에서 ‘숲’을 험스

러운 공간을 상징하는 것과 달리 Negrin은 늑

가 생활하는 삶의 공간으로 묘사하며 오히려 

빨간 모자가 늑 의 공간으로 불쑥 침입하는 

훼방꾼으로 보여 진다. 이 작품은 Perrault나 

Grimms의 작품과는  다른 개와 새로운 

해석으로, 원 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정  시

각이 아닌 늑 의 생물학상의 특성에 한 이

해를 구하고 있다. 

늑 의 에서 개되는  다른 작품으로 

Shaskan의 ｢늑 가 들려주는 빨간 모자 이야기｣

(강형복 옮김 2014)가 있다. 이 작품도 제목에서 

기존의 작품과는 달리 늑 의 으로 이야기

가 개될 것임을 알리며, Perrault와 Grimms의 

작품과 달리 늑 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작

품에 등장하는 늑 는 여타의 늑 들과 달리 

채식주의자이다. 특히 빨간 사과를 굉장히 좋

아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굶은 상태임에도 

채식주의자가 되기 하여 숲 속의 다람쥐, 토

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이다. 그때 마치 빨간 사과처럼 생긴 빨

간 모자를 쓴 여자 아이가 나타난 것이다. 채식

주의자 늑 와 자기애가 강한 빨간 모자의 이

야기는 Perrault, Grimms의 작품이 여자 아이

들에게 낯선 남성을 조심하라는 교육  측면과

는 거리가 멀다. 이 작품에서 빨간 모자와 늑

의 계는 선과 악의 상징성이 아닌 우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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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인 것은 아님

을 하고 있다. 즉 늑 는 생물학 으로 육식 

동물이지만 채식주의자가 되기 하여 그 본성

을 억 르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기애로 가

득차서 다른 존재에 한 배려가 없는 인간을 

빗 고 있다. 이라는 기존의 생각으로부

터 다른 각도로의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는 독후활동지가 첨부되어 있어 작품

을 읽고 난 후 원작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략  독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상술한 두 작품에서는 Perrault나 Grimms의 

｢빨간 모자｣가 어린이 특히 여자어린이들에게 

낯선 남자를 조심하라는 교육의 측면이나 엄마

(‘어른’을 상징)의 말 에 으로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훈육의 측면은 나타나고 있지 않

다(엄마가 아  등장하지 않는다). Negrin의 

작품에서는 동물 사회(자연계, 생태계)에 침입

한 인간, Shaskan의 작품에서는 성을 내세

워 소수 문화권의 구성원을 바라보지 말고 다

른 성향을 가진 소수의 존재에 한 이해를 

하고 있다. 즉 이야기를 개하는 이 ‘빨간 

모자’가 아닌 ‘늑 ’로 환되면서, ‘빨간 모자’

이야기는 독서의 상을 어린이에서 모든 연령

층으로 확 하고 있으며, 인간을 둘러싸고 있

는 사회 환경 뿐 아니라 확장된 생명 윤리를 통

하여 생태계와의 공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빨간 모자｣ 작품을 소개하는 서평

에서는 원 과의 비교 독서를 통한 작품의 주

제, 논 의 차이를 설명하고 다양한 읽을거리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롯의 변화

권선징악  교훈을 표하는 옛 이야기는 힘

세고 남을 괴롭히는 난폭한 악인과 비록 작고 

볼품없지만 남을 먼  생각하는 선인과의 극단

인 각을 통하여 정의가 승리하는 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단선 구조의 이야기 

개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가치 이 내재되

어 있는 옛 이야기(민경록 2008)는 도덕 이 형

성되는 시기의 미취학이나 학년의 어린이들

에게 합한 독서매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후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에서 이러한 이

분법  도덕 에서 확장된 상 성의 개념을 키

울 수 있는 독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사건의 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

으로 흐르는 옛 이야기의 구성에  새로운 

개 방식을 도입하여 원 의 독서 경험이 있는 

독자로 하여  보편  해석과 평가를 지양하게

끔 하는 문학 장치로 메타픽션5)의 방법을 체

으로 도입한다. 메타픽션의 장치  하나인 

패러디는 이러한 롯을 의도 으로 변화시킴

으로써 사건을 논리 인 맥락에 맞게 재구조화

시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방희조, 이인자, 

장정윤, 2011)한다. 이러한 문학 작품은 어린이

들이 독서 후에 원작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상력

을 최 한으로 끌어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

 5) 메타픽션(metafiction)의 특징은 종래의 습 인 소설양식을 탈피하여 내용과 형식에 격한 변화를 주어 질서

정연한 구성이나 리얼리티의 재  등을 폐기한다. 이러한 소설들에는 진실의 제시나 질서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물들은 무의미하고 편 인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새로운 의미체계에 회의한다. 이러한 메타픽션은 

픽션과 리얼리티 사이의 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스로가 하나의 인공품임을 의식 , 체계 으로 드러내는 

소설쓰기이다(문학비평용어사 .한국문학평론가 회 편. 국학자료원 제공).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914&cid=41799&categoryId=41800>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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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원작과 다른 롯으로 개되는 유형은 후속

담 유형, 결합 유형, 복합 유형으로 나타난다

(서정숙, 효훈 2012). Bradman(2006)의 ｢빨

간 모자의 고민｣(안민희 옮김 2008)은 후속담

의 유형에 속한다. 늑 에게 속을 뻔했던 빨간 

모자가 ‘앞으로 엄마의 말 을 잘 지키겠습니

다’라며 다짐하는 결말 이후의 이야기이다. 그 

이후에도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심심하실까  

계속 할머니 을 방문하지만, 여 히 외로워

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빨간 모자의 상심은 더

욱 커져간다. 사실 빨간 모자가  치채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와 나

무꾼 할아버지는 서로에게 심이 있다는 것이

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빨간 모자의 

노력으로 두 분을 연결시켜 드린다는 이야기이

다. 원작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이야기 개

의 흐름이 할머니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러면

서 빨간 모자가 타인을 하는 착한 마음씨의 

소유자로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하여 

애쓰는 이야기로 개되고 있다. 이는 원작에

서의 교훈을 얻은 빨간 모자가 한층 성장하여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주변을 잘 살피는 배려의 으로 재창조되어 

개하고 있다.

｢쳇! 어떻게 알았지?｣(심미아 2010)는 결

합․복합유형의 작품으로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 늑 뿐 아니라 돼지 삼 형제, 

장화 신은 고양이, 개구리 왕자 등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만나는 상황으로 개되

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독자들로 하여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작품의 캐릭터들의 원작을 

찾아보는 재미를 다.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 

만나는 이러한 캐릭터들은 빨간 모자를 납치하

거나 유괴하려는 등 다양한 상황으로 연결되면

서 어린이의 안  교육에 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한, 빨간 모자를 기존 작품 속에서 그려

졌던 성격과  다르게 능동 으로 묘사하고 

있어 인 어린이 (觀)이 반 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야기의 개 구조를 변형하거나 다

른 작품과의 상호텍스트  계를 통한 재구성

의 형태는 기존의 작품과는  다른 개와 

주제로 유사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서평

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에 한 소개도 첨부하면

서 독자들에게 확장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여

야 할 것이다.

(3) 서사 변용의 범

패러디 동화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등장인

물의 을 옮기거나 개의 흐름을 새로이 

구성하는 등의 문학  략을 활용하여 새로운 

해석과 재평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옛 이야

기 패러디는 ‘구 ’이라는 특성으로 어렸을 부

터 주변에서 자주 들어 그 원작을 이미 알고 있

는 어린이들에게 들려 으로써 등장인물의 

의 변화와 고정 이미지에 한 재해석을 통

하여 인식의 환과 재미를 할 수 있다. 이는 

등장인물, 시공간, 개 구성 등의 반 인 변

용을 통하여 통 인 기존의 해석과 이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야기의 배경인 시공간을 로 옮겨온 ｢로

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 모자｣(서애경 옮김 2013)

가 있다. ‘빨간모자’ 이야기를 의 시공간으

로 옮기고 캐릭터의 변형을 통하여 어린이 성

폭력의 실을 담담하게 사실 으로 그려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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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작품에서는 옛 이야기에서 험의 공

간으로 상징된 숲을 신하여 란하고 화려한 

도심 속 쇼핑몰을 묘사하는 등 험의 요소를 

정면으로 열거하고 있다. 험스러우며 성 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온갖 란한 고 , 시끄

러운 경 을 울리는 자동차, 타인에게는  

심 없는 무표정한 얼굴의 수많은 사람들, 음

산한 뒷골목의 풍경은 로 긴장감을 갖게 

한다. 원 에서 악을 상징하는 늑 는 험스

러운 공간에서 불량배를 해치워  친 을 가장

한 은 남자로 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공

간과 인물에 한 해석을 으로 묘사하고, 

타지  성향을 제거하여 사실 으로 개하

면서 옛 이야기 ‘빨간 모자’의 비유 인 표 에 

비해 훨씬 노골 으로 험을 경고하고 있다

(민경록 2017). 롯의 개에 있어서는 도입

부에서 ‘할머니 인형’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

식으로 시작되고, 결말에서도 두 개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교육을 통하여 사 에 험을 방

할 수 있음을 하고 있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과정만이 동일하며 작품 반

의 개가 변용되어, 원작에 한 독서의 경험

이 없더라도 충분하게 그 의미를 달할 수 있

을 것이다. 

원작에서 제시하는 어른들의 말 에 복종하

는 어린이 이 아닌 주체 이고 용맹한  

어린이 을 제시하고 있는 Dahl의 ｢빨간 모자

와 모피 코트｣(조병  옮김 2010)는 담하고 

유쾌한 개가 시선을 끈다. 패러디 동화 특유

의 원작에 한 독서의 경험을 제로 하며 등

장인물들을 소개하는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한 

채 배고  늑 가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할머니로 

변장하고 침 에 워있는 늑 를 보고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멋진 코트를 칭찬하기 시작한

다. 원작과 다른 개에 당황한 늑 는 “틀렸

어! 지 은 ‘할머니, 이빨은 왜 그 게 커졌어

요?’라고 말할 차례야. 몰라?”라고 외치면서 이

야기의 흐름이 기존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오히려 하소연 한다. 당황하던 늑 가 어 되

었든 잡아먹겠다고 하자 빨간 모자는 갑자기 

권총을 꺼내들어 늑 를 쏘아 죽이고, 멍청한 

빨간모자 신에 멋진 늑  모피 코트를 입고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등장 캐릭터의 성격

의 변화에 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아주 짧

게 압축하여 개하고 있어, 원작을 먼  읽은 

후에라야 이 작품의 트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빨간 모자 폴리｣(햇살과나무꾼 2000)는 원

작에서 이름이 없이 빨간 모자라 불리던 것과 

달리 빨간 모자에게 ‘폴리’라는 이름을 부여함

으로써 주체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야

기는 폴리와 늑 가 이미 ‘빨간 모자’를 읽은 상

황으로 연결된다. 성미가 한 늑 는 할머니 

으로 가려는 폴리를 숲 속에서 기다리지 못

하고 집 앞에까지 와서 기다린다. 할머니 에 

간다는 폴리에게 늑 는 할머니 집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런데 폴리는 원작 ‘빨간 모자’ 

이야기를 벗어나는 답변을 하여 늑 를 혼란스

럽게 한다. 할머니가 사는 곳을 묻는 늑 에게 

시내 건 편에 사신다고 답변을 하거나 할머니 

이 멀어서 기차를 타고 가다 버스로 갈아타

야 한다는 등 엉뚱한 답을 한다. 이후에도 폴

리의 상을 빗나간 답변으로 허탕을 친 늑

는 ‘빨간모자’ 이야기와 같이 개가 되지 않

는 것에 짜증을 낸다. 우여곡  끝에 폴리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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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에 도착한 늑 는 이번에도 뜻밖의 상

황 개에 당황하게 된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오히려 늑 에게 계속 질문을 하자 

화가 난 늑 는 ‘아냐, 내가 폴리야. 아무튼 할

머니는 빗장을 열고 들어오 라라고 말해야 돼’

라고 우긴다. 이때 창문을 열고 폴리가 늑 에

게 멍청하다고 놀리자 늑 는 ‘책에 나온 로 

했는데, 왜 잡아먹을 수 없지?’라며 투덜 다. 

그러자 폴리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 지. 난 빨간 모자가 아니라 폴리야’라며, 작

품 속  다른 작품으로의 연결을 알리며 실

과 소설과의 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작품

에서의 빨간 모자는 기존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린 여자아이에 한 고정 인 시각이 아닌 

지혜롭고 능동 인 극 인 인물로 시 의 변

화에 따른 개인의 개성과 능력에 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존 의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고

정  구조를 완 히 뒤집어 새로운 근의 해

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상 인 행

동양식은 통 인 행동규범양식을 으

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 인 것으로 시

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상 인 어린

이의 모델이 과거와 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다음으로 이야기 들려주기의 형식으로 개

되는 ｢빨간 모자라니까요!｣(이 경 옮김 2005)

는 신문을 읽고 싶은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빨

간 모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의 에피소드

로 개된다. 첫 시작이 “옛날 옛 에 노란 모

자 소녀가 살고 있었단다”로 시작되면서 독자

들을 바짝 긴장하게 한다. 이후에도 할아버지

는 빨간 모자를 노란 모자, 록 모자, 검은 모

자로 부르거나 늑 가 아닌 기린, 말 등으로 바

꾸는 등 횡설수설 한다. 그럴 때 마다 손녀는 

원작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원작과 패

러디 동화와의 비교 독서의 즐거움을 하고 

있다. 페이지를 넘길 때 마다 기상천외한 할아

버지의 이야기 개는 마치 한 편의 콩트를 보

는 것 같다. 독자는 새로이 만들어져 개되는 

이야기와 원작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읽는 독

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오히

려 엉뚱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할아

버지에게 투 된 것 같다.  다른 개로 오

히려 원작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재미를 다. 

상술한 작품들은 특히나 원 의 등장인물, 

시공간의 배경, 개 등이  새로워 원 의 

독서 경험이 없을 경우 그 기발함과 톡톡 튀는 

매력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할 수도 있다. 원

과의 비교 독서의 필요성이 강하게 두되며, 

서평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해설 인 내용을 제

공하여 독서지원서비스의 정보원의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한다.

3.2.2 매체의 변용

구 으로 해지는 옛 이야기의 특성으로 인

하여 다양한 본이 해지는 ｢빨간 모자｣는 

서사의 변화와 더불어 달되는 매체의 변용까

지 이루어지고 있다. 표 으로 이야기를 활

자가 아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스토

리텔링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엔

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과 인포메이션 스토리

텔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스토

리텔링은 허구 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디지털 화나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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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 방송, 게임 등이 이에 속하며, 인포메이

션 스토리텔링은 특정한 정보나 지식을 이야기

로 풀어 재창조하는 것으로, 디지털 고나 이

미지, 박물  등이 이에 속한다(김탁환 2004). 

｢빨간 모자｣는 등장인물, 시공간 등의 변용을 

통하여 어린이 교육  측면이 강한 문학작품에

서 다양한 패러디 문학작품으로 지속 으로 재

창작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특성상 엔터테인

먼트․인포메이션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다양

하게 변용되고 있다. 

(1) 애니메이션

빨간 모자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변용

되면서 서사구조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주고 있

다. 2005년도에 개 된 Edwards 감독의 애니

메이션 ‘빨간 모자의 진실’은 기존의 동화 ｢빨간 

모자｣를 수사극의 구조를 차용하여 추리 애니

메이션으로 재창작되어 개된다. 화가 시작

되면서 ‘빨간모자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두  

크게 뜨고 책장을 넘겨보자’라는 내 이션을 

통하여 원작과는 다른 서사로 개될 것을 암

시하며 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원작과 

동일 부분은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한 

후 평상시와 다른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겨 질

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늑 가 빨간 모자

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장롱 안에 묶여 있

던 할머니가 나타나고, 도끼맨이 등장하면서 

 다른 개를 보이고 있다. 얼마 부터 숲 

속 마을의 요리책이 모두 도난당하고, 경찰은 

도둑을 찾는 과정에서 빨간 모자, 퍼킷 할머니, 

늑 , 도끼맨을 모두 용의자로 체포하여 조사

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빨간 모자와 늑

, 도끼맨, 할머니가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각자의 에서 설명하며 자기가 범인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빨간 모자는 원작에서의 순수한 소녀의 이

미지와 달리 태권도 유단자로 범인을 찾아나

서는 극 이고 용감한 캐릭터로 등장하며, 

늑 는 무섭게 생긴 이미지와 달리 어리숙한 

기자로 변용되어 묘사된다. 그리고 원작에는 

없는 토끼가 등장하며 객들에게 긴장감을 

다. 

이 작품에서의 가장 큰 반 은 인물변용으로 

늑 나 사냥꾼은  이지 않고 오히려 

원작에 없는 토끼를 등장시키며 악당으로 설정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서사구조에 있어서

도 추리의 구조를 도입하여  다른 개를 

보이고 있으며, 흥겨운 음악과 상 등으로 책

과는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처럼 책

이 아닌 다른 매체로도 제작되었을 경우에는 

책 읽기를 꺼리거나 흥미를 보이지 않는 어린

이들에게 우선 활자가 아닌 다른 매체로 제작

된 작품을 먼  하게 한 후 책을 읽을 수 있

도록 안내하는 것도 권장할 수 있는 독서지도

법 의 하나일 것이다. 

 

(2) 고

사회에서 마 의 핵심은 ‘꿈과 감성’

으로, 상품과 서비스에도 감성  가치를 부여

하는 스토리텔링(류선정 2016)의 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이에 고 분야에서도 의 감

성을 자극하기 하여 동화, 옛 이야기, 우화 등

을 원 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래동화는 이분법 인 단순한 개로 강

하게 달될 수 있고, 구나 익히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제하에 성, 친숙성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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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한민국 여성가족부(2013년)에서는 성 범

죄로부터의 보호를 한 어린 소녀의 교육을 

목 으로 하는 ｢빨간 모자｣를 원형으로 하여 

<빨간 모자와 성범죄자 알림e>라는 1분짜리 애

니메이션 고를 제작하 다. 아동성범죄 방

을 한 공익 고로, 서사의 구조는 Grimms의 

래동화와 같이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내용

은 다음과 같다(http://www.mogef.go.kr/kids

/study/newstudy_pop10.html). 

엄마, 아빠와 살고 있는 빨간 모자의 집에 어느 

날 ‘이웃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고지서가 도착한

다. 놀란 엄마와 아빠는 빨간 모자에게 고지서에 

명시된 사진을 보여주며, 이 늑 를 조심하라며 

주의를 다. 다음날 할머니 에 가던 길에 빨간 

모자는 늑 (남자)를 만나게 된다. 어제 엄마, 

아빠가 보여주신 사진 속의 남자임을 알아챈 빨

간 모자는 데려다 다며 말을 거는 남자에게 혼

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늑 에게서 벗어난 후, 

늑 가 나타났다며 주 에 도움을 청한다. 놀라

서 도망친 늑 는 그 이후로 어린이가 많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하 으나 강화된 취업제한제도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원형 콘텐츠와 달리 아빠가 

등장한다. 한 빨간 모자가 늑 를 만날 경

우를 비하여 사 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

트를 제작하여 보 한 사회(국가)의 역할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 을 

하여서는 가정으로부터 사회, 국가 모두 함

께 해야 함을 달하는 공공의 개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한 원 에서의 의도와 같게 

성범죄 방교육의 차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원 의 성향을 그 로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의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애니메이션

이라는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4. 추가 독서를 한 서평

도서 과 사서는 독자들에게 폭 넓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다양한 이차정보원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그  독자가 독서 상의 

실물을 만나기 이 에 합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事前的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인 정보원으로 도서목록과 서평을 들 수 있다. 

도서목록은 도서  장서 체를 상으로 하여

야 하고 서평은 그  신착 도서, 테마 도서, 추

천 도서 등 독서진흥의 목 으로 선정된 일부

의 도서에 한정되어 작성된다. 서평은 독자로 

하여 독서 상 매체를 직  하기 에 독서

의 목 이나 의도 등의 합여부를 단하고 

사 (事前)에 상 도서에 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으로, 책을 직  읽는 것과는 다르다. 도

서목록과 서평은 공통 으로 상 도서에 한 

개 인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도서목록이 

상 도서의 검색의 기능, 식별의 기능, 소재지시

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서는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까다롭게 상도서를 분석하

여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목록과 서평의 공통 인 역할을 생각해보면, 

목록은 서지데이터로 구성된 MARC을 구축하

는 것으로 정해진 필드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

을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 서평은 이러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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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문장으로 기술하면서 추가 으로 평가와 

제언 그리고 상 도서에 한 이해를 높이고 

확장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가

인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다. 

도서 의 기본  업무로 사서들은 당연하게 

목록작성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서평을 작성하

는 것에 하여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

에 서평이 독자에게 풍부한 독서의 경험을 제

공하기 하여 추가 인 독서로 연결될 수 있

도록 다루어야 할 항목을 앞 (3 )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4.1 서사  주기의 추가 독서용 서평

서평은 상 도서의 내용과 형식을 개략 으

로 기술하여 독자로 하여  독서지원서비스와 

독서자료선택의 보조도구로 활용되어지는 핵

심 인 서지정보원 의 하나이다. 따라서 

상의 독서매체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특히 문학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

의 달에 있어서 서평자의 주 을 배제한 후 

객 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Cortada(1998)

는 서평 작성에 있어서 서평자들이 독자에게 

상 도서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거나 상 도

서의 주제와 련된 문학의 큰 범주에서 얼마

나 잘 다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한 바 있다. 

서평이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문학  독서 경

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하여서는 유사한 다른 

문학 작품이나 매체를 교차하여 읽을 수 있는 

비교독서의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를 하여서는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서 ‘문

 비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다루어 포

인 문학  근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패러디 작품은 원작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하

여 작가의 재해석과 재평가를 부각시키는 문학

 략을 활용한 것으로 서평 작성 시 원작과

의 내용 비교를 다룬 후 독자에게 동일한 원작

을 기반으로 하 으나 서사나 매체가 변용된 

작품 등의 추가읽기에 한 서지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풍부하고 확장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앞 에서 다룬 ｢빨간 모

자｣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빨간 모자｣의 내용을 객 이면서도 

개략 으로 소개하여야 한다. 이때 서평자의 

의견은 최 한 배제하고 객 으로 기술하여

야 할 것이다. 작가가 술한 내용 소개보다 서

평자의 견해만을 주장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문  지식을 투자하여 창작물을 발표한 작가

에게 실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내용 

소개를 2~3  정도로 간략하게 기술하더라도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악하고 작가를 존

하며 상 도서의 가치를 악하기 함이다. 

상 도서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

우에는 서평자의 평가와 제언 등을 통하여 구

체 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문학작품의 개략 인 내용 소개 후에는 Perrault

나 Grimms의 작품  개 구조를 따르고 있

는 작품에 한 문학 정보를 제공하면서 원

에서 하고자 하는 어린이 , 어린이교육 을 

상기시키고 유사 과 차이 을 분석할 수 있도

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인물, 배경, 구성 

등의 변형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Perrault와 Grimms의 작품에서

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나쁜 어린이는 벌을 

받는다’는 주요 모티 의 분명한 인과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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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어린이에게 성숙한 인격체로서의 행

 양식을 강조한 것으로, ｢빨간 모자｣의 패러

디 작품에서는 이러한 모티  묘사와 기호 내

용을 변화시키고 재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교육

과 오락, 도덕  교훈과 사회  구속을 더 입에 

맞도록 바꾸는 것(신명호 2007)이다. 즉 ｢빨간 

모자｣의 강한 모티 는 시공간의 변화에도 독

자로 하여  새로운 해석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로베르토 인

노첸티의 빨간 모자｣(서애경 옮김 2013), ｢쳇! 

어떻게 알았지?｣, ｢빨간 모자의 고민｣ 등은 원

작에서 하고자 하는 교훈을 시 의 흐름에 

맞게 변용하여 더욱 강하면서도 재미있게 표

하고 있다.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 모자｣

는 Perrault와 Grimms의 작품과 달리 시공간

의 변화를 주어 사회의 쇼핑 심가를 배

경으로 어린이의 안 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

말 부분에서는 Perrault와 Grimms의 두 작품

을 모두 도입하여 두 개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

다. 즉 낯선 타인을 조심하여야 하고 그 상

은 비록 친 하게 근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불손한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경계하

여야 한다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느냐

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교육을 받더라도 그것을 실에 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본인

이 감당하여야 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 스

스로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쳇! 어떻게 알았지?｣는 어린이의 안  

에서도 유괴 등의 상황에서의 처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여성 가족부에서 제작

한 상매체와 연결하여 읽기를 권장하면 좋

을 듯하다. 

문학 서사의 변용이 있을 경우에는 화자의 

변화인지 롯의 변화인지 등을 분석하고 이러

한 변화의 정도 등을 다룸으로써 작가가 원

과 다른 혹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의 여

부를 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독

자로 하여 독서 ․후에 원 이나 소개되어진 

다른 문학 작품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

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앞 에서 다룬 Negrin과 

Shaskan의 작품은 기존 여타의 ｢빨간 모자｣ 작

품들과 달리 빨간 모자가 아닌 늑 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서평자는 이처럼 이야기를 이끌어 가

는 화자의 변용이 독자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고

정된 념 즉 성 역할, 개인의 다양성, 선과 악의 

이분법  사고방식 등으로부터의 사고의 확장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개되어진 다른 작품들에 한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독자에게 풍부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Storr의 ｢빨간 모자 폴

리｣는 여타의 ｢빨간 모자｣ 작품에서 등장인물

의 이름을 ‘빨간 모자’로 부르는 것과 달리 ‘폴

리’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등장인물의 주체

성, 독립성, 개별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는 동일한 연령 의 소녀일지라도 개개인에 따

라 성향과 성격이 충분히 다를 수 있음을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서평의 말미에 ‘왜 빨간 모자 

소녀가 아닌 ‘폴리’라는 이름을 부여하 을까?’

에 하여 생각할 것을 제언하는 것도 권장할 

사항이다. 이처럼 서사의 구조에 있어 등장인물

의 변화나 화자의 변화가 이루어진 작품의 경우

에는 원작과의 비교를 우선한 후 유사한 다른 

작품들과의 독서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서평에서는 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헌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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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문학작품이 시 ․문화의 환경  변화에 따

라 등장인물 등의 변화를 통하여 인지 ․정서

․도덕  측면의 새로운 해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문학의 교육  략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Bradman(2006)과 심미아(2010)의 각 

작품은 여타의 ｢빨간 모자｣와 비교해 보면 의

도 인 롯의 변화를 통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극 화하고 있다. 특히 심미아(2010)는 ｢빨간 

모자｣와는  계가 없는 다수의 옛 이야기

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독자의 독서 경험의 

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평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작품들을 소개하거나 

힌트를 주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롯 개의 변화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 등이 선과 악, 혹은 참과 

거짓의 성이 아닌 상 인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 사회의 변화된 가치 을 하기도 

한다. 이는 원 이 하는 주제와는 무 하게 

 다른 엉뚱한 개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서사 구조의 변용이 이루어진 작품들

을 소개하면서 원 에서의 달하고자 하는 바

의 내용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련된 도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하

나의 상이나 사건을 다각 인 측면으로 근

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확

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서평

이 독서지원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항목일 것이다. 서사

의 변용에 따른 상 독자층의 변경이 있을 경

우 그에 련하여서도 권장 독자층을 제시하면 

좋을 듯하다. 

4.2 기타 매체로의 추가 독서용 서평 

문화체육 부가 실시한 ‘2017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독서율(지난 

1년간 일반 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은 59.9%, 학생 91.7%로 1994년 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성인과 학생 

모두 ‘일(학교,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

는 응답(성인 32.2%, 학생 29.1%)이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학생은 ‘책 읽기가 싫고 습

이 들지 않아서’(21.1%), ‘휴 화, 인터넷, 게

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18.5%)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독서율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독서의 요성은 꾸 하게 제기되

고 있고, 독서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한 다양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독서의 

해요인으로 읽기에 한 거부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상 콘텐츠와 같은 도서 이외의 매체

로 책과의 연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독서지

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책 읽

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 도서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미

디어로 제작된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 이를 소개하여 책(독서)에 한 심과 흥

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이나 시청

각매체에 익숙해져 독서에 별로 심이 없는 

독자들의 심을 유도한 후 더 나아가 련 도

서를 소개하고, 매체 간의 표 의 다양성 등을 

통하여 독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주제와 련하여 다양하게 표

된 미디어를 통하여 작품의 해석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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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서 서평 상의 

독서매체가 이용이 가능한 다른 물리  형태의 

자료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핀 후, 이러

한 서지  내력의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에게 

다양하고 폭 넓은 독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상 도서의 매체의 변화 등에 한 

서지의 내력을 알려주는 것 한 작품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따라

서 서평 상 도서가 애니메이션, 고 등의 다

른 매체로 변용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개하여 연계의 계속 인 독서로 안내하는 것

이다. 이는 정지된 활자로 표 된 책을 시청각

의 입체 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강한 독서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체의 변용에 있어서 원 의 구성이나 등장

인물, 배경 등을 그 로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앞 에서 다룬 ｢빨간 모자｣의 매체의 변용에

서는  다른 개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

부에서 제작한 <빨간 모자와 성범죄자 알림e>

는 비록 1분의 짧은 애니메이션 고이지만 원

의 ｢빨간 모자｣가 달하고자 했던 낯선 남

자를 조심하여야 한다는 교훈  내용을 강력하

게 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  흐름에 

맞게 이러한 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하여 

교육 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  안 보장 장치

를 구축하고 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빨간 

모자｣의 원 에서는 어린이들은 부모(어른)로

부터의 교육된 내용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연히 

어린이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강한 교육 과 가

정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통제하여

야 함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이 고

에서는 어린이들의 안 문제는 개인의 측면이 

아닌 사회․국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공익 고로 충분하게 활용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빨간 모자의 진실>은 달 매체

의 변용뿐 아니라 서사구조와 롯 등 반

으로 변용되어 제작되었다. 상매체 특유의 

시청각의 감각  달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며, 원 과 달리 등장인물들의 변용된 

성격은  다른 볼거리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일반 으로 진실 혹은 진리라고 알려졌던 것들

에 한 고정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

로 해석․평가하여야 함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 

사례는 차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

보를 제공하여 독서로의 심을 유도할 수 있

어야 한다. 를 들어 ｢아버지와 딸｣, ｢모리스 

스모어의 환상 인 날아다니는 책｣은 그림

책과 애니메이션으로 각각 제작되어 독자들에

게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를 상으로 서평을 작성할 경우에는 

‘해당 작품과 련된 다른 물리  형태의 자료’ 

등으로 자료를 안내하여 독서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작품 모두 단편 애니메이션

으로 제작된 것을 그림책으로 재창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서지  내력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

들이 우선 으로 상 등의 다른 매체로 하

게 한 후에 책으로 안내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독서지도의 방법  하나이다. 이와 반 로 권

문희 작가의 ｢ 이 꿴 호랑이｣의 경우는 그

림책으로 출간된 것을 상 콘텐츠로 재제작한 

것으로, 그림책과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외에도 책과 련된 

시회 등이 있을 경우 그 시기가 제한 이기

는 하지만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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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빨간 모

자｣의 경우에도 2007년에 <‘신데 라’, ‘빨간 모

자’가 걸어온 300년展>이라는 시회가 개최된 

이 있어 이와 련된 시 정보 등을 제공하

는 경우에는 폭 넓은 독서의 경험을 릴 수 있

다. 한, 시회에서 제공하는 도감이나 팜

릿 등은 해당 작품의 이해를 높이는 훌륭한 정

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작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변용하

여 제작할 경우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이나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으로 재창작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픽션․논픽션으로 활용의 범

가 범 하게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빨간 모

자｣ 처럼 교육  측면이 강한 작품의 경우에는 

교육용의 지식정보  활용 매체로 충분히 확장

될 수 있다. 한,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문학작

품의 부가가치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

라 여겨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서평의 구성 항목  ‘이

용이 가능한 다른 물리  형태의 자료’에 한 

소개는 시청각 등의 표  매체의 변용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서에 흥미를 유도하고 확장

된 독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

기 때문에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서 상의 문

학작품이 콘텐츠로 제작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상 도서를 

읽기  해당 콘텐츠를 우선 으로 한 후에 

독서로 이끄는 독서지도 안내서로의 역할을 수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서사  측면에서 

변용된 패러디 작품과의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상 독서매체의 독창성․다양성 등을 도출해 

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곧 독서를 통한 사

고력의 심화와 확장의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

이다. 

5. 결 론

서평은 도서의 내용 소개는 물론 서지  내

력과 함께 평가 등의 포 인 문헌정보를 제

공하는 독자지원서비스의 핵심 정보원 의 하

나이다. 서평은 상 도서의 내용  서지정보

를 통하여 자료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

아가 독자에게 다각 인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

여 풍부한 독서의 경험을 지원하는 독자지원서

비스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서 상 도서에서 다루는 주제, 등장인물 등을 

동일하거나 다른 측면에서 근한 작품들의 서

지정보를 소개하고 이용 가능한 다른 물리  

형태로 표 된 기타의 자료들에 한 서지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평의 기능은 독

자들이 한 권의 독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 도서를 읽은 후에 다각 으로 분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지도의 방법  하나로 

비교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정보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들의 추가 인 독서를 

하여 서평에서 다루어져야 할 체계 인 서지정

보들을 도출하기 하여 어린이 문학작품  

오랫동안 세계 으로 리 읽 지고 있는 ｢빨

간 모자｣를 사례로 정리하 다. 독자에게 추가

인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빨간 모

자｣ 작품군(群)의 서평에서 다루어져야 할 요

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평 상 문학 작품인 ｢빨간 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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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한 소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

히 문학작품의 서평에서는 내용을 간결하게 묘

사하여야 하며, 이때 서평가는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객 으로 기술하

여야 한다. 이는 작가가 작품 술을 하여 많

은 노력과 문  지식을 투자하여 창작한 작

품에 한 존 인 것이다. 상 도서에서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평가의 제

언이나 평가 등을 논하는 ‘평가  정보’ 부문에

서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둘째, ｢빨간 모자｣는 구 되는 옛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다양한 패러디 작품들이 해지

고 있다. 이에 서평 상 작품 ｢빨간 모자｣의 

원 의 문학사  가치와 담론을 제시하여 다른 

패러디 작품들과의 차이  등을 분석할 수 있

도록 한다. 즉 ｢빨간 모자｣의 표  작품인 

Perrault와 Grimms의 작품에서 하고자 하

는 어린이 과 어린이교육 을 우선 으로 제

시하여, 유사한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와 독창

성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평 

상 작품 ｢빨간 모자｣가 Perrault의 작품 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Grimms의 작품 을 따

르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서도 어린이 을 

해석할 수 있고, 사회(어른)가 어린이를 교육

하는 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

가가 여타의 ｢빨간 모자｣ 작품들과 달리 해당 

작품의 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시 의 흐름에 합하게 맞추어 재평

가․재창작하 는지를 독자들이 악할 수 있

도록 한다. 한, 여타의 작품에서 진행된 새로

운 해석과 평가에 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다

른 작품으로의 추가 인 읽기가 진행될 수 있

도록 하는 석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옛 

이야기는 선과 악의 이분법 인 단순 구조로 

등장인물, 배경 등을 바꾸었을 경우  새로

운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패러

디한 작품들의 서사의 구조의 변형 등을 분석

할 수 있는 문학 교육의 자료로서의 역할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처럼 문학사 인 측면에서 ｢빨간 모

자｣의 문학사  가치와  등을 정리․기술

하여 서평 상 작품이 Perrault와 Grimms의 

작품  구의 작품 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 그리고 이와 같은 문학 , 어린이 을 보여

주고 있는 다른 작품군(群)에는 어떠한 작품들

이 있는지를 소개한다. ｢빨간 모자｣의 서사 구

조가 변용된 여타의 작품군(群)에 한 서지정

보를 제공하여 비교독서를 통한 심화․확장된 

독서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서사  구조의 개뿐만 아니라 물리

 표  형태가 변용된 작품이 있을 경우 함께 

다루어 독자로 하여  선택과 근의 폭을 넓

힐 수 있도록 한다. 즉 해당 작품이 상콘텐츠

로 재창작된 사례가 있을 경우 기타 형태의 자

료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도서목록 작

성에 있어서도 생성되어지는 서지정보  하나

이다. 도서의 형태로 출간된 작품 뿐 아니라 

화, 애니메이션, 게임, 자 일 등의 동 상 

콘텐츠로 제작된 경우 이를 소개하여 독자로 

하여  독서자료 선택의 범 를 확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책 읽기를 기피하거나 곤란

한 경우에 있는 독자에게도 훌륭한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

은 독서의 습 이 형성될 수 있도록 책에 흥미

를 갖도록 지도하는 시기로 책 읽기를 기피하

는 어린이들을 하여 도서 이외의 매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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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등을 소개하여, 책으로 흥미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부가

가치성이 높게 평가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기

존의 문학작품이 새로운 이야기나 매체로의 재

창작이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서

계에서는 문학 작품의 원 과 새롭게 재창작된 

작품을 연계하여 DB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독

서 정보원으로의 근성을 확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평

은 자료선택의 기능과 독자지원서비스의 기능

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책 읽기에 거부감을 

보이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들로 하

여  심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어린이들이 

작품을 즐겁게 향유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버 의 작품과 형태의 문학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도서 이 본질  기능

인 책 읽기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

본 인 역할일 것이다. 

도서  장에서 사서들은 와 같은 서평의 

제공은 필요하지만 이를 작성하는 것에 하여

서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평을 작성한다는 

것은  다른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기도 하고, 

을 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럼에도 독서진흥의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하는 도서 과 사서는 서평을 기반으로 

독자에게 추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도

서 에서 제공하는 정보원  서평과 유사한 

것으로 도서목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서목

록은 도서  장서의 서지사항정보, 출 사항정

보, 형태사항정보, 주기사항정보 등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실물의 도서를 만나기 이 에 상 

도서에 한 사 (事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자료선택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서평과 마찬가지로 독자와 독서매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도서 에

서의 도서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작성․제공되어지는 도서목록과 서평에서 공

통 으로 다루어지는 항목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서  

장의 사서들이 도서목록을 작성하듯 서평 작

성을 친숙하고 익숙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안

에 한 지속 인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길 바

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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