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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녀와 야수’는 1740년 소설로 탄생해 2017년 뮤지컬 실사 영화로 현재까지 전해 내려왔다. 본 논문은 시대 배경
으로 ‘미녀와 야수’를 분석해 봄으로써 하나의 이야기가 277년 동안 어떤 콘텐츠로 파생되고 확장됐는지를 이야기 변화와 
함께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은 민담, 설화를 다 담기에 한계가 있어 ‘미녀와 야수’ 이름으로 알려지고 기록된 
유명한 콘텐츠들로 한정한다. ‘미녀와 야수’는 소설, 동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지컬, 필름 오페라의 7가지 콘텐츠
로 확장됐다. 18세기 소설로 탄생해 아동교육을 위해 동화로 만들어지고 장 콕토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었다. 산업혁명
과 과학의 발달로 애니메이션, 드라마, 뮤지컬 콘텐츠로 파생된 ‘미녀와 야수’는 음악 산업의 발달과 필립 글래스의 새로
운 시도로 필름 오페라로 만들어진다. ‘미녀와 야수’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전 세계 리메이크 현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끊임없이 재탄생 되고 있다. 이후로도 더 다양한 ‘미녀와 야수’ 분석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해 보며 본 연구 자료가 다른 
연구 자료들에 참고 자료로 기여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 '미녀와 야수', 보몽 부인, 빌레느브 부인, 장 콕토 감독, CBS 방송국, 월트 디즈니, 필립 글래스,  CWTV, 크리스

토프 갱스 감독  
Abstract  'Beauty and the Beast' was generated as a novel in 1740 and descended to date with the musical 
movie in 2017.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contents has been derived and expanded from one story for 
277 years upon analyzing ‘Beauty and the Beast’ with the background of the times. Due to the limitation to 
include all the folktales and stor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limited with the contents that had been 
known and recorded as ‘Beauty and the Beast.’ ‘Beauty and the Beast’ has been expanded to 7 types of 
contents including novel, fairytale, movie, drama, animation, musical and film opera. It was created as a novel 
in the eighteenth century, made as a fairytale, and developed as a movie by Jean Cocteau, a movie director. 
Wi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Beauty and the Beast’ which derived into 
animation, drama, and musical contents, has been developed as the film opera thanks to the new trial of Philip 
Glass and the development of music industry. ‘Beauty and the Beast’ is still regenerating with a variety of 
contents continuously upon the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and the fad of global remake. With 
anticipation of further analytical studies on ‘Beauty and the Beast,’ it is expected that the data of this study 
can be contributed as a reference in the o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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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원작 ‘미녀와 야수’ 이야기는 1740년 빌레느브부인의

소설로 탄생해 2017년 월트 디즈니의 뮤지컬 실사 영화

로국내누적관객수약 513만명으로많은사람의사랑

을 받으며 현재로 전해 내려왔다[1]. 277년의 세월 동안

‘미녀와 야수’도 변했다. 시대 배경이 ‘미녀와 야수’의 이

야기 변화와 콘텐츠 파생에 영향을 주었다. 본문에서는

시대 배경으로 ‘미녀와 야수’를 분석해 봄으로써 하나의

이야기가 어떤 콘텐츠로 파생되고 확장됐는지를 이야기

변화와 함께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미녀와 야수’ 이야기는고대 그리스 설화가 기원이라

는설이있다. 프랑스뿐만아니라유럽전역에유사한형

태의이야기가전해져내려왔다. 본 논문에서민담, 설화

를다담기에는한계가있어 ‘미녀와야수’ 이름으로알려

지고 기록된 유명한 콘텐츠들로 한정한다. 본 논문은 선

행 연구된 논문과 출간된 책을 참고하여 연구한다.

2. 본론
2.1 ‘미녀와 야수’의 이름으로 알려지고 기록

된 콘텐츠들

No. Year Genre Producer
1 1740 Novel Mrs Villeneuve
2 1756 Fairytale Mrs Beaumont
3 1946 Movie Jean Cocteau
4 1987 Drama CBS
5 1991 Animation Walt Disney
6 1994 Musical Walt Disney
7 1994 Film Opera Philip Glass
8 2012 Animation Walt Disney
9 2012 Drama CWTV
10 2014 Movie Christophe Gans
11 2017 Movie Walt Disney

<Table 1> Contents that had been known and 
recorded as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 이름으로 알려지고 기록된 콘텐츠들은

11개이다. 이 11개의 콘텐츠를 분석해 보았다.

2.2 1740년 빌레느브 부인의 ‘미녀와 야수’ 분석
2.2.1 빌레느브 부인의 소설 시대 배경 분석
17-18세기 프랑스 사회, 문화

17세기 중엽에 과학발전으로 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

을 경험한다. 17세기 말 교회, 귀족, 왕권의 권위가 쇠퇴

한다. 절대왕정을 비판한 계몽주의1)가 일어난다[2]. 하

지만계몽주의를여성에게까지확대하지않았다. ‘여성과

여성시민의권리선언’을발표한여류작가는처형당했

고여성집회금지법이발포된다. 18세기말,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프랑스 혁명2)이 일어난다[3].

2.2.2 빌레느브 부인의 소설 ‘미녀와 야수’ 정보
1740년 프랑스여성작가빌레느브부인은 ‘미녀와야

수’ 소설을 발표했다. 그녀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사망과 결혼 실패로 가난에 허덕인다. 이로 인해

극작가 프로스페 크레비용 집에서 가정부 겸 비서로 더

부살이하며 집필 활동을 한다.

1. Novel 1740 Year

Gabrielle-Suzanne Barbot de Villeneuve.
1685-1755. She released her representative

work, 'Beauty and the Beast'.

[Fig. 1] Mrs. Villeneuve information

2.2.3 1740년 소설 ‘미녀와 야수’ 
평민, 귀족, 왕족이존재하던 18세기프랑스에서 ‘미녀

와 야수’ 소설이 탄생했다. ‘미녀와 야수’ 줄거리는 평민

여성 벨이 왕자인 야수와 만나 결혼해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이다.

2.3 1756년 보몽 부인의 ‘미녀와 야수’ 분석
2.3.1 보몽 부인의 동화 시대 배경 분석
18세기 영국 사회, 문화

산업 혁명3)의 시동이 걸린 시대이다. 18세기 진리를

1) 인간은 이성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말한 유럽의 지
적 운동이다. 

2) 1789년-1794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을 말한다. 
3)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 경제 등의 큰 변혁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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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주는이성의시대가온다[4]. 18세기영국의여성은

사회적, 지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어 전문

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고 결혼만이 중산층 여

성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직업으로 여겨졌다[5].

2.3.2 보몽 부인의 동화 ‘미녀와 야수’ 정보
1756년 프랑스여성보몽부인은영국에서 ‘미녀와야

수’ 동화를 만들었다. 그녀는 다양한 작품세계에서 교육

의 중요성, 특히 여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6].

2. Fairytale 1756 Year

Jeanne Marie Leprince de Beaumont
1711-1780. After becoming a teacher who

teaches children, she did creative activities for
children's education.

[Fig. 2] Mrs. Beaumont information

2.3.3 1756년 동화 ‘미녀와 야수’의 변화
보몽부인은빌레느브부인의소설을요약하여동화를

만들었다. 18세기 여성의 전문 교육이 불가능한 시대에

보몽 부인은 여아 교육을 위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중하나가 ‘미녀와야수’ 동화이다. 전체줄거리는같지

만 교훈적이고 간결하게 재구성했다. 벨의 숨겨진 신분

과, 여왕등은삭제했고벨을외적아름다움과내적아름

다움을 갖춘 인물로 묘사하여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6]. 내용이 변했고 소설

에서 동화로 콘텐츠가 확장됐다.

2.4 1946년 장 콕토 감독의 ‘미녀와 야수’ 분석
2.4.1 장 콕토 감독의 영화 시대 배경 분석
20세기 프랑스 사회, 문화

석탄, 증기기관, 전기, 자동차의 제1,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공업과 과학의 발달로 혜택받은 자본가와 서민

노동자 사이의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 제1차 세계대전4)

과 제2차 세계대전5)이 일어난다[2]. 20세기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었다. 전쟁의 위기와 불안에 벗어나기 위

해 다다이즘6) 과 초현실주의7) 가 등장한다[7].

4) 1914년-1918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대전이다.
5) 1939년-1945년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시작된 세계대전이다.
6) 1915년-1924년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실존주의, 반 문명, 

반 전통적인 예술운동이다.

2.4.2 장 콕토 감독의 영화 ‘미녀와 야수’ 정보
1946년 프랑스 남성, 장 콕토 감독은 제1차 세계대전

후초현실주의적작품인흑백실사영화 ‘미녀와야수’ 를

만들었다.

3. Movie 1946 Year

Jean Maurice Eugene Clement Cocteau.
1889-1963. Starting as a poet of Dadaism, he
released surrealist works after World War 1.
He produced 'Beauty and the Beast' in 1946.

[Fig. 3] Jean Cocteau information

2.4.3 1946년 영화 ‘미녀와 야수’의 변화
장콕토감독은보몽부인의동화를각색해흑백실사

영화를만들었다. 장콕토감독의 ‘미녀와야수’는초현실

주의 표현법으로 제작되어 동화의 판타지를 한 편의 시

처럼 구현해 환상적, 몽환적, 회화적인 영상미를 보여준

다. 전체줄거리는같지만내용을각색했고흑백영화로

콘텐츠가 확장됐다[8].

2.5 1987년 CBS ‘미녀와 야수’ 분석
2.5.1 CBS 드라마 시대 배경 분석
20세기 미국, 사회, 문화

미국 여성 참정권8)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점진

적으로 실현된다. 제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남성

은 전장에 나가고 생산 노동의 공백을 여성이 담당하며

여성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한다[9]. 1980년 흑백 TV 대

신 컬러 TV로 전환된다[10].

2.5.2 CBS 드라마 ‘미녀와 야수’ 정보
1987년- 1990년, 미국 CBS방송국에서새로운이야기

를 만들어 ‘미녀와 야수’ 컬러 드라마를 방송했다.

4. Drama 1987 Year

USA CBS.
1927-2017∼ CBS is America's giant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er.

[Fig. 4] CBS information
7)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진 문예, 예술사

조의 하나이다. ‘인간의 상상에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8)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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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1987년 드라마 ‘미녀와 야수’의 변화
여검사 캐서린과 지하 세계에 숨어 사는 야수 빈센트

의사랑이야기로귀족, 왕족의신분은없고서민여성과

남성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

아지면서 드라마 속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높게 설정됐

고 남자주인공의 사회적 지위는 낮게 설정됐다. 내용은

새로 창작됐고 컬러 드라마로 콘텐츠가 확장됐다.

2.6 1991년 디즈니 ‘미녀와 야수’ 분석
2.6.1 디즈니 애니메이션 시대 배경 분석
미국 애니메이션

1914년 셀 애니메이션 기법이 개발되며 2D 애니메이

션은크게발달하고하나의산업으로발전한다[10]. ‘스타

워즈’와 ‘E.T’ 등의 실사합성영화가 등장하며 2D 애니메

이션시장은급격하게위축되고컴퓨터기법이발달하여

다양한 3D 애니메이션이 제작된다.

2.6.2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정보
1991년 월트 디즈니에서 2D 뮤지컬 애니메이션 ‘미녀

와 야수’를 만들었다.

5. Animation 1991 Year

Walt Disney.
1923-2017∼ Disney is one of the largest
Hollywood studios in the United States.

[Fig. 5] 1991 Disney information

2.6.3 1991년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변화
디즈니에서 보몽 부인이 쓴 동화를 각색해 뮤지컬 애

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셀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미녀와 야수’는 크게 성공한다. 내용이 변했고

2D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콘텐츠가 확장됐다.

2.7 1994년 디즈니 ‘미녀와 야수’ 분석
2.7.1 디즈니 뮤지컬 시대 배경 분석
미국 뮤지컬

18-19세기 산업혁명에 의해 시민계급이 형성되며 대

중들의요구에부응할극형태가태동한다. 18세기중반,

영국의코믹오페라9)가수입되고자체뮤지컬도창작된

다. 20세기에 미국 뮤지컬은 황금기를 맞이하며 문학과

예술성이높은작품들이나온다. 뮤지컬 ‘미녀와야수’ 가

공연될 당시 브로드웨이를 장악하고 있던 뮤지컬은 ‘시

카고‘,’오페라의 유령‘ 등의 정통 뮤지컬 이였다. 뮤지컬

‘미녀와 야수’가 공연되고 크게 성공하며 브로드웨이 무

대는디즈니애니메이션들의무대와공연이주도하게되

며 ‘가족 뮤지컬’의 바람을 일으킨다[10,12].

2.7.2 디즈니 뮤지컬 ‘미녀와 야수’ 정보
1994년 디즈니는 브로드웨이에서 디즈니 최초 극장

뮤지컬 ‘미녀와 야수’를 공연한다[13].

6. Musical 1994 Year

Walt Disney.
Disney's first musical 'Beauty and the Beast'

was a big success on Broadway.

[Fig. 6] 1994 Disney information

2.7.3 1994년 뮤지컬 ‘미녀와 야수’의 변화
뮤지컬 ‘미녀와 야수’는 1991년 애니메이션을 바탕으

로제작, 공연됐다. 사람들의많은사랑을받아미국뿐만

아니라한국, 일본, 호주등전세계에걸쳐공연됐다. 내

용상의 변화는 없고 뮤지컬로 콘텐츠가 확장됐다.

2.8 1994년 필립 글래스의 ‘미녀와 야수’ 분석 
2.8.1 필립 글래스 필름 오페라 시대 배경 분석
미국 음악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핵심 작곡가들이 미국

으로 이주하며 음악의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가 세계음

악의 중심국가로 부상한다. 과학의 발달로 대중음악은

크게 발전하고 인터넷 음악문화 보급과 급진적인 상호

문화교류 등 음악 산업이 발전한다[13]. 20세기 미국 음

악을 대표하는 미니멀리즘10)음악이 나타난다.

2.8.2 필립 글래스의 필름 오페라 ‘미녀와 야수’ 
정보

9) 익살스러운, 우스운 내용의 오페라이다.
10) 20세기 예술사조 중 하나로 예술적 소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을 사용하는 경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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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미국작곡가필립글래스가필름오페라 ‘미녀

와 야수’를 공연한다. 필립 글래스는 장 콕토 감독의 흑

백영화를상영하고영화속배역을맡은성악가들의노

래와기악앙상블이함께하는 ‘라이브오페라필름’ 이라

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냈다.

7. Film Opera 1994 Year

Philip Morris Glass.
1937-2017∼ He composes modern music

applying minimalism.

[Fig. 7] Philip Glass information

2.8.3 1994년 필름 오페라 ‘미녀와 야수’의 변화
음악 산업이 발달하며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와 다양

한 콘텐츠들을 탄생시켰다. 필립 글래스의 새로운 시도

로 필름 오페라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했다. 미니멀

리즘의 거장 필립 글래스는 자신의 음악적 영감을 불어

넣어음악이영상을주도하는필름오페라 ‘미녀와야수’

로 이탈리아, 뉴욕,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공연했다. 내

용의 변화는 없고 필름 오페라 콘텐츠로 확장됐다.

2.9 2012년 디즈니 ‘미녀와 야수’ 분석
2.9.1 디즈니 3D 애니메이션 시대 배경 분석
디즈니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제작사였던 디즈니는 2000년부터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80년대 초에 컴퓨터 그래픽 기

술이 발전하여 CG를 활용한 3D 애니메이션이 제작됐고

크게 흥행하면서 본격적인 3D 애니메이션의 시대가 열

리게 된다.

2.9.2 디즈니 3D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정보
2012년 디즈니에서 1991년 ‘미녀와 야수’를 리마스터

링 11)하여 ‘미녀와 야수 3D’로 상영한다.

11) 화질이나 음질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작을 크게 벗어나
지 않고 품질의 향상에만 기여한다.

8. Animation 2012 Year

Walt Disney.
Disney palys 3D version of 'Beauty and the
Beast 3D' after remastering it using the

developed computer graphics.

[Fig. 8] 2012 Disney information

2.9.3 2012년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변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2D 애니메이션 시장이 위축

되며 디즈니도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흥행에 성공

했던 1991년 2D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를 3D 애니메

이션으로만들어상영한다. 내용의변화는없고 3D애니

메이션 콘텐츠로 확장됐다.

2.10 2012년 CWTV ‘미녀와 야수’ 분석
2.10.1 CWTV 드라마 시대 배경 분석
미국 드라마

1950년 미국에 TV가 보급되기 시작하며 TV 드라마

시리즈물이 나온다. 미국 TV 시리즈물은 한 시즌의 작

품을 어느 정도 완성한 후 방송사에 판매하며 시청률에

따라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중단한다. 방송사들은 기존에

흥행했던 안전한 드라마를 제작하려 하고 그로 인해 기

존 원작 콘텐츠를 재탄생 시키려는 바람이 거세게 분다

[14].

2.10.2 CWTV 드라마 ‘미녀와 야수’ 정보
2012년 CWTV에서 1987년에 상영했던 드라마 ‘미녀

와 야수’를 리메이크12)하여 실사 컬러 드라마로 방송한

다.

9. Drama 2012 Year

USA CWTV.
It is an American television broadcaster.It
broadcasted 4 seasons of 'Beauty and the

Beast'.

[Fig. 9] CWTV information

12)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걸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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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2012년 드라마 ‘미녀와 야수’의 변화
CWTV는 1987년 흥행에성공했던 드라마 ‘미녀와 야

수’를 각색해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었다. 형사 캐서린과

야수로 변하는 빈센트 박사가 만나 살인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1987년 드라마 속 여자주인공의 사

회적지위가더높았다면 2012년드라마속남녀주인공

은 사회적 지위가 동등하게 설정됐다. 내용이 변했고 드

라마 콘텐츠로 다시 등장했다.

2.11 2014년 크리스토프 갱스 감독의 ‘미녀와 
야수’ 분석

2.11.1 크리스토프 갱스 감독 영화 시대 배경 분석
프랑스 영화

뤼미에르 형제와 조르주 멜리에스에 의해 영화가 탄

생했다. 1920년대 초현실주의와 아방가르드 영화 운동
13)으로프랑스영화는 독특한 예술성을 갖게 된다. 1950

년대작가주의14)와누벨바그15)라는새로운경향을선보

이며 영화를 고전영화와 현대영화로 나누어 놓는다[15].

2.11.2 크리스토프 갱스 감독의 영화 ‘미녀와 야
수’ 정보

2014년 ‘미녀와 야수’는 프랑스 감독 크리스토프 갱스

감독의 작가주의와 발달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화

려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준다.

10. Movie 2014 Year

Christophe Gans
1960- 2017∼ He is a French film director,

producer, and screenwriter.

[Fig. 10] Christophe Gens information

2.11.3 2014년 영화 ‘미녀와 야수’의 변화
크리스토프 갱스 감독은 빌레느브 부인의 소설을 각

색하여 ‘미녀와 야수’ 실사합성영화를 만들었다. 감독의

상상력과작가주의로소설과그리스신화를모티브로한

13) 기존의 관습과 예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예술적 형식과 스
타일을 창조하는 운동을 말한다.

14) 감독의 개성이 잘 드러난 영화를 말한다.
15) 새로운 물결, 새로운 영화 형식을 추구했던 움직임을 말한다.

오비우스의 ‘변신이야기’16)를각색하여 ‘미녀와야수’ 영

화를만들었다. 영화속이야기전개도과거와현재를이

동해 가며 진행되게 만들었다. 내용이 변했고 영화 콘텐

츠로 다시 등장했다.

2.12 2017년 디즈니 ‘미녀와 야수’ 분석
2.12.1 디즈니 영화 시대 배경 분석
21세기 사회, 문화, 세계 리메이크 현상

대중성 있고 완성도 높은 작품은 다른 장르의 콘텐츠

로다시태어난다. 원작에차별화를주어새로운창작과

정을거쳐다시만들어진다[16]. 21세기에는달라진시대

분위기와 시청자 요구를 담아 새롭게 재탄생한 많은 콘

텐츠들이 등장하게 된다. 21세기 사회는 민주적인 활동

과 법의 사회적 상황에서 평등을 창조하고자 한다. 남녀

평등, 신분평등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2.12.2 디즈니 영화 ‘미녀와 야수’ 정보
2017년 디즈니에서 1991년 ‘미녀와 야수’를 리메이크

하여 뮤지컬 실사합성영화를 만들었다.

11. Movie 2017 Year

Walt Disney.
Disney took over Pixar, Marvel Studios
and Lucas Film and grew into a huge film

company.

[Fig. 11] 2017 Disney information

2.12.3 2017년 영화 ‘미녀와 야수’의 변화
리메이크 바람이 불며 과거 흥행에 성공했던 이야기

를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만들고 있다. 2017 ‘미녀와 야

수’ 도 1991년 2D애니메이션을 21세기의발달한기술을

사용하여 실사합성영화로 재탄생시켰다. 여자주인공을

진취적인 여성으로 표현하려는 이야기가 추가되었고 뮤

지컬 영화 콘텐츠로 확장됐다.

16) 오비디우스는 ‘변신이야기’ 라는 수많은 변신 이야기를 모
은 책을 썼다. 순결한 여성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의 나체
를 본 악타이온이 저주를 받아 사슴이 됐고, 결국 사냥개들
에 의해 죽음에 이른다. 이 부분을 영화로 각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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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미녀와 야수’ 콘텐츠 장르 확장성과 이야

기 변화

Original 'Beauty and the Beast'
Genre Background of the times

1.Novel

In France in the eighteenth century,
Enlightenment had been arisen in the era of
absolute monarchy. It was developed as a
novel at the first time.

2.Fairytale

In the eighteenth century, UK, the era of
Industrial Revolution, it was not possible to
educate the women. It was developed as a
fairytale to educate the girls.

3.Movie
In the nineteenth century, France, movies were
generated, black andwhite movies and coloredmovies.

4.Drama
In the twentieth century, US, the drama was
generated as a series of TV drama upon
popularization of TV.

5.Animation

In the twentieth and twenty-first century, US,
2D animation was developed by Disney upon
the development of cell animation technique,
and 3D animation upon the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6.Musical

In the eighteenth to nineteenth century, US,
the musical which was a type of drama to
meet the needs of public was generated and it
was made as a musical by Disney.

7.Film Opera
In the twentieth century, US, it was developed as
a film opera by the new trial of Philip Glass upon
the developments of music industry and science.

<Table 2> Contents genre expandibility ‘Beauty 
and the Beast’

Eighteenth Century
Background of the times Original
Impossible to educate the
women, Social status of
women was low.

A common woman and the
Beast who is a prince, Social
status of the heroin is low.

Twentieth Century
Background of the times Story Change

Realization of women
suffrage, Social status of
women becomes higher.

A heroin of prosecutor and
the Beast who lives hidden
underground, Social status of
the heroin is higher.

Twenty-first Century
Background of the times Story Change

Gender equality, era of social
status equality, social status
of women and men becomes

equal.

Social status of the heroin and
the hero becomes equal. In the
contents developed from the
fairytale and novel as original,
a heroin was described as
progressive woman.

<Table 3> Story Change ‘Beauty and the Beast’

시대 배경으로 ‘미녀와 야수’ 콘텐츠 확장성을 알아보

았다. ‘미녀와야수’는소설, 동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

션, 뮤지컬, 필름 오페라의 7가지 콘텐츠로 확장됐다.

18세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지만, 현대로 올수

록여성의사회적지위가높아졌다. 이런시대배경에따

라 이야기 속 여자주인공의 사회적 지위도 높게 변했다.

4. 결론 
18세기 소설로 탄생한 ‘미녀와야수’는 아동교육을 위

한 그림책으로 만들어져 동화 콘텐츠로 파생됐다. 뤼미

에르 형제와 조르주 멜리에스에 의해 영화가 탄생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불안에 벗어나기 위해 초현실주의가

등장하며장콕토감독의초현실주의작품 ‘미녀와 야수’

영화가 만들어진다. 1950년 TV가 보급되고 TV 드라마

가탄생하여드라마로파생된 ‘미녀와야수’는 기존흥행

했던안전한드라마를제작하려는방송사들로인해새롭

게다시만들어진다. 셀애니메이션기법이개발되고 2D

애니메이션으로파생된 ‘미녀와야수’는산업혁명에의해

시민계급이형성되고대중들의요구에부응할극형태인

뮤지컬이 탄생하며 ‘미녀와 야수’ 뮤지컬로 만들어진다.

음악 산업의 발달과 필립 글래스의 새로운 시도로 필름

오페라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된 ‘미녀와 야수’는 컴

퓨터 기술의 발달과 전 세계 리메이크 현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로끊임없이재탄생되고있다. ‘미녀와야수’는여

러콘텐츠로확장되며이야기도변했는데여성의사회적

지위가높아지는시대배경에따라여자주인공의사회적

지위도 높아졌다. 21세기, 평등의 사회로 변해가며 여자,

남자 주인공의 사회적 지위도 동등하게 설정됐다. 현대

로 올수록 소설과 동화를 원작으로 제작된 콘텐츠들은

여자주인공을 진취적인 여성으로 표현하려 한다. 277년

동안 ‘미녀와야수’는 시대분위기와시청자의요구를담

아이야기가변했고다양한콘텐츠로파생, 확장됐다. 본

논문은 ‘미녀와야수’의이름으로나온모바일앱등의콘

텐츠는 배제하였다. 이 후로도 더 다양한 ‘미녀와 야수’

분석연구가나오길기대해보며본연구자료가다른연

구 자료들에 참고 자료로 기여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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