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모자 패러디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33)

최 영 진 (서울대 )

빨간모자는 일반적으로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동화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 (Charles Perrault)가 그동안 구전되어온 이
야기를 토대로 빨간모자 Le Petit Chaperon rouge라는 동화를 기록했다. 이
후 무수히 많은 빨간모자의 버전들이 등장하게 되며 독일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도 풍부하게 서술되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빨간모자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버전들 가운데
패러디들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패러디에 대해서는 정의가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독일 문학학에서는 패러
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하나의 장르
b) 원본의 주요 구조적 요소들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용이 바뀐 문학작품
c) 희극적 기능이 있는 상호텍스트적 변형방식2)

본 연구에서는 c)의 의미에서 패러디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패러디는 서구 문학에서 흔한 현상이며 동화에 대한 패러디 역시 적지 않
은데 빨간모자는 가장 많이 패러디된 동화라고 간주된다.3) 정치적 수사학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NRF-2012 S1A5B5 A07035099).
1) 조사에 의하면 1998년에만 해도 700개 이상의 ‘빨간모자’ 버전들이 있었다고 한다. Vgl.
Kawan, Christine Shojaei (2004): Rotkäppchen, in: Brednich, Rolf Wilhelm (Hrsg.):
Enzyklopädie des Märchens. Handwörterbuch zur historischen und vergleichenden
Erzählforschung, Bd. 11, Berlin/New York: de Gruyter, S. 860.
2) Vgl. Burdorf, Dieter/ Fasbender, Christoph/ Moennighoff, Burkard (Hrsg.)(2007):
Metzler Lexikon Literatur, 3., völlig neu bearbeitete Auflage, Stuttgart: Metzler, S.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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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구로서 빨간모자가 패러디되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면 빨간모자는 순
진한 유권자, 늑대는 유권자를 속이는 정치가를 빗대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4)
반면 국내에서는 빨간모자 패러디에 대해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빨간모자자체가 독어독문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빨간모자 패러디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행해지지 않았으며 국
외에서도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며 체계적 조망하고 그 현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빨간모자에 관한 패러디들에서 원래의 줄거리나 메시지가 확연히 달라지
는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 빨간모자가 상이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해석되어
온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 바뀐 현실이
패러디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패러디 작가의 의도는 어디에 있
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패러디들을 통시적으로 고찰
하고 설명하되 특히 패러디에 나타난 성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양한 버전
에서 빨간모자가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세심하게 비교함으로써 빨간모자로 대
변되는 여성상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늑대
로 대변되는 남성상 역시 어떤 변천을 겪는지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할머니와 사냥꾼에게서 나타나는 여성상과 남성상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이다.

Ⅰ. 패러디의 의미

문학적 패러디에 대해 빈프리트 프로인트가 기존의 연구들과 논쟁을 통하
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프로인트는 문학적 현상으로서의 패러디의 중
요한 기능을 ‘비판’에서 찾고 있다. 패러디에 나타나는 희극성은 비판을 담는
3) Vgl. Ritz, Hans (2006): Die Geschichte vom Rotkäppchen. Ursprünge, Analysen,
Parodien eines Märchens, 14. erw. Aufl., Kassel: Muriverlag, S. 7, 54.
4) Vgl. ebd., S.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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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역할을 한다.5) 성공한 패러디는 웃음을 자아낸다. 패러디는 종종 ‘풍
자 Satire’와 혼동되어 왔는데 프로인트는 이 둘을 확연히 구별하고 있다. 풍
자가는 마음이 상한 이상주의자라는 것이다. 즉 풍자는 이상성에 대한 의식을
전제로 하는 반면 패러디는 이런 도덕적 가치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단지 고
루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시대착오적 규범구조를 파괴할
뿐이다.6)
프로인트는 패러디를 “이데올로기 비판을 위한 문학적 도구 literarisches

Instrument der Ideologiekritik”7) 즉 일종의 글쓰기 방식으로 파악한 반면 베
아테 뮐러는 패러디를 글쓰기 방식인 동시에 장르라고 보고 있다.8) 즉 어떤
텍스트에서 패러디적 글쓰기 방식이 지배적인 특징이 될 때 그 텍스트는 장
르로서 패러디가 된다고 한다. 프로인트가 패러디의 특징을 ‘비판’에서 찾은 것
과는 달리 뮐러는 패러디의 속성을 ‘희극성’과 ‘상호텍스트성’에서 찾는다.9) 프
랑크 뷘쉬 역시 원문을 모방함과 동시에 원문을 우스꽝스럽게 일그러뜨리는
것을 패러디의 본질적 특징으로 보았다.10) 패러디 작가는 자신이 원문을 희
극적으로 일그러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자발적인
패러디 unfreiwillige Parodien’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11)
어떤 텍스트가 쉽게 패러디되는가? 패러디 된 텍스트는 시대의 변천에 따
라 상이하다.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텍스트들이 주로 패러디되었고, 18, 19세
기에는 고전주의 문학, 특히 시문학이 패러디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12) 뷘쉬
는 이론상 모든 텍스트가 패러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13) 뮐러
5)
6)
7)
8)
9)
10)
11)
12)
13)

Vgl. Freund, Winfried (1981): Die literarische Parodie, Stuttgart: Metzler, S. 3.
Vgl. ebd., S. 19-21.
Ebd., S. 13.
Vgl. Müller, Beate (1994): Komische Intertextualität. Die literarische Parodie, Trier:
WVT, S. 31.
Vgl. ebd., S. 23.
Vgl. Wünsch, Frank (1999): Die Parodie. Zu Definition und Typologie, Hamburg:
Kovač, S. 11f.
Vgl. ebd., S. 17.
Vgl. Müller, 1994, S. 52.
Vgl. Wünsch, 1999,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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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패러디되는 텍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높은 ‘인지도

Bekanntheitsgrad’에 있다고 한다.14) 뮐러는 그 밖의 중요한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형이상학적 대립, 예컨대 자연의 불명성과 인간의 유한
성, 이데올로기나 교육성, 통속성,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 천재, 도덕적이거나
감상적인 인물, 영웅 등이다. 또한 시와 같이 문체요소가 분명하고 규칙성이
있는 텍스트가 쉽게 패러디된다고 한다.15) 반면 ‘진지하지 않은 것 das

Unernste’은 패러디될 수 없다고 한다.16)
모든 패러디의 기본적인 의도는 원문을 우스꽝스럽게 재현하는 것이다. 프
로인트에 의하면 동화패러디는 세계에 대한 조화나 고정된 역할행동에 대한
신화를 파괴한다고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도덕적 가치가 전도됨으로써 경직
된 틀이 폭로가 된다는 것이다. 즉 패러디는 일종의 ‘탈신화화’의 수단이다.17)

Ⅱ. 빨간모자 동화의 형성

동화는 ‘민중동화 Volksmärchen’와 ‘예술동화 Kunstmärchen’으로 나뉘어진
다. 저자가 분명한 예술동화와는 달리 민중동화는 오랜 기간 동안 구전되어온
이야기가 글로 정착된 형식의 문학이다.18) 주지하다시피 빨간모자는 민중
동화에 속한다. 빨간모자 동화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고성
동화 Warnmärchen”19)로서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볼
때 사악하고 위험한 늑대와 착하고 순진한 빨간모자의 이분법적인 구조가 지
배적이다.
14)
15)
16)
17)
18)
19)

Vgl. Müller, 1994, S. 22f.
Vgl. ebd., S. 98-129.
Vgl. ebd., S. 134.
Vgl. Freund, 1981, S. 123.
Vgl. Lüthi, Max (2004): Märchen, 10., aktualisierte Aufl., Stuttgart: Metzler, S. 5.
Rumpf, Marianne (1989): Rotkäppchen. Eine vergleichende Märchenuntersuchung,
Frankfurt a. M.: Lang, 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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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샤를 페로의 동화 빨간모자(1697)
1697년 파리에서 출판된 페로의 동화집에 빨간모자는 다른 7편의 동화
와 함께 수록된다. 페로는 공무원이며 프랑스 아카데미의 회원으로서 당시 문
학세계에서 영향력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루이 14세의 정복전쟁을 지지하였
으며 프랑스의 절대왕정에게 유럽을 문명화하는 사명이 있다고 믿었다.20) 당
시 궁정과 상류층 사회에서 여가를 즐기는 방법으로써 동화가 이야기되었으
며 페로가 동화를 수집한 목적은 상류층의 자녀 및 성인에게 오락과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21) 페로의 다른 7편의 동화들이 그러하듯이 빨간모자
역시 끝부분에 “교훈”이라는 별도의 단락을 달고 있다. 페로의 빨간모자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마을에 빨간모자라고 불리는 아주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빨간
모자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케익과 버터를 병든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게 되었다.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도중 빨간모자는 숲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늑대를 만났다. 빨
간모자는 늑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다. 늑대는 빨간모자를 잡아먹고 싶었지만 나
무꾼들이 있어서 차마 그러지 못하고 빨간모자에 말을 걸고 어디로 가는지, 할머니
는 어디 사는지 등의 정보를 캐낸다. 늑대는 자신도 할머니집에 가겠다고 하고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빨간모자와 내기를 한다. 빨간모자보다 먼저 할머니집에 도착한 늑
대는 할머니를 단번에 삼킨 후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서 빨간모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윽고 할머니 집에 도착한 빨간모자에게 늑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케익과 버터
를 빵 그릇위에 놓고 내 옆에 누워라.” 빨간모자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눕는다. 그리고
는 옷을 걸치지 않은 할머니의 몸이 왜 이런가하고 놀란다. 다음은 빨간모자의 질문
과 늑대의 대답이다. “할머니의 팔은 왜 그리 크지?” - “너를 더 잘 안을 수 있기 위
해서지.” - “할머니의 다리는 왜 그리 크지?” - “더 잘 달릴 수 있기 위해서지.” “할머니의 귀는 왜 그리 크지?” - “더 잘 듣기 위해서지.” - “할머니의 눈은 왜 그리
크지?” - “더 잘볼 수 있기 위해서지.” - “할머니의 이빨은 왜 그리 크지?” - “너를
더 잘 잡아먹기 위해서지.” 그리고나서 늑대는 빨간모자를 덮친 후 잡아먹는다.22)
20) Vgl. Zipes, Jack (1985): Rotkäppchens Lust und Leid. Biographie eines europäischen
Märchens, neu durchgesehene und erweiterte Ausgabe, Frankfurt a. M.: Ullstein, S. 28.
21) Vgl. Rumpf, 1989, S.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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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화의 끝부분에 부록처럼 달린 ‘교훈’에서는 어린이 특히 소녀에게 경
고하고 있다. 늑대를 조심하라, 늑대는 젊은 여성의 집으로 방으로 따라 들어온
다, 아주 부드러운 늑대가 가장 위험한 늑대일 수도 있다 등등의 내용이다.23)
여기서 늑대는 명백히 남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페로의 동화는 1760/61년에 와서야 비로소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한다.24)
그러나 당시 프랑스어가 독일의 지식인 계층에서 통용되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독일에서 페로의 동화는 독일어로 번역되기 이전에 벌써 프랑스어로 읽혀
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25)

Ⅱ.2. 루드비히 티크의 빨간모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비극(1800)
티크는 페로의 빨간모자를 드라마로 각색하였다. 페로의 동화가 산문으
로 씌어진 것에 비해 티크의 드라마는 운문으로 된 5막극이다. 페로의 버전과
는 달리 티크의 버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눈에 띠게 두드러진다.
• 빨간모자와 할머니는 신앙심을 갖고 있다.(1막)
• 빨간모자는 길에서 늑대가 아니라 사냥꾼을 만난다. 이 사냥꾼은 늑대를 잡으
려고 한다. 사냥꾼은 빨간모자와 희롱하려고 들지만 빨간모자는 거절한다.(2막)
• 늑대와 개가 만나서 대화한다. 이 개의 주인은 빨간모자의 아버지다. 늑대는
인간에 대한 복수심에 가득차서 빨간모자를 죽이려고 한다.(3막)
• 빨간모자는 농부, 새, 개의 경고를 받지만 무시한다.(4막)
• 빨간모자를 죽인 늑대를 사냥꾼이 총을 쏘아 죽인다.(5막)

22) Vgl. Perrault, Charles (1986): Sämtliche Märchen, Stuttgart: Reclam, S. 70-73.
23) Vgl. ebd., S. 73.
24) Vgl. Uther, Hans-Jörg (2008): Rotkäppchen, in: Uther, Hans-Jörg: Handbuch zu den
“Kinder und Hausmärchen” der Brüder Grimm. Entstehung-Wirkung-Interpretation,
Berlin/New York: de Gruyter, S. 64.
25) Vgl. Rumpf, 1989, S.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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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의 버전에서 암시된 늑대와 빨간모자의 성적인 관계가 티크의 버전에
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페로의 버전에 없는 사냥꾼이 등장한다.
빨간모자의 죽음이 억울하기 때문에 사냥꾼에 의해 늑대가 처벌되어야 할 것
처럼 묘사되고 있다.

Ⅱ.3. 그림 형제의 동화 빨간모자(1812)
그림 형제의 빨간모자는 1812년 어린이동화 및 가정동화에 26번째 동화
로 처음 출판된다. 그림의 동화집은 페로의 동화집보다 더 유명해졌으며 그림의
생존 당시에 영어, 프랑스어, 스칸디나비아어로 번역되어 읽히기 시작했다.26) 그
림 형제는 학문적 관심에서 동화를 수집하였으나 원문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지는 않다.27) 그림 형제는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하센플룩 자매들

(Jeanette und Marie Hassenpflug)을 통하여 페로의 동화 빨간모자를 알게
되었으며28) 페로의 동화를 토대로 새로운 동화를 썼다.
페로의 빨간모자와는 달리 그림의 빨간모자는 어머니로부터 할머니집으로
가는 도중에 딴 길로 새지 말라고 주의를 받는다. 그리고 케익과 버터가 아니
라 케익과 포도주병을 갖고 간다. 페로의 동화와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지게 차
이가 나는 점은 결말 부분이다. 페로의 동화는 빨간모자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림의 동화에서는 우연히 할머니 집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늑대의 코고는 소
리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늑대의 배를 가르고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꺼낸다. 빨간모자는 돌들을 가져와서 늑대의 뱃속에 넣
는다.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뱃속에 들어있는 돌들의 무게 때문에 넘
어져서 죽는다. 사냥꾼은 늑대의 가죽을 벗기고 할머니는 빨간모자가 가져온
케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빨간모자는 다음과 교훈을 얻는다.
26) Vgl. ebd., S. 90.
27) Vgl. ebd., S. 87.
28) Vgl. Scherf, Walter (1995): Das Märchenlexikon. Zweiter Band, München: Beck, S.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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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금지시킨 것처럼 다음부터는 길을 가는 도중에 절대로 혼자서 숲속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Du willst dein Lebtag nicht wieder allein vom Wege ab in den Wald laufen,
wenn dir’s die Mutter verboten hat.29)

사냥꾼이 등장한 것은 티크의 비극의 영향으로 보인다. 사냥꾼은 일종의
구원자 역할을 하며 당시의 남성상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에리히 프롬
이나 크리스티안 펠트만은 사냥꾼이 일종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다.30) 티크의 비극에서는 사냥꾼이 늑대를 총으로 쏘아 죽이지만 그림의 동
화에서는 사냥꾼이 늑대의 뱃속에서 빨간모자와 할머니를 꺼낸다. 여기서 그
림은 동화 늑대와 일곱 마리 새끼 염소 Der Wolf und die sieben jungen

Geißlein31) 역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화에서는 엄마 염소가 잠자고
있는 늑대의 배를 가르고 새끼 염소들을 꺼낸다.
페로의 동화와 달리 그림의 동화에는 성적인 암시가 전혀 없다. 페로의 빨
간모자는 옷을 벗는다. 이 장면은 그림의 동화에는 없다. 그리고 페로의 늑대
는 할머니를 삼켜버린 후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림의 늑대는 할머니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이 부분에서 늑대가 할머니를 삼켰으면 어떻게
할머니가 입고 있던 옷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32)
그림의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살아난 빨간모자는 교훈을 얻었다. 더
나아가 그림의 동화의 끝부분에는 부록처럼 두 번째 버전이 간략히 제시된다.
29) Grimm, Jacob und Wilhelm (1984): Rotkäppchen, in: Grimm, Jacob und Wilhelm:
Kinder-und Hausmärchen. Ausgabe letzter Hand, hrsg. von Heinz Röllecke, Bd. 1:
Märchen Nr. 1-86, Stuttgart: Reclam, S. 159.
30) Vgl. Fromm, Erich (2007): Märchen, Mythen und Träume, Eine Einführung in das
Verständnis einer vergessenen Sprache, Reinbek: Rowohlt, S. 160; Feldmann, Christian
(2009): Von Aschenputtel bis Rotkäppchen, Gütersloher Verlagshaus, S. 181.
31) 이 동화는 1812년 출판된 어린이동화 및 가정동화의 5번째 동화이다. 그러나 1810년
완성된 필사본에는 늑대 Der Wolf라는 제목으로 6번째의 동화로서 수록되었다. Vgl.
Scherf, 1995, S. 1413.
32) Vgl. Messner, Rudolf (2007): Das “Mädchen und der Wolf”. Über die zivilisatorische
Metamorphose des Grimmschen Märchens vom Rotkäppchen, in: Barsch, Achim/ Seiber,
Peter (Hrsg.): Märchen und Medien, Baltmannsweiler: Schneider, 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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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전에서 빨간모자는 다시 할머니집을 방문하게 된다. 이번에는 다른 늑대
가 나타나서 말을 건다. 빨간모자는 위험을 직감하고 곧장 할머니집으로 달려
가서 할머니와 함께 뜨거운 물을 준비하여 늑대가 익사하도록 만든다. 여기서
빨간모자는 첫 번째 버전에서 얻은 교훈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Ⅱ.4. 덧붙이는 말: 늑대인간 (Werwolf) 모티브
늑대를 사악하게 묘사한 배경에는 중세시대에 팽배했던 미신이 있다. 중세
가톨릭교회가 마녀사냥을 벌였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당시에 늑대인간재판
이 성행했다. 늑대인간은 반쪽은 사람이고 반쪽은 늑대로서, 악마에 사로잡힌
존재이며 보름달이 뜰 때 충동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을 공격하여 그 피를 마
시고 내장을 먹는다고 이야기 되었다. 늑대인간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면 재판
을 받고 고문과 화형을 당하였다.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이 늑대인간 사냥에 동
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늑대에 대한 미신은 18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33)

16세기에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늑대인간과 늑대에 대한 두려움
에서 숲이나 들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다고 한다.34) 프랑스 알프스지역에서
구전되었던 할머니 이야기 Die Geschichte von der Großmutter는 1885년에
와서야 기록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빨간모자’가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페로
의 동화와 비슷한 점이 많다. 다른 점은 예컨대 할머니 이야기에서는 빨간
모자 대신에 어린 소녀가, 늑대 대신 늑대인간이 등장한다. 늑대인간은 어린
소녀에게 할머니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한다. 그리고 소녀로 하여금 옷
을 차례차례 벗어서 불속에 던지우도록 시킨다. 소녀는 늑대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다가 결국은 용변을 보러 밖에 나간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친다.35)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페로는 늑대인간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었을
33) Vgl. Zimen, Erik (1990): Der Wolf, Verhalten, Ökologie und Mythos, München, S.
395-399.
34) Vgl. Zipes, 1985, S. 19.
35) Vgl. ebd., 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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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동화에 언급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티크, 그림에서
도 늑대인간은 등장하지 않는다. 페로, 티크, 그림의 버전에서 빨간모자는 늑
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며 기껏해야 사냥꾼의 도움으로 구출되는 반면, 할머
니 이야기에서 어린소녀는 스스로 구조한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이점에서 당
시 상류층의 여성상과 농민계층의 여성상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Ⅲ. 빨간모자에 관한 패러디들

빨간모자 동화는 현재에까지도 계속 읽혀지고 있고 새롭게 씌어지고 있
다. 새롭게 씌어지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페로의 동화와 그림의 동화에 근거하
고 있다.36) 찌페스에 의하면 19세기의 버전들은 대체로 원문을 충실하게 재
현한 편이고, 20세기 이후에 와서야 원문의 내용을 크게 변형시켜 패러디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37) 이 장에서는 다양한 빨간모자 패러디들을 빨간
모자와 늑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역할에 따라 분류해보고자 한다.

Ⅲ.1. 빨간모자가 늑대에게 잡아먹히다
우터에 의하면 빨간모자 동화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식인
주의 모티브에 있다고 한다. 독일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늑대
가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잡아먹는다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이다.38) 페로의 동
화와 그림의 동화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은 버전들 대부분에서 이러한 식인주
의 모티브가 보존되고 있으며 비단 19세기 버전들 뿐 아니라 20세기 이후 영
36) Vgl. Fabritius, Bernd (2010): Rotkäppchen, was trägst du unter der Schürze?
Geschlechterbilder im Märchen, Marburg: Tectum, S. 83.
37) Vgl. Zipes, 1985, S. 47f.
38) Vgl. Uther, 2008, S.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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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각색된 빨간모자버전들에도 간혹 있다.39) 늑대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
이며 빨간모자는 나이브하고 나약하며 기껏해야 사냥꾼과 같은 외부의 도움
으로 구원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버전들에서 패러디를 찾
기는 힘들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패러디가 있다.
알렉산더 폰 웅언－슈테른베르크의 빨간모자(1850)는 그림의 동화에 근
거하고 있으나 원작을 상당히 변형하였다. 빨간모자는 약혼한 상태이며 할머
니 집으로 가는 도중 숲속에서 젊고 멋진 신사로 변신한 마법사를 만난다. 빨
간 모자는 순진한 척하면서 마법사의 희롱을 받아들인다. 결국 마법사는 늑대
로 변신하여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차례로 삼키고 할머니 집을 나온다. 마침
빨간모자의 약혼자인 산지기 청년이 늑대를 발견하고 죽인다. 우연히 늑대의
입속에서 빨간모자의 옷자락을 발견한 산지기는 의사를 불러와서 빨간모자와
할머니를 늑대의 뱃속에서 꺼낸다. 이 이야기의 서술자에 의하면 이러한 결말
이 어린 소녀들에게는 유감스러울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르는 다음과
같은 노래에서 표현되고 있다.
어린 소녀들은
먹히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아주 배고픈 늑대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Junge Mädchen
Sind dazu geschaffen,
Verspeist zu werden.
Ein recht hungriger Wolf
Ist ihnen das Liebste auf Erden.40)
39) 1840년 씌어진 구스타프 홀팅의 작은 빨간모자가 대표적인 예다. Vgl. Gustav
Holting, Das kleine Rotkäppchen, in: Zipes, 1985, S. 109-116. 독일에서 1999년 제작되
었던 만화영화 시리즈 “짐잘라그림 SimsalaGrimm”의 빨간모자및 독일과 오스트리아
에서 제작되어 2005년부터 독일 텔레비전 ZDF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시리즈 “주옥같
은 영화들 Märchenperlen”의 빨간모자에서 빨간모자는 늑대에게 먹히나 구출된다.
40) Ungern-Sternberg, Alexander von (1850): Rotkäppchen, in: Zipes, Jack (1985): Rotkäppc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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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는 그림의 동화에서 빨간모자가 얻은 교훈을 우스꽝스럽게 반전시
키고 있다.
이링 페춰의 빨간머리와 늑대(1974)는 그림의 빨간모자 동화에 덧붙히
는 이야기이다. 왜 늑대가 빨간모자를 먹었을까하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페춰의 버전은 티크의 빨간모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비극에서 늑대의 진술
을 연상시킨다. 티크의 늑대는 자신의 동물적인 기질을 억누르고 개처럼 인간
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했으나 오히려 인간에게 학대당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쌓았고 복수심에서 빨간모자를 죽인다. 페춰의 이야기에서 빨간머리
는 빨간모자의 오빠이며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들이다. 늑대
는 빨간머리와 친구인데 어느 날 빨간머리의 아버지한테 구타당하자 복수할
결심을 하고 빨간모자를 잡아먹게 된다. 할머니를 잡아먹은 이유 역시 아버지
에게 충격을 주기 위함이었다. 아버지가 나쁜 남편, 나쁜 아버지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할머니에게 집착한 마마보이였다는 것이다. 찌페스에 의하면 페춰의

빨간머리와 늑대에서 패러디되는 대상은 빨간모자 동화자체가 아니라 이
동화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방식이다.41)

Ⅲ.2. 빨간모자와 늑대의 성적인 관계
빨간모자와 늑대의 관계에서 성적인 암시는 앞서 본 것처럼 페로의 동화에
서 단초가 제시되었으며 웅언－슈테른베르크의 버전에서는 빨간모자와 늑대
의 희롱으로 표현되었다. 프랑스 작가 토미 웅어러의 빨간모자(1979)에서는
사춘기의 빨간모자가 늑대를 통하여 부모 및 할머니로부터 독립한다. 웅어러
의 버전은 빨간모자 동화와의 상호텍스트성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
Lust und Leid. Biographie eines europäischen Märchens, neu durchgesehene und
erweiterte Ausgabe, Frankfurt a. M.: Ullstein, S. 125.
41) Vgl. Zipes, 1985, S. 76; Wehse, Rainer (2002): Parodie, in: Brednich, Rolf Wilhelm
(Hrsg.): Enzyklopädie des Märchens. Handwörterbuch zur historischen und vergleichenden
Erzählforschung, Bd. 10, Berlin/New York: de Gruyter, S.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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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빨간모자는 진짜 올바른 빨간모자이며 그 멍청한 동화속의 빨간모자가 아니다.
확신하건대 이 이야기는 빨간모자의 진정한 이야기이다.
Diese Rotkäppchen hier ist das echte, richtige Rotkäppchen, nicht das aus dem
albernen Märchen, und diese Geschichte ist, hundert zu eins gewettet, seine
wahre Geschichte.42)

이 이야기에서 늑대는 숲속의 성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악하고
평판이 나빠서 독신으로 외롭게 늙어가고 있다. 빨간모자의 할머니 역시 악하
게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원래 오페라가수였는데 목소리가 변했다. 자신의
원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돼지머리를 항상 먹어야 한다는 미신을 갖고 있
었다. 따라서 빨간모자는 할머니집에 갈 때 돼지머리를 비롯한 음식을 바구니
에 가득 담아 갔다. 그러나 할머니는 만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빨간모자를 때
리고 나쁜 말을 해왔다. 따라서 빨간모자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느 더운 여름날 늑대가 길에서 빨간모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며 접근
한다. 늑대는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이야기하며 빨간모자에게 청혼을 한
다. 빨간모자는 늑대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다. 할머니는
음식을 얻지 못해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몇 센티미터 정도로 작아져서 결국
들쥐떼와 어울려 다닌다.
웅어러의 버전에서 빨간모자가 늑대와 행복한 결합을 하는 반면 쿠르트 바
르취의 시 ｢빨간모자와 미스터 늑대｣(1985)에서 빨간모자는 남성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고도 하소연 못하는 소녀로 그려지고 있다. 13세의 빨간모자는
미니 원피스를 입고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도중 숲속에서 늑대라고 불리는 카
사노바를 만나서 이야기한다. 늑대는 할머니집에 먼저 도착해서 할머니의 옷을
입고 빨간모자를 기다린다. 이윽고 도착한 빨간모자를 늑대는 성추행한다.

42) Ungerer, Tomi (1979): Rotkäppchen. Überdacht und wiedergekäut von Tomi Ungerer,
verdeutscht von Hans Wollschläger, in: Ungerer, Tomi: Tomi Ungerers Märchenbuch,
Zürich: Diogenes, S.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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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는 빨간모자를 침대로 이끈 후 말한다
너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덧붙인다. 이후로
네가 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된다.
Er zog sie sanft ins Bett und sprach:
Ich will dir etwas zeigen.
Und fügte noch hinzu: Hernach
Musst du darüber schweigen.43)

그러나 빨간모자는 숲속에서 우연히 만난 사냥꾼에게 늑대한테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사냥꾼은 빨간모자를 돕기는 커녕 자신도 동일한 방법으로
빨간모자를 성추행하려고 한다.
사냥꾼은 말하기를, 단지
그 행위를 그대로 재현해보겠다.
Er wolle, sprach er, lediglich
Die Tat rekonstruieren.44)

그러나 빨간모자는 완강히 거부한다. 집으로 돌아온 빨간모자는 침대에 누
워 시름시름 앓는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적이 거의 없고 대신 어머니가 빨간
모자 동화를 읽어준다.
그림의 동화에서 빨간모자는 사냥꾼에 의해 구출되었으나 바르취의 버전에
서 빨간모자는 믿었던 사냥꾼에게 배신당한다. 바르취의 패러디는 여성이 남
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쐐기를 박는다.

43) Bartsch, Kurt (1985): Rotkäppchen und Herr Wolf, in: Bartsch, Kurt: Weihnacht ist und
Wotan reitet, Berlin: Rotbuch, S. 15.
44)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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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빨간모자가 늑대를 이기다
빨간모자와 늑대는 적대관계에 있으나 늑대가 멍청하게 묘사된다. 대신 빨
간모자는 현명하다. 이런 역할의 변화는 이미 그림의 동화의 두 번째 버전에
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작가 제임스 써버의 어린 소녀와 늑대(1943)는 아주 짧은 이야기이
며 늑대가 숲속에서 할머니집으로 가는 어린 소녀를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된
다. 할머니집에 도착한 어린 소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할머니가 아니라
늑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바구니에서 총을 꺼내어 늑대를 사살한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교훈 Moral”으로 끝을 맺는다.
오늘날 어린 소녀들을 속이는 것이 옛날처럼 쉽지 않다.
It ist not to easy to fool little girls nowadays as it used to be.45)

써버의 이야기에서는 ‘빨간모자’가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이 결말 부분에
서 명백히 페로의 동화를 패러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로의 동화에서 교
훈이 어린소녀를 위한 것이었다면 써버의 버전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대상은
늑대 즉 남성이다.
영국 작가 캐써린 스토어의 모자 쓴 작은 폴리(1955)에서 주인공 소녀
폴리와 늑대는 빨간모자 동화를 이미 알고 있다. 할머니집으로 가는 폴리에
게 늑대가 접근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빨간모자 동화를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나 폴리는 버스, 기차, 승용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할머니집으로
가기 때문에 늑대가 쉽게 따라올 수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겨우
터득한 늑대는 할머니집으로 가서 자신이 폴리라고 우기면서 문을 열어달라
고 한다. 할머니와 늑대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45) Thurber, James (1943): The Little Girl and the Wolf, in: Thurber, James: Fables for
Our Time and Famous Poems Illustrated, New York: Blue Ribbon Books, 5.

158

최영진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와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구나” 라고 할머니가 말했다.
“여기 이 사람이 자기가 폴리라고 한다. 만일 네가 폴리라면 여기 이 사람은 아마
늑대일 것이다.”
“아뇨. 제가 폴리에요” 라고 늑대가 말했다. “할머니는 그런 말 하시면 안되요.
‘빗장을 제끼고 들어와라’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내 사랑하는 폴리가 늑
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네가 지금 들어오면 여기 있는 늑대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Well, then, I don’t know who it is who is here already,’ said Polly’s grandma.
‘She said she was Polly. But if you are Polly then I think this other person must
be a wolf.’
‘No, no, I am Polly’, said the wolf. ‘And, anyhow, you ought not to say all
that. You ought to say “Lift the latch and come in”.’
‘I don’t think I’ll do that,’ said Polly’s grandma. ‘Because I don’t want my nice
little Polly eaten up by a wolf, and if you come in now the wolf who is here
already might eat you up.’46)

할머니와 늑대의 대화가 끝나자 폴리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늑대를
조롱한다. 늑대는 자신이 책에 씌어있는 그대로 행동하였는데 왜 성공하지 못
했는가 한탄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모자 쓴 작은 폴리는 빨간모자 동화에 대한 상호텍
스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빨간모자 동화에서 지배적인 영리
한 늑대와 나이브한 빨간모자의 기본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음으로써 웃음
을 자아낸다.
울리케 페어쉬의 빨간모자의 꾀(2005)에서 빨간모자는 강하고 장난이 심
한 소녀다. 그림의 동화에서처럼 어느 일요일 아침에 할머니에게 케익과 포도
주를 갖다 드리라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한다. 빨간모자가 숲속에서 늑대와 만
나 이야기하다 헤어지는 장면까지의 내용이 그림의 빨간모자와 일치하며

46) Storr, Catherine (1955): Little Polly Riding Hood, in: Catherine Storr: Clever Polly and
the Studpid Wolf, London: Jane Nissen Books, S. 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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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글자그대로 인용되기도 한다. 할머니집에 도착한 빨간모자는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에 놀라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할머니를 찾는다. 이 때 두
손을 놀려서 다양한 형상의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할머니 침실로 가는 도중에
동물의 털을 발견하고 놀란 빨간모자는 침실문의 열쇠구멍으로 침실 내부를
살핀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방문을 열고
사냥꾼 형상의 그림자를 만들면서 늑대를 위협한다. 늑대는 놀라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숲속으로 도망친다. 그러자 할머니가 침대 밑에서 나온다. 할머니
와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빨간모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작
은 참새에게 이야기한다.
페어쉬의 빨간모자는 그림의 빨간모자와 마찬가지로 늑대가 위험한 존재라
는 것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겁이 없었다. 그러나 꾀가 많고 순간적인 판단력
이 뛰어나서 늑대를 속일 수 있었고 결국 쫓아내기까지 했던 것이다.

Ⅲ.4. 가련한 늑대, 괜찮은 늑대
패러디에서는 사납고 악한 늑대의 이미지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능동적인 여성상이 부각된다. 특히 할머니의 능동성이 눈에 띄인다.
링엘나츠의 쿠텔 다델두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빨간모자 동화를 들려주면
서 그림까지 그린다(1923)에서는 할머니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늑대, 빨간
모자, 사냥꾼을 차례로 잡아먹는다. 할머니는 “의심이 많고 이빨이 많이 빠진
늙은 여자 ein misstrauisches, altes Weib mit vielen Zahnlücken”47)로 추하게
묘사되며 빨간모자가 할머니에게 갖다 주는 바구니는 술병으로 가득하다. 특
이한 것은 빨간모자가 숲속에서 늑대와 헤어진 후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냥
꾼을 만났었다는 내용이 짧은 에피소드처럼 삽입되어있다.
47) Ringelnatz, Joachim (1982): Kuttel Daddeldu erzählt seinen Kindern das Märchen vom
Rotkäppchen und zeichnet ihnen sogar was dazu, in: Ringelnatz, Joachim: Das
Gesamtwerk in sieben Bändern, hrsg. von Walter Pape. Bd. 4: Erzählungen, Berlin:
Henssel, S.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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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작가 제프로이 드 페나르의 빨간모자(2005)에서 역시 늑대는 전
혀 위험한 동물이 아니며 심지어 빨간모자와 할머니에 의해 ‘개’로 인식된다.
빨간모자는 터프한 소녀이며 할머니 역시 건강한 노인이다. 늑대가 빨간모자
보다 먼저 할머니집에 가려고 뛰어가다가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실
신한다. 할머니가 다친 늑대를 안고 집으로 가서 자신의 침대에 눕혀 놓고 의
사를 데리러 간다. 할머니집에 도착한 빨간모자는 할머니 침대에 누워 잠자는
늑대를 발견하고는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하고 늑대를 후려갈기고
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온다. 마침 할머니와 함께 도착한 의사가 늑대를 치료한
다. 할머니의 집에서 건강을 회복한 늑대는 더 이상 숲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할머니의 말동무 노릇을 하며 함께 지낸다. 빨간모자는 나중에 의사가 된다.
미국에서 2005년 제작된 컴퓨터애니메이션 영화 빨간모자의 진실48)은
기존의 빨간모자 동화의 모티브를 발전시켜 만든 범죄 코메디이다. 서두에
서 화자는 이 영화에서 기존의 동화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정한 이야기를 소
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빨간모자 동화와의 상호텍스트성을 명백히 지시하
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화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빨간모자가 숲속에 사는
할머니집으로 가는 것과 할머니침대에 누운 늑대에게 빨간모자가 던지는 질
문들외에는 없다.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숲속의 빵집들에서 레시피들
이 도난당한 이후 빵집이 하나둘 씩 문을 닫게 되는데 이것을 밝혀내고자 하
는 것이다. 영화는 빨간모자의 할머니집에서 시작한다. 이곳이 범행장소로 의
심을 받게 되며 이곳에 우연히 같은 시각에 모인 빨간모자, 늑대, 나뭇꾼, 할
머니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할머니는 병약한 노인네가 아니라 유명한
제빵사이며 손녀 몰래 극단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이다. 늑대는 신문기자
로서 빨간모자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빨간모자를 따라
다니다가 할머니집에 이른다. 빨간모자는 숲속에서 만난 늑대를 가라테 실력
으로 때려눕히는 당당한 소녀다. 나뭇꾼은 자기가 찍은 나무에 걸려넘어져서
할머니집에 들어오게 된다. 이 넷의 진술을 통해 결국 범인은 토끼로 밝혀진
48) 시중에서 보급되는 한국어 버전의 제목을 그대로 인용함. 원제: Hoodwinked, 감독: Cory
Edwards, Todd Edwards, Tony L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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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토끼는 그 와중에 할머니의 레시피를 훔쳐서 사라진다. 토끼가 이
끄는 조직은 앞서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었다.
빨간모자와 할머니는 이 범죄조직의 뒤를 밟게 되고 결국 경찰을 도와 이 조
직을 일망타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늑대 역시 경찰을 돕는다. 이 영화에서
빨간모자와 늑대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기존의 빨간모자 버전들과 비교
해 볼 때 할머니의 액션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능동적인 여성상을 매개하고
있다.

Ⅲ.5. 성역할의 변화
페로, 티크, 그림의 버전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능동적 남성과 수동적 여성
의 대비라고 할 수 있다. 늑대와 사냥꾼은 가해자 혹은 구원자이며 할머니와
빨간모자는 당하는 혹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구도가 현대로 올
수록 약화된다. 바르취의 버전에서 빨간모자는 여전히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
으나 대체로 빨간모자는 점점 현명해지고 활동적인 소녀로 묘사된다. 그리고
할머니의 속성 역시 능동적으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사냥
꾼의 역할은 현대로 올수록 불필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늑대의 이미지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
페로, 티크, 그림의 버전에서 늑대는 아주 위험한, 경계의 대상으로 그려지
고 있다. 중세시대의 늑대인간사냥이 보여주듯이 늑대는 위험한 동물로 인식
되었기 때문에 사악하게 묘사되었고 죽이는 것 역시 정당화되었다. 현대에 와
서는 생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늑대에 대한 연민이 싹트게 되었
다. 또한 늑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늑대에 대한 이미지 역시 바뀌게
되었다. 늑대연구자들에 의하면 늑대는 무리지어 행동하며 사람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을 피한다고 한다.49) 늑대는 오늘날 더 이상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거꾸로 인간에 의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문명사회의 발
49) Vgl. Ritz, 2006, S.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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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로 인해 늑대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인 삼림과 산악지대가 대규모로 파괴
되어가고 있으며 인간이 무분별한 늑대사냥을 벌였기 때문이다.50)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림의 동화 빨간모자에서 죽은 늑대의 가죽을 벗기는 사
냥꾼은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에 불과하다. 아마 인디안족과 같은 원
시민족에게 그림의 동화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었을 것이다.51)

Ⅳ. 맺는 말

패러디는 원전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다. 패러디가 성립되는 조건으로서
패러디 작가 및 독자는 원전과 패러디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원
전을 모르는 독자라면 패러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빨간모자 동화
는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읽혀왔던 이야기이다. 따라서 서구의 독자라면

빨간모자 동화와 패러디와의 차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패러디에는 희극성이 있다. 동화 패러디가 기존의 익숙한 도덕적 가치를 전
도시키고 경직된 틀을 깨는 것이라면 빨간모자 패러디 역시 원본에서 의도하
는 고루한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형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전에
나타난 현실과 패러디에 나타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희극성이 발생한다.
페로의 동화와 그림의 동화는 교훈적 성격이 아주 강하다. 페로의 동화에
서는 끝부분에 소녀들을 대상으로 늑대, 즉 남자를 조심하라는 명백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림의 동화 역시 어린 소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어
머니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현대 서구사회에서 이러한 교
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오히려 어린이를 독
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립심을 키우고자 하는 서구의 교육이상에 맞지 않
는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변화하기
50) Vgl. Zimen, 1990, S. 421-424.
51) Vgl. Ritz, 2006, S. 123.

빨간모자 패러디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163

때문에 현대 서구사회에서 페로와 그림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소녀
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수많은 빨간모자 동화의 패러디가 생성
될 수 있었던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필자는 왜 한국어로 된 빨간모자 패러디가 없을까 생각해보았다.
첫 번째 이유는 패러디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원본의 인지도가 충족되
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빨간모자 동화가 한국에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서구사회에서처럼 오랜 시간을 통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전유할 수 있었던
문화유산은 아니었다. 그리고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빨간모자 동화
의 교훈이 여전히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패러디되기 어려웠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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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Geschlechterrollen in Rotkäppchen-Parodien
Choi, Young-Jin (Seoul National Uni)

Das Grimmsche Rotkäppchen (1812) genießt einen weltweiten Ruhm. Die
Brüder Grimm waren allerdings nicht die ersten Sammler der überlieferten
Rotkäppchen-Geschichte. Als Textgrundlagen des Grimmschen Märchens
dienten sowohl das Märchen Le Petit Chaperon rouge (1697) von Charles
Perrault als auch das Drama Leben und Tod des kleinen Rotkäppchens
(1800) von Ludwig Tieck. Seitdem wurde die Geschichte vom Rotkäppchen
in unzähligen Varianten und in verschiedenen Sprachen weitererzählt. Auch
heute lässt das Interesse nicht nach. Das Rotkäppchen gehört zu den am
häufigsten bearbeiteten und parodierten Märchen. In Korea wird Rotkäppchen
als eines der bekanntesten deutschsprachigen Märchen rezipiert, zahlreiche
Bearbeitungen und Parodien bleiben aber unbekannt.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am Beispiel der ausgewählten
Rotkäppchen-Parodien die Geschlechterrollen untersucht. Konkret geht es um
folgende Werke: Rotkäppchen (1850) von Alexander von Ungern-Sternberg,
The Little Girl and the Wolf (1943) von James Thurber, Little Polly Riding
Hood (1955) von Catherine Storr, Rotschöpfchen und der Wolf (1974) von
Iring Fetscher, Rotkäppchen (1979) von Tomi Ungerer, Kuttel Daddeldu
erzählt seinen Kindern das Märchen vom Rotkäppchen und zeichnet ihnen
sogar was dazu (1982) von Joachim Ringelnatz, Rotkäppchen und Herr Wolf
(1985) von Kurt Bartsch, Rothütchen (2005) von Geoffroy de Pennart,
Rotkäppchens List (2005) von Ulrike Persch und die Computeranimation
Hoodwinked (2005). Diese Rotkäppchen-Versionen werden in Hinblick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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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eziehung zwischen dem Rotkäppchen und dem Wolf sortiert und mit
den Märchen von Perrault und den Brüdern Grimm verglichen.
Die strikte Gegenüberstellung des bösen, gefährlichen Wolfs und des
naiven, passiven Rotkäppchens ist in den Parodien tendenziell aufgehoben.
Das Rotkäppchen wird in der Regel immer schlauer und überlistet sogar den
Wolf. Die Großmutter übernimmt ebenso eine aktiv handelnde Funktion. Die
Rolle des Jägers als Retter ist daher überflüssig. Der Wolf kommt nicht mehr
so gefährlich wie bei Perrault und Grimms vor.
Parodie hat ein komisches Potential und ihre Bedeutung nur im Verhältnis
zur Vorlage. Das Erziehungsideal, das die Märchen von Perrault und Grimms
progagieren, entspricht nicht mehr der heutigen Realität, wird daher in den
neu geschriebenen Geschichten vom Rotkäppchen verzerrt wiedergegeben.
Diese Verzerrung löst eine komische Funktion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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