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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의는 코미디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의 미학적 수사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

다. 본 논문은 첫째로 도입-전개-발단-위기-반전-결말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스토리 

구조에서, 코미디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웃음과 해학의 반복 빈도와 같은 양적 데이터

를 분석의 틀로 삼았다. 두 번째로 이 데이터가 인지서사학자 보드웰의 원형도식, 주

형도식, 절차도식 등의 흐름에 따라  X, Y, Z 축을 중심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웃음과 

해학이 유머와 풍자의 코미디적 인지요소로 변화하면서, 얼마나 드라마틱 아크와 일

치하는 구조로 유형화되는지를 비주얼화하여 분석한다. 이는 장르의 시학을 논한 아

리스토텔레스 이론과 보드웰의 인지서사 이론 사이의 도식적 일체감이 있음을 과학적

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된다. 여기서 본 필자의 기본 가설인 스토리텔링 아키텍처를 통

해 작가의 의도와 시공간 상의 작품 인물들 간의 ‘행동-생각’ 사이의 교차점에서 스토

리가 어느 정도 시청자의 감성적인 흐름과 고저를, 즉 웃음과 해학의 행동과 유머와 

풍자의 생각 사이를, 패턴화하고 있는지를, 세 번째로 검증한다. 결국 본 논문은 애니

메이션 『라따뚜이』를 분석하면서, 작가의 글쓰기 과정과 시청자의 작품 이해 과정

을 기존의 플롯 이론이나 스토리로 파악하지 않고, 작품 감상의 인지 알고리즘을 패턴

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그것을 스토리텔링 아키텍처라는 과학적, 공학적 개념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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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이 스토리텔링 아키텍처라는 서사인지 도식을 양적인 데이터로 검증하고, 그 

인지 감성의 패턴을 찾아서 비주얼로 도식화하면서 인문학적 서사이론과 인지과학의 

과학적 검증이 일치됨을 증명함으로써,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점을 찾아내려고 시도가 

된다. 

주제어 : 스토리텔링 아키텍처, 코미디, 스키마(도식), 서사 인지,『라따뚜이』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촘스키가 인간의 언어인지 능력에 대해 선천성을 부여했듯이, 문화에 대

한 적응력과 이해력도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competence)임을 가정하면서, 문화 인지

의 선천성은 언어와 이데올로기, 개인적 성향을 초극한다는 가정 하에서 시작한다. 오

늘날과 같이 미디어의 시뮬레이션이 압도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미디어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 즉 미디어 콘텐츠와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의사

소통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본다. 콘텐츠 내의 유머과 풍자는 인류 역사상 빼놓

을 수 없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ce)의 기본적 감정이자 놀이문화의 인지과정이다

(Huizinga 4-5).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라따뚜이』(Ratatouille)의 

스토리를 분석하면서, 웃음과 해학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유머과 풍자의 감성적 요소

로 변화되면서 작품 주제의 깨달음을 얻는 지, 그 스토리텔링 아키텍처를 연구해 보고

자 한다. 

필자가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아키텍처의 연구란 스토리의 흐름을 미디어에서 어떤 

전략으로 말해주고 보여주는 지, 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스토리 구조와 시청자의 인지 

감성의 상호작용을 이차원적 평면 구도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 구조로 분석

하고, 웃음과 해학이라는 행위적 발동이 스토리를 인지하는 인간의 심리 내면적 반응

의 관계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의미이다. 인지과학 기반의 스토리텔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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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텍쳐가 시학 혹은 서사학의 이야기 분석과 만나는 접점에서 인지 서사학(cognitive 

narratology), 혹은 인지 시학(cognitive poetics)이 있다고 볼 수 있다(Stockwell 1-11). 

본 연구는 무엇보다 인간의 지식과 정보 형성 과정을 연결망 구조로 파악하는 스키마

(schema)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 인지 서사학이 인지 아키텍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사례로서 제시되는 애니메이션『라따뚜이』(Ratatuouille)는 공전의 히

트를 기록한 작품으로, 인지도와 서사의 전체 구성 등이 성공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이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

링 아키텍쳐적 접근을 통해 인지 서사 텍스트의 웃음과 해학은 어떤 스토리텔링의 구

조 속에서 드러나는지, 그 웃음과 해학의 기능은 스토리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지 

허구서사 텍스트와 인간의 인지 감성의 관계망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스키마(schema)를 중심으로 한 

인지 서사학에 대한 고찰

인지과학은, 아래의 그림 <표1>에서 보듯이, 철학, 심리학, 언어학, 신경과학을 망

라한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지언어학을 거쳐 인지 시학

에 이르고 있다. 서사학은 전통 시학의 한 갈래이지만, 시가 문학에서 유일한 장르였

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어떤 형식과 틀을 부여해야 감동을 최적화시키는 시를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글쓰기 방법론이다. 글쓰기 방법과 그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던지고 있기 때문에, 시학, 또는 인지 시학은 인지 서사학의 

동전의 앞뒤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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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인지 시학과 인지 과학1) 

인지 시학이 글쓰는 주체자의 길라잡이라면, 인지 서사학은 관람자의 독해과정에 

주목하는 영화연구의 한 방법론으로, 서사에 내재된 스토리 요소보다는 스타일을 포

함한 텍스트의 표명(manifestation)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영화학자 데이비드 보드웰

(David Bordwell), 미첼 콜린(Michel Colin) 등이 대표적 학자로서, 특히 보드웰은 구

성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인지방식과 영화서술을 연결하여, 영화관객은 영화

를 보는 과정 중에 뇌에 선험되어 있는 기본적인 도식(schema)과 가설을 사용해 영화

서술을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구조화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의 출발점은 러시아 형식

주의 문예사조로서, 서사물을 파불라와 수제트로 나누고, 영화의 서술이 매체적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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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인 스타일과 수제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객이 파불라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관객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것은, 인간이 주어진 서사물을 나름대

로 머릿속에 구성할 수 있는 특성, 즉 스키마 도식(schema)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Bordwell, Poetics 45).

인지과학자들과 보드웰이 강조하는 ‘도식’이란 무엇인가? 아래의 도표에서 지칭하

고 있듯이, 한마디로 인간의 인식 범주(category)를 도표화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스키마 도식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잘 알려진 칸트(Kant)의 인식론에 있어

서의 ‘판단형식 일람표’를 소개하고자 한다(Störig 77). 

사유 범주 사유 개념 사유 예시

1. 판단의 분량
(판단의 타당성과 넓이)

전칭적(全稱的)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

특칭적(特稱的) 모든 별 중의 몇 개는 유성이다.

단칭적(單稱的) 칸트는 철학자이다.

2. 판단의 성질
(관계의 타당성 여부)

긍정적(肯定的) 이 장미는 붉다.

부정적(否定的) 저 장미는 붉지 않다.

무한적(無限的)
이 장미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장미에 관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인지)

3. 판단의 관계
(관계의 종류)

정언적(定 的) 이 삼각형은 하나의 직각을 가진다.

가언적(假 的)
만약 이 삼각형이 하나의 직각을 가진다면, 여
기에는 두 개의 예각이 있어야 한다.

선언적(選 的) 삼각형은 직각이나 예각, 혹은 둔각을 가진다.

4. 판단의 양상
(관계의 타당성의 종류)

개연적(蓋然的)
이 장미는 오늘 중에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

다

실연적(實演的) 이 장미는 오늘 중에 꽃을 피울 것이다.

필연적(必然的) 이 장미는 오늘 중에 꽃을 피울 것이 틀림없다.

오늘날의 인지과학이 학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하기 전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의 사유

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컸다. 근대 철학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칸트도 인간의 

사고 과정, 사유에 대해서 일찌감치 분류하고 논리적으로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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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과정이 스키마 이론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위의 칸트의 예시에서 

보여주는 인식 범주의 골자는, 인간이란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는 도

식화된 ‘이해의 지평’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 선재된

(pre-exist) 도식을 사용해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관찰된 외부의 현상은 인간이 가진 ‘순수오성(純粹悟性)’의 작용에 의해 그 형식

(표)에 따라 적합하게 연결되고 체계화된다. 이 순수오성은 선험적 도식, 즉 순수오성

의 ‘범주(category)’로 정리된다. 이 범주가 인간의 인식에 선험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

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외부세계에서 들어오는 사물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관념 속에서 공동 요소를 추상하여 

종합한 하나의 관념인 ‘개념’이 있기 때문이고, 이 개념은 인간이 선험적으로 가진 오

성의 작용에 의해 성립된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는 전칭판단(全稱判斷)

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성’이라는 기본개념을 오성능력 자체 내에 미리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Störig 78).

위의 도식이 대(大)철학자 칸트가 인간이라는 존재 일반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규

정이었다면, 인지 서사학에서 말하는 스키마는 지엽적으로 ‘글 읽는 인간’ 혹은 ‘영화 

보는 인간’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화와 같은 서사물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인간

의 고유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키마, 혹은 스키마타2)는 선험적인 개념 

판단의 기초 위에 문화적 정신활동에 대한 경험적이고 관습적인, 즉 후천적이고 경험

적인 이해의 지평까지를 포함한다. 즉 기존에 영화를 감상해온 관객의 경험까지도 포

함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보드웰은 영화를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한, 즉 관

객의 영화보기를 가능케 하는 도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Bordwell, Narration 

29-39; Kreitzer 291-326).

원형 도식(prototype schemata) : 등장인물(persons), 행위(actions), 위치(locals)등에 대한 
                             변별(identifiable types)
주형 도식(template schemata) : 정론화된(canonic) 스토리
절차 도식(procedural schemata) : 적합한 동기와 인과관계, 시공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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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웰은 위의 3가지 도식의 영역과 관계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

음의 가설을 가진 정의와 인지 범주를 구성한다. 첫째, 영화제작자는 의미의 필연적인 

연속성을 밝히기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만을 선택해서 보여준다. 둘째, 수

용자들은 통상 그 주요한 의미 골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머지 틈새들은 

수용자 나름의 평상시의 생활이나 예술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들로 채우는 것이다

(Chatman 51-9).

범죄 영화를 감상한다고 가정하자. 주인공이 경찰이고 범죄현장에 있으며 그가 하

는 행동이 공적 임무의 수행과 더불어 개인적 복수를 위한 것이라는 등속의 정보는 

논리적인 문헌자료로 제시되거나 내레이터가 설명해 주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배열되

지도 않으며, 저 사람은 ‘주인공’, 이 사람은 ‘악당’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문자나 

설명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난데없이 영화 초반부터 살인 사건이 터지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길거리가 난장판이 되는 장면이 별도의 설명 없이 제시되어도 관

객은 영화감상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경찰관 복장을 입고 나온다면 그는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경찰임을 알 수 있다. 은행 안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 

댄다면 그는 분명 강도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경찰과 유니폼의 관계, 경찰이라는 

제도와 강도의 존재, 그 관계 등에 대해 선재한 지식과, 그동안 여러 영화에서 보아온 

익숙한 스토리구조와 장르적 관습에 대한 이해 등, 자신이 가진 선험적 도식을 이용해 

영화정보를 자기 것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영화감상이 가능해진다고 하겠

다.

스키마에 대해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은 추상적이고, 초월적이고, 정적이며, 상향식

(bottom-up)이 아닌, 하향식(top-down)적인 심적 구조라고 정의한다. 존슨-레어드

(Phillip Johnson-Laird)에 의하면, 인간의 현실경험은 이 심적 구조가 있기에 가능하

며, 정보처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많은 기능적 하부단위들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심적 기제들이 병렬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 ‘심적’, 

즉 마음이란 개념적으로 받아들여진 것(perceptual input)을 통일된 정신적 표상으로 

조직하는 기능을 말하는 데, 그 작동 구조에 대해 벅랜드(Warren Buckland)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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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석한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이해의 접근법은 실증적이다. 왜냐하면 이 방법

은 인식자의 이해과정에 개념적 투입(input)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위쪽

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접근법은 인지적이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인식자의 인

지적 능력, 즉 사전 지식, 예상, 그리고 추론과 가설 형성의 능력이 이해 과정에

서 강조되기 때문이다(212).

심적 구조는 구조(structure)와 아키텍처(architecture=구조물)란 두 가지 의미로 접

근이 가능한데, 그 용어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정의하자면, 구조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

루는 항목과 그것들 간의 상관관계로서, 위계적, 일대 다, 혹은 다대 다의 관계 맺는 

네트워크인 반면, 아키텍쳐, 혹은 인지 아키텍쳐는 많은 구조들을 집대성한 전체적인 

구조물로서, 인간 인지 체계의 전반적 구조와 배열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인지 아키텍쳐는 인간의 심리적, 행동적 구성요소와 과정들을 포함하며, 다양한 

모형들과 기제들을 응집력 있는 하나의 전체로 포괄하려는 이론적 개념으로서, 인간

의 마음과 행동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인지이론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심적 구조의 주요한 두 입장은 산출 체계(production system) 혹은 규칙 기반체계

(rule-based processing)와 병렬 분산처리(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혹은 유사성 

기반체계(similarity-based processing)인데, 후자의 유사성 기반체계의 경우가 본 과제

의 관심사인 연결주의적 접근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저장된 많은 예들(instance), 사례

들(cases)의 집합병렬처리가 일어나는 심적 구조는 망이며, 모든 형태의 지식이 망구

조로 표상되어 있다는 것이다(김은숙 145-49). 

이상 살펴본 바를 토대로 시청자의 스토리 이해에 따른 심적 구조와 스토리의 인지 

과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그것은 하향적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다양한 구성체들이 망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야기라는 것도 망의 형태로 짜여져 있는 심적 구조와 유사성을 띄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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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
1. TV 다큐멘터리.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생산지. 파리는 프랑스에서 가
장 맛있는 요리 생산지. 파리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생산지는 구스토의 레스토랑. 그
의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철학 소개. 안톤 이고의 등장.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 할 수 없다”

[Ⅱ 전개]
2. 레미의 자기 소개. 쥐들 중에 유일하게 향과 맛을 아는 레미의 선천적 능력. 형인 에밀
은 착한 방관자. 

3. 쥐들의 지도자인 아버지는 남들과 다른 아들을 걱정하지만, 레미가 쥐약 냄새를 맡는 
것을 보고, 음식 안전 감식요원으로 활용해 집단 생존에 이용. 

4. 레미는 에밀과 함께 어느 집 앞의 화단을 거닐다 버섯과 버터 등을 발견하고 요리를 
하고자 함. 그 집의 연기 나는 굴뚝에 올라가 바비큐를 만들다 벼락을 맞고, 노파의 

으며, 이는 다시, 인지 아키텍쳐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드웰이 제시한 3가지 도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고자 한다. 즉, 스키마 도식은 어떤 형태로 시청자의 마음에 구조화되고, 스토리를 

이해하고 스토리에 반응하며 인터액션 하는 지, 구체적으로 도표화 해 보고, 데이터로 

수치화 하여 검증해 보는 과학적 탐색을 해 보고자 한다.  

3. 애니메이션『라따뚜이』의 스토리텔링 아키텍처 

분석

디즈니-픽사에 의해 2007년 제작되어 개봉되었고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애니메이

션 『라따뚜이』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 쥐와 별 볼일 없는 청년이 우정을 맺고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분석을 위해 무엇보다 플롯 구성을 자세히 

나눌 필요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도입-전개-발단-위기-반전-결말에 따라 52개의 플롯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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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들어가 샤프롱을 구해 본격적인 요리를 하고자 함.

5. 한 노파의 집 안에서 찬장을 뒤지다, TV를 통해 구스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때 노파가 깨어나 쥐를 보고 기겁을 하게 되고, 산탄총을 꺼내 마구 발사함. 쥐 두 
마리는 요리조리 피하다 샹들리에에 올라가게 되고, 마구 발사된 총알에 천장이 무너
져 내림. 그 곳은 쥐들의 안식처로서, 수 백 마리가 거주하고 있었음. 화가난 노파가 
더욱 총을 발사하게 되고, 쥐들의 리더인 레미의 아빠는 대피(evacuation) 명령을 해 
모두 밖으로 도망, 미리 마련해 둔 배를 타고 하수구로 대피.

6. 레미는 구스토의 책을 가지고 가려다 일행과 멀어지고, 일행이 탄 배를 놓침. 구스토
의 책을 땟목삼아 정처없이 기나긴 파리의 하수구를 헤매는 레미.

7. 급물살과 파도를 만나 겨우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레미는, 물살이 잔잔해진 하수구 한 
켠에서 오랜 시간 막연히 구조를 기다리다 구스토의 책을 읽게 되는데, 책에 그려진 
그의 그림이 말을 걸어 환각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된다. 그가 안내하는 곳으로 달려가
는 레미.

8. 이집 저집 헤매다가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에펠탑을 비롯한 파리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이는 건물의 지붕 위.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구스토의 환영과 대화를 계속하는 레미. 
그 곳이 구스토의 레스토랑이었음을 알게 된다. 달려 들어가는 레미.

[Ⅲ 발단]
9. 구스토의 식당 안. 요리사들의 요리와 웨이터들의 서빙이 한창인, 정신없이 바쁜 곳. 
스키너에게 촌뜨기처럼 생긴 알베르토가 와서, 어머니와의 안면을 인연으로 채용을 
부탁한다. 쓰레기 청소부로 채용되는 알베르토. 

10. 이 광경을 지켜보며 구스토의 환영과 대화하는 레미. 이때, 알베르토가 수프를 망치
는 광경을 보게 된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방으로 진입하는 레미. 

11. 정신없이 일이 진행 중인 주방과 홀 여기저기를 헤매다 알베르토가 망쳐놓은 수프에 
도착해 향신료와 재료를 집어넣고, 불을 약하게 하는 등 요리하는 레미. 어느덧 요리 
자체에 심취하게 된다.

12. 알베르토와 눈이 마주친다. 서로 놀란 가운데, 스키너가 수프가 어떻게 되었냐고 소
리지르며 들어오고, 알베르토는 레미를 찜통에 가둔다. 수프를 알베르토가 만들었다
고 생각한 스키너는 불같이 화를 내고, 와중에 수프는 홀로 이동되어 평론가인 클레
어에게 서빙 된다. 스키너는 기겁하지만, 클레어는 매우 만족한다. 스키너는 화가 나
지만, 타투가 나서서 만류하여 알베르토는 해고를 간신히 면한다. 스키너는 알베로트
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두고 보기로 한다. 이때 레미를 발견한 일행은 그를 잡
고, 알베르토에게 멀리 가서 죽여 버리라고 한다.

13. 병 속에 레미를 붙잡아 들고 센느 강변에 온 알베르토. 레미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고,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알베르토. 그는 쥐 레미와 함께 일 할 것을 약
속하고서 레미를 풀어준다. 레미를 집에 데리고 가는 알베르토. 둘은 신뢰 관계로 친
구가 된다.



『라따뚜이』의 스토리텔링 아키텍처: 코미디의 서사 인지 도식  367

14. 알베르토의 집. 형편없이 좁고 지저분하다. 그러나 에펠탑이 보이는 창이 있다. 알베
르토가 자는 사이, 창밖의 야경을 쳐다보며 만족하는 레미.

15. 다음날 아침. 알베르토가 일어나보니 레미는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

16. 음식 비평가 클레어가 어제 먹은 수프에 대해 신문에 극찬의 기사를 싫어 주방의 화
제가 된다. 첫날부터 늦은 알베르토. 스키너는 냉소적이지만, 수프를 만들라고 지시
한다. 

17. 첫 작업으로, 주방의 조리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프를 함께 만드는 알베르토와 레
미. 팀워크도 엉망이고 잘 되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알베르토의 머리카락을 당겨 
마리오넷 인형처럼 그를 조종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레미.

18 알베르토의 집에서 둘은 조리 실습을 한다. 알베르토의 눈을 가리고 요리사의 높은 
캡 속에 숨은 채, 레미는 머리카락을 요리조리 잡아 당겨 알베르토의 손발을 빌려 요
리를 하게끔 하는 팀워크를 구성한다. 잘 되지 않지만 밤늦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두 
친구. 

19. 다음날 아침,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할 수 있게 된 알베르토. 스키너는 그가 만든 
수프에 만족하고, 콜레트에게 더 많은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훈련시키라고 한다.

20. 스키너는 구스토의 이름만 빌린 냉동식품 프랜차이즈로 돈을 벌 궁리를 한다. 편지들
을 검토하다 스키너는 구스토의 유언장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2년간 레스토랑에서 승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레스토랑이 다시 구스토 패밀리에게 
돌아온 다는 것, 그리고 알베르토가 구스토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알베르토를 ‘처
분’해야 할 급박함을 알게 된 스키너. 

21. 엄청난 잔소리 속에 콜레트에게 훈련을 받는 알베르토. 만만치 않은 주방 일이 계속
된다. 그 견습 와중에 알베르토는 구스토 요리에 대한 콜레트의 철학과 애정을 알게 
된다.

22. 퇴근길에 알베르토가 레미 쥐와 대화 나누는 장면을 잠깐 보게 된 스키너. 기겁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23. 홀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없냐고 주문하는 손님들. 알베르토의 수프를 주문한다. 
그의 위상이 올라가고, 스키너는 그를 망신을 주어 처리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알베
르토 주방장이 대단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라고 한다. 멋진 요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

24. 요리가 시작되고, 최선을 다하는 두 친구, 그리고 콜레트.

25. 손님들이 좋아하고 추가 주문이 들어온다. 레스토랑도 잘 되고, 주방장으로서의 알베
르토의 위상도 올라간다. 자축 파티까지 벌어지는 주방. 이때, 알베르토의 주방장 모
자에서 그림자 너머로 쥐를 보게 된 스키너.

26. 자신의 방으로 알베르토를 부르는 스키너. 콜레트는 알베르토가 주방장으로 선택되
고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까 위기감에 휩싸이고. 좋은 와인을 먹이며 그에게 요리를 
잘 하게 된 비결과 쥐와의 관련을 알아내려는 스키너. 대답하지 않자 그에게 주방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퇴근하는 스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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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길거리에서 우연히 쓰레기를 먹던 자신의 형 에밀을 만난 레미는 주방에서 치즈 등
을 가져와 먹인다. 레미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조르는 형 에밀 쥐.

28.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와 쥐들의 서식처에서는 파티가 벌어진다. 함께 살지 않
고 인간에게 돌아가겠다는 레미와 언쟁을 벌이는 아빠 쥐. 어디론가 레미를 데려간
다. 쥐약 가게에 전시된 쥐들의 시체를 보여주며, 인간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 주는 아빠 쥐. 그러나 레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며 사라지고.

29. 다음날 아침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레미. 밤새 주방을 치운 알베르토가 쓰러져 자고 
있다. 콜레트가 출근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두 사람.

[Ⅳ 위기]
30. 신랄한 음식 비평가 안톤 이고의 저택. 구스토의 레스토랑이 망하길 기대하는 안톤. 
그러나 그 레스토랑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계책을 꾸민다.

31. 변호사를 통해 알베르토가 구스토의 아들임을 확인한 스키너는 두려움에 떨지만, 3
일 만 더 버티면 레스토랑이 자신의 것이 됨을 알게 된 스키너.    

32. 콜레트에게 푹 빠져 요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랑에 빠진 알베르토. 알베르토의 요리
에 개입하는 콜레트. 둘의 데이트에 낄 자리가 없음을 알게 된 레미는 초라해 진다.

33. 이때 등장하는 에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으러 온 친구들. 레미는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려고 스키너의 방에 들어왔다가, DNA 테스트 결과를 비롯한 유언
장을 우연히 보게 된다. 그리고 알베르토가 구스토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이때 갑자
기 들어오는 스키너. 증거서류를 입에 물고 도망가는 레미.

34. 스쿠터를 타고 쫓아오는 스키너와 달아나는 레미의 추격전은 센느 강까지 이어지고, 
결국 센느 강에 빠져버린 스키너.

35. 스키너가 돌아와 보니 알베르토와 콜레트에게 전달된 유언장과 증거서류. 

36. 갑자기 인생이 뒤바뀐 알베르토와 스키너. 스키너는 길거리에 쫓겨나고, 알베르토는 
좋은 집으로 옮기며, 콜레트와 알베르토의 사랑은 깊어진다. 스키너는 끊임없이 레스
토랑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정보를 캔다.

37. 점점 유명해져 몰려든 기자들에게 인터뷰하는 알베르토. 이때 나타난 안톤 이고는 내
일 다시 돌아와 음식비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간다.

38. 알베르토와 레미의 관계를 모두 알게 된 스키너. 이고의 음식 비평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알베르토는 콜레트와 함께 음식을 만들려고 하나, 레미의 지나친 요리 참견
으로 알베르토와 레미는 심하게 말다툼하다가, 결국, 쫓겨나는 레미. 레미는 중요한 
평가를 앞두고 주방에서 쫏겨나는 자신이 화가 나서 친구들에게 모든 쥐들을 다 데

려오라고 한다.

39. 밤에 주방 창고로 몰려든 수백 마리의 쥐들. 알베트로가 들어오자 레미를 남겨두고 
모두 숨어버린 쥐들. 알베르토는 레미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청한다. 그러나 쥐들을 
안으로 들인 것을 알게된 알베르토는 화가나 레미를 포함해 모든 쥐들을 쫓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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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소침한 채 구스토의 레스토랑을 떠나는 레미.

40. 드디어 안톤 이고가 오는 날. 아침부터 알프레도는 겁에 질려있고, 

41. 레미가 없이는 요리를 못하는 것을 아는 스키너는 레미를 잡아다 자동차 트렁크에 
가둬둔다. 

42. 레스토랑에 온 이고가 아무거나 자신있는 것을 가져다 달라고 주문하고, 알베르토의 
몰락을 지켜보러 온 스키너는 몰래 옆 자리에 앉아있다. 

43. 레미를 구하러 온 아빠와 에밀. 트렁크에서 벗어난 레미는 레스토랑으로 달려가고.

44. 안톤의 주문과 밀려드는 다른 손님들의 주문에 정신적 공황에 빠져버린 알베르토.

45. 식당에 달려든 레미. 쥐가 나타나자 모두들 쥐를 죽이러 달려들고, 그들을 말리는 알
베르토. 모두에게 레미가 그 동안 요리를 했음을 솔직히 알리는 알베르토. 스트레스 
때문에 알베르토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 모두들 그를 떠나버리고, 콜레트 마저 
떠나버린다. 홀에서는 눈을 치켜뜬 안톤 이고가 요리를 기다리고, 반면, 자포자기 상
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알베르토.

46.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던 콜레트는 우연히 책방에 진열된 구스토의 책을 보고 망설
인다. 

[Ⅴ 반전]
47. 쥐들과 함께 달려온 아버지. 레미의 지시에 맞춰 일제히 요리를 하고. 이때 들이닥친 
위생검열원이 들이닥쳐 식당에 몰려있는 쥐 수백 마리를 보고 기겁한다. 아빠 쥐의 
명령에 일부 쥐들은 그를 잡으러 가고, 나머지는 요리를 한다. 알베르토는 스케이드 
보드를 신고 홀 서빙을 맡는다.

48. 돌아온 콜레트는 기겁하지만, 알베르토의 설명에 요리에 가담하고. 레미가 만들려는 
요리가 ‘라따뚜이’ 임을 알게 된다.

49. 시식하는 안톤 이고. 긴장이 흐르고, 라따뚜이를 맛보는 안톤. 그 요리는 그를 어린 시
절 엄마가 요리 해 주던 시절로 그를 안내한다. 넋을 놓고 만연필도 떨어뜨린 안톤 이
고. 주방장에게 인사하고 싶다는 안톤 이고. 모든 손님들이 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는 말에 그러겠다고 한다. 레미를 요리사로 소개하는 알베르토. 모든 요리 과정을 솔
직히 보여주는 알베르토. 유심히 보더니 감사의 인사만 남기고 떠나는 안톤 이고.

50. 다음날 더 할 나위 없이 겸손한 문체로 극찬을 남긴 안톤 이고.

51. 그러나 위생검열 문제로 구스토의 레스토랑은 문을 닫게 되고. 안톤 이고 또한 직장
을 잃게 된다.

[Ⅵ 결말]
52. 안톤 이고를 위해 라따뚜이를 요리하는 레미. 새로운 식당 비스트로 라따뚜이가 성업 
중이다. 알베르토는 서빙을 하고, 레미와 콜레트는 요리를 하고, 이고를 비롯해 손님
들로 가득하고, 벽 너머에는 쥐들을 위한 식당도 따로 있다. 해피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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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스토리텔링 구조 분석을 적용해 아리스토텔레스 기반의 플롯 모델을 제시하

면 아래와 같다.

<표2> 플롯 구조의 시간 흐름과 시청자의 감정 흐름

위의 <표2>에서 드라마틱 아크(dramatic arc)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

레스가 기존에 제시하던 스토리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변형되었다. X축은 시간에 따

른 플롯 구조를 살펴보는 아리스토텔레스 모델과 같지만, Y축은 스토리 구조라기보다

는 희극의 요소인 갈등과 화해를 중심으로 감정의 흐름에 초점을 두었다. 코미디『라

따뚜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드라마적 요소와 틀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

속적인 코미디 요소인 웃음과 해학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동을 반복하기를 플롯 구조

에 패턴화하고 있다. 하지만, 코미디라고 해서 위기와 절정, 카타르시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민과 공포’를 주요 감정 패턴으로 깔고 있는 비극과는 달리, 웃음과 

해학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도, 비극적 감정 구조인 위기와 갈등 지점에서, 

다른 전략을 쓰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애니메이션『라따뚜이』는 위기 부분에서 상당부분의 갈등이 해소되는 듯 보

이다가, 마지막의 ‘반전’ 부분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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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텔레스의 이론을 할리우드 영화의 스토리텔링으로 재해석하여 분석한 티에르노

(Michael Tierno)의 『영화 작가를 위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Aristotle’s Poetics 

for Screenwriters)의 책에서도 여러 번 강조된 바 있는데, 할리우드의 영화는 아리스

토텔레스의 스토리 플롯을 충실하게 ‘행동-생각’(action-idea)으로 동기화 하면서 스토

리의 흥미를 가미한다는 가설을 충분히 입증한다(1-12).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도, 티에

르노도 간과했던 점, 다시 말하면, 위기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정정을 향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드라마적 패턴을 코미디에서는 따르지 않고, 대신 위기 부분에서 상당부분 

갈등이 긴장되다가, 마지막 반전에서 갈등이 최고 정점을 찍음으로써 웃음과 해학의 

행동 패턴이 ‘풍자’(satire)로 인지(cognize)되는 감정의 밀어오름(emotion flow)이 있

는 양극화된 스토리 아키텍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인 문학이나 웨스턴 류 할리우드 영화 등에서 보이는 ‘기-승-전

-결’식 패턴과는 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디즈니-픽사 류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보편적 특성인지는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즉, 꾸준히 주인공

(protagonost)과 적대자(antagonist)의 갈등을 쌓아가다가 마지막 대결과 같은 사건

(event)을 통해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패턴과는 다르게, 마지막 반전 부분에서 한번 더 

꼬아주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감정의 기복을 시청자(spectator)에게 ‘풍자’로 제

시하여 재미를 더 하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드라마 구조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인지 아키텍처를 구축해 보면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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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플롯 구조와 작품의 의도성

X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것과 마찬가지로 플롯의 흐름, 즉 도입-전개-발단-위기-반

전-결말을 일컫는다. 이때 X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롯 구조를 따르면서도 보드웰이 

설정한 원형 도식(prototype schemata)과도 병행되게 설정하였다. 원형도식은 등장인

물이 드러내는 그들의 성격과 행동이 관객의 이해와 판단을 좌우하도록 만들면서, 시

공간을 드러내는 위치까지 포함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드라마 구성을 하는 템플릿 요

소가 있다. 

Y축은 스토리에서 시청자의 웃음과 해학을 자아내는 갈등과 화해 등의 시청자 감

정 흐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번 도표에는 그런 구조와 병행하는 작가의 주제적 

의도를 분석해보기 위해 요소를 구조화 했다. 즉 Y는 작가의 인지적 의도성(cognitive 

intention)에 관한 것으로서,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스키마와 관련이 깊다. 창작자의 

스토리를 어떻게 엮어가는 가에 대한 의도를 분석하는 구조와 시청자의 감정의 흐름

은 병행되기 때문에 같은 Y축으로 놓은 것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이자 내용의 진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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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을 따라 가면서 작품의 의도성(intention)이 어떻게 제시되는가에 대한 요소 분석

이다. 즉 작품의 의도성은 작가가 작품을 쓰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의도임과 동시에,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빗어내는 지배적인 주제 재현의 의도성을 다 포괄함을 간과해

서는 안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표2>에서 X축은 일정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플롯 구조로 

놓고, Y축은 첫째로는 스토리에서 코미디에서 갈등과 화해의 요소인 웃음과 해학이 

어떻게 감정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구조화 해 보았고, <표3>에서는 작품의 의도성

(작가의 의도와 스토리 상의 인물들의 행동과 성격에서 재현되는 주제의 의도)을 구도

화 해 보았다. 이런 다른 층위의 구조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더 복합적으로 인지하고 

감지하는 아키텍처를 작품에서는 어떻게 지향하고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

이다. 이런 일련의 분석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작품을 이해하고 감동받는 지, 

그 인지 감성적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인데, 이 기준은 무엇보다, 앞서 강

조한 인지 서사학에 있어서의 스키마의 성격들, 즉, 등장인물 성격, 행위, 시공간 위치 

등에 대한 변별 구조들을 아키텍처 구조화하여 의미화 하는 작업이다. 이처럼 정론화

된 스토리인 주형 도식(template schemata)을 Y축으로 열거하게 되면, 독자는 X축과 

Y축에 드러난 스키마를 인지하면서 작품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적절한 동기

(motivation)와 인과관계(cause and effect), 그리고 시공간 찾기(time spatial)를 연상하

면서, 그 의미를 음미하고 감정이 이입되는 절차 도식(procedural schemata)을 포함하

게 된다. 이런 축은 대략 포물선과 같은 드라마 아크형의 의미 인식과 감정의 전이

(transform)가 몰려들어 온다. 그 방향은 와 같이 가상의 Z축으로 점진적인 

작가와 독자 간의 인터엑션이 형성되게 된다. 

이를 적용하여 가장 적절한 프레임을 구상해 보면, X축을 따라 등장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며 원형 도식을 이루고, Y축은 대개 애니메이션과 같은 드라마의 스토리 구성

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행동(action)와 감정(emotion)의 층(layer)를 통한 주형 도

식, 이런 구성체들의 나열을 통한 점증적인 사선 Z축의 절차 도식이 완성되도록 할 

경우 인지 서사학의 스키마 이론의 조건들에 가장 부합하는 인지 아키텍쳐를 이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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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알 수 있다. 

<표4> 원형도식, 주형도식, 절차도식의 관계망

위의 <표4>가 중요한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입-전개-발단-위기-절정(반전)-결말

의 구조로 나누어서 그 구역마다 얼마나 많은 웃음과 해학적 요소의 대화나 행동이 

들어 있는지를 수량으로 데이터를 제시한 결과와 위의 도표처럼 X축, Y축, Z축 같은 

가상의 아키텍처를 구도화해서 그 템플릿에 해당되는 웃음과 해학의 요소들을 합계한 

수량적 비교 결과가 본 연구의 계량화된 데이터의 결과에 의하면 거의 일치한다는 점

이다. 

<표5> 드라마틱 아크에 나타난 코미디 요소 총합 

드라마틱 아크 도입 전개 발단 위기 절정(반전) 결말

코미디적 요소

(스크립트 대화
+영상 행동)

0
9

22
4

101
17

27
6

37
84

3
11

총 합 9 26 118 33 12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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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5>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의 구조는 위기 다음에 절정에서 가장 

심각한 공포와 연민을 느끼도록 스토리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머스런 코미디 

요소가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코미디 장르에서는 절정 대신 반전으로 ‘긴장의 이완’을 

시키면서 너털웃음이나 기쁨의 손을 꽉 쥐면서 스토리의 흥미진진한 반전을 감성적으

로 경험한다. 따라서 처음 도입 부분은 대화의 스크립트에서는 웃음과 해학을 느끼는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대신 시각적 이미지로만 웃음과 해학성을 드러내서 앞으로의 

이 애니메이션이 코미디 장르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웃음

과 해학적 스크립트가 급상승하고 비주얼 이미지도 함께 많아지지만, 위기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 있을 반전에 마음껏 긍정적 마음으로 해학을 즐기기 위해서 웃음과 해학

의 절제가 있다. 반전에서는 스크립트에서 언어적으로 드러나는 웃음과 해학보다는 

평이한 말투나 언어 표현인데도 표정이나 행동의 불일치나 강조로 인해서 웃음을 쏟

아내게 하는 시각적 유머스러움이 돋보인다. 이런 언어와 행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웃

음과 해학은 풍자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라따뚜이>는 

우리 인간의 감성 구도를 잘 겨냥한 코미디 장르로서 웃음과 해학이 풍자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스토리텔링을 전략화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다. 

본 연구에서 증명된 것을 기반으로 더욱 연구를 진행시켜 보면, 위대한 작품일수

록,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아리스토텔레스가 설정한 플롯 구도와 관객의 스키마 이론

에 입각한 아키텍처 구조물의 변화 흐름이 일치할 확률이 높다. 티에르노가 일찌감치 

주장했던 대로, 대부분의 성공한 할리우드 영화와 애니메이션도 대부분 아리스토텔레

스의 시학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본 연구에서도 한번 더 증명한 셈

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뛰어난 독창성은 인지 서사학자 보드웰의 원형도식, 주형도

식, 절차도식 등의 흐름을 희극의 주요 요소인 웃음과 해학, 풍자가 X, Y, Z 축을 중

심으로 얼마나 나오는 지, 데이터 수치로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인문학적 가

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분석 결과를 성취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할리

우드의 작품들이 코미디가 절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공포와 연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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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를 기반으로 하는 장르는 반전을 통해서 웃음을 사회적으로 풍자하는 ‘긴장의 

이완’을 흔쾌히 보여주면서도, 사회에 대한 신랄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

혀낸 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의 스토리 모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간/내용의 흐름 축인 X축을 따라서 주인

공인 레미의 요리사 열망(도입), 사회성 없는 요리사의 아들 알프레도(전개-발단), 레

스토랑을 빼앗고 싶은 적대자 스키너의 욕망(발단-위기), 아무나 요리하는 것이 아니

라고 믿는 비평가 이고(위기-반전), 생각을 바꾸는 이고(반전-결말)과 같이, 주요한 캐

릭터들의 성격과 역할이 드라마 구성의 가장 의도적인(intentional) 행동-생각

(action-idea)의 요소로서 차례대로 제시되면서 드라마의 주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행동(action)을 가변요소 I, 감정(emotion)을 가변요소 Ⅱ로 높고 분석해 보

면, 예를 들어 요리사를 열망하는 쥐 레이가 구스토의 환영과 만나서 대화하는 행위를 

통해 알베르토와의 만남이 주선되고, 이 장면이 곧바로 요리라는 행위와 관련되어 레

스토랑에서 발각된 쥐를 죽여 버리라는 스키너의 명령, 차마 레미를 죽이지 못하고 살

려주면서 요리를 부탁하는 알프레도,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레미의 장면으로 이

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심전심’의 감정선으로 쉽게 수렴되는 플롯 라

인을 구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아키텍쳐를 통해 선명해 지는 것은, 작품에서 감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요리에 대한 철학,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anyone can cook')가 맨 처음 제시

되었다가, 그 ’anyone'이 쥐 레미를 지칭하는 것이며, cook의 대상 또한 ratatouille와 

발음이 비슷한 rat patooty, 즉 쥐약이었다가 그것이 쥐 레미에 의해 완성된 진정한 요

리 라따뚜이(ratatouille)가 되고, 결국 그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를 완성하는 것

을 통해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라는 철학이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품 전

체에 걸친 레미의 감정변화와도 맞물리는데, 즉 고뇌(도입)-희망(발단)-질투(위기)-우

정(결말) 등의 인간 감정의 재발견과, 회복(반전)-dreams come true(결말)이라는 쥐 레

미의 행동-생각(intention)이 우리 인간 모두의 열망과도 구조적으로 엮이면서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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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요소로 서로 연결되어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나가며  

이상과 같이,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스키마 중심의 인지 서사학적 관점에

서 관찰하면서, 평면 구조의 관계를 분석한다기 보다, 다층적 구조물이라는 인지 아키

텍처를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아키텍처는 스키

마의 원형 도식, 주형 도식, 절차 도식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이는 대표 캐릭터의 성

격(=그의 역할) 제시, 행동(action)과 감정(emotion)의 제시라는 의도성 층위(intention 

layer)를 형성한다. 셋째, 감정과 의도성 층위에 주로 웃음과 해학이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작품 『라따뚜이』의 스토리 모델 분석 결과, 전통적인  ‘기-승

-전-결’식 패턴과는 다른 패턴을 볼 수 있었다. 즉, ‘위기’라는 전통적인 기승전결의 

아리스토텔레스 모형은 주로 비극과 드라마에서 잘 부합되는 반면에, 코미디 장르에

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모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분산시키는 전략을 수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웃음과 해학이 깔려 반복적 패턴을 가지면서도, 스토리 전개와 절정 

부분을 좀 더 길게 배치하여, 전개 부분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

으키다가, 마지막의 위기 부분에 갈등을 최고조에 이르게 만들었다가, 반전에서 시청

자의 긴장 이완과 확대를 통한 미학적 쾌, 즉 웃음과 해학의 행동이 유머와 풍자의 인

지적 생각으로 바뀌는 재미(fun)를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의 카타르시스를 희망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해설처럼 스토리 이후

의 이야기를 사족처럼 붙여 놓아서 더욱 평범한 스토리 구조 속에서 흐뭇한 해피 엔

딩의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는지를 확인한다.『라따뚜이』에서도 이고의 극도의 

찬사 후속으로, 이고가 실직을 함에 따라 시청자의 마음을 인간화된 레미의 열정에 손

을 들어주다가도,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갖기 위해서 이고와 구스토, 그리고 그

의 여친 콜레트까지 긍정적 인간 관계망을 제시하면서 끝맺음을 한다. 본 논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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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향후 더 연구해야 할 것은, 이제껏 『라따뚜이』의 플롯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시청자의 감정의 증폭과 주인공의 성격 및 행동의 변화, 그리고 

그런 작가의 창작가적 의도성이 병렬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패턴화 된 

원형도식, 주형도식, 절차도식의 아키텍처가 성공한 할리우드의 『라따뚜이』 한 작

품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의 시뮬레이션 환경 속에서 점차 코미디를 좋아

하는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전반적인 희극과 코미디의 아키텍처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본다. 

Notes

1) http://www.ucs.louisiana.edu/~cxr1086/coglit/cronquist.pdf Web. 31 Dec. 2015.

2) schemata는 scheme의 복수형이다. 이는 인간의 ‘영화이해의 지평’에 다수의 도식이 존재하
고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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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orytelling Architecture in Ratatouille:
A Narrative Cognition Schema of the Comedy 

Park, Eun J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does not aim to discuss the aesthetical aspects in the comedy 

Ratatouille, but to analyze and visualize its cognitive narrative schema in statistical 

terms. I have aimed to focalize David Bordwell’s cognitive film theory on prototype, 

template, and procedure schemata in order to develop and represent a storytelling 

architecture, in which the readers can build some emotions and cognitions as they 

follow the storylines intertwined between the writers’ thematic intention and the 

character’s ‘action-idea’ in a setting of time and space. This paper shows the three 

charts of storytelling architecture: 1) the relative structure between Aristotle’s 

dramatic arc and the flow of emotion and cognition in the storyline, 2) Aristotle’s 

plot structure and its relation to the writers’ intention along with the character’s 

assumption based on the ‘action-idea’, and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der’s 

schematized narrative cognition and Bordwell’s theory of prototype, template, and 

procedure schemata. And then I have discussed the above three charts to show the 

parallels with an archetypical pattern of comedy based on numbers of humor and 

satire in Ratatuouille. 

Key Words : storytelling architecture, comedy, schema, narrative cognition, Ratatou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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