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림자료
타이틀

그림자료

이야기

천방지축 다람쥐들
앨빈, 사이먼, 테오도르

무명의 작곡가이자
인물소개

다람쥐들을 맡아서 키우는
데이브

다람쥐들로 떼돈을!
대형 기획사 사장 이안

1. 숲속 나무에서
살던
다람쥐들(앨빈,
사이먼, 테오도르)

2. 무명 작곡가
데이브와 함께
살게 됨.

어느 깊은 숲속 나무에는 어린 다람쥐 앨빈, 사이먼 그
리고 테오도르가 노래를 부르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
요.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던 나무가 대형 기획사의
크리스마스트리로 사용되는 바람에 도시로 강제로 옮
겨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무명 작곡가 데이브의 가
방에 옮겨타게 된 다람쥐들. 어차피 갈 곳이 없는 어린
다람쥐들은 데이브가 만든 노래를 불러주는 조건으로
그의 집에서 얹혀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규칙없이 야생에서만 살던 어린 다람쥐들은 집
3. 집을 엉망으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식사태도도 엉망이고, 집안을

만들어버림

어지르고, 식기세척기에서 샤워하는 등 데이브를 당황
스럽게 만들었어요.

4. 다람쥐 때문에

그뿐 아니라 세 마리의 엉뚱한 다람쥐들 때문에 데이

일과 연애도 망친

브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도 망치

데이브

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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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들은 미안한 마음에 대형기획사 사장인 이안을
5. 오디션을 보는

찾아가서 데이브가 작곡한 노래를 불러 오디션을 보았

다람쥐들

어요. 그 결과 다람쥐들은 한 번에 합격하고 바로 가수
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6. 오디션 이후
인기가수가 된
다람쥐들

노래하는 다람쥐들의 신기한 모습 때문에 그들의 인기
는 금방 치솟게 되었고, 음반차트의 1위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콘서트를 여는 등 매우 바쁜 생활을
하게 되지요.

7. 작곡가이자

데이브는 다람쥐들이 가수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매니저가 되 준

그들에게 어울리는 옷도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었

데이브

고, 작곡가이자 매니저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8. 점점 가족처럼

처음에는 엉뚱하고 귀찮기만 한 다람쥐들이었지만

느끼는 데이브와

수한 다람쥐의 표현 덕분에 데이브와 다람쥐들은 점차

다람쥐들

순

친밀해지고 가족과도 같은 감정을 갖게 되어요.

크리스마스가 되자, 데이브는 세상물정도 모르는 어린
9. 데이브의

다람쥐들을 위해서 저축을 들어둔 통장을 선물해 주었

선물에 실망

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다람쥐
들은 실망을 하게 되요.

반면에 이안 사장은 다람쥐들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10. 이안사장의

싶은 꿍꿍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리고 순진한 다람쥐

선물

들을 위한 파티를 열고,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사주며
다람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다람쥐들은 이안 사장의 선물을 받고 점점 엉망인 생
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데이브는

11. 데이브와
다람쥐들의 다툼

다람쥐들에게 “얘들아! 제멋대로만하고는 살 수가 없
어! 너희들 그렇게 이안이 좋아죽겠고, 나는 너희들 걱
정안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면 아예 이안삼촌이랑 같
이 살지 그래?” 라고 말하였고, 그 말에 상처입은 다
람쥐들은 데이브의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12. 이안 사장의

다람쥐들은 이안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안은 “이

집으로 가버린

곳은 규칙이 없는게 규칙이다!”라고 하며 다람쥐들이

다람쥐들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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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안은 다람쥐들이 실컷 놀고 나서
13. 이안사장의

“너희들은 5일 동안 전국을 다니며 노래해야해”라며

계획

바쁜 일정을 통해 돈을 벌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
어요.

14. 지쳐가는
다람쥐들

15. 다람쥐들을
그리워하는 데이브

16. 데이브가
그리워요.

다람쥐들은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었으며, 인기는 보
장 받았지만 쉬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람쥐들은 점점 지쳐가게 되었어요.

데이브는 예전의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왔지만 집안 구
석구석에서 나오는 다람쥐들의 흔적과 편지를 보며 다
람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그리워했어요.

다람쥐들은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억지로 하
게 되면서, 데이브가 정말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했었음
을 점점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안은 자신들을 가족처럼 여기지 않고 이용하
17. 이안사장의
속마음

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데이브를 그리
워하게 되요. 막내 다람쥐는 “데이브가 있는 진짜 집으
로 가고 싶어”라고 하지만 이안의 방해로 다람쥐들은
데이브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무료한 일상을 지내는 데이브, 어느 날 TV뉴스에서 무
리한 일정으로 인해 다람쥐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지

18. 건강악화

만 세계투어 일정을 계속 진행 할 것이라는 뉴스를 듣
게되요. 걱정이 된 데이브는 다람쥐들을 구출하러 가
요.
다람쥐들이 건강악화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
지만, 가짜로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일을 시키려는 이안

19. 탈출시도

을 보면서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데이
브에게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
어요.
하지만 꾀를 써서 극적으로 탈출한 다람쥐들은 자신들

20. 데이브와의
감격스러운 재회

을 구출하러 온 데이브와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요. 다람쥐들은 여전히 말썽을 부리지만, 데이브는 가
족으로써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함께 살아가기로 했
어요.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