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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구 유럽 및 일본애니메이션에 비해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 애니메이션은 

1950년대 후반 광고애니메이션과 문화영화의 일환으로 제작된 비상업용 단편애니

메이션으로 출발하였다. 1960년대 영화법과 문화정책이 투영된 문화영화 애니메이

션은 한국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극장용 장편애니메

이션 이전에 제작된 귀중한 문화 창작물이다. 특히 15초 내외의 짧은 CF애니메이

션에 비해 4분에서 10분 내외의 단편애니메이션으로 그 당시 한국애니메이션의 수

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다. 1960년대에 20여편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제작 되었으며, 주로 근대화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문화영화로 제작된 단편애니메

이션은 셀을 활용한 카툰애니메이션 이외에도 페이퍼애니메이션, 퍼핏애니메이션

도 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1960년대에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

된 단편애니메이션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CF 이외에 초기 단편애니메이션의 연구

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작품의 발굴과 분석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 창작

과정에 참여했던 박영일감독, 한성학감독, 정도빈감독, 신동헌감독, 넬슨신감독 등

이 이후 극장용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하였기에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은 한국애

니메이션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 연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논문에서는 국립영화제작소 창설의 시대적 상황 및 1960년대 국립영화제작소에

서 창작된 단편애니메이션 중 감독 등 참여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10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사적 의미와 조형적 특징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한국애

니메이션역사 연구에서 간과된 비상업적 단편애니메이션에 대한 고찰과 향후 한국

애니메이션사에 대한 보다 풍부한 연구가 진행되는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문화영화, 단편애니메이션, 1960년대 한국애니메이션, 국립영화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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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서구 유럽 및 일본애니메이션에 비해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 

애니메이션은 1950년대 후반 광고애니메이션과 문화영화1)의 일환

으로 제작된 비상업용 단편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하였다. 1960년대 

영화법과 문화정책이 투영된 문화영화 애니메이션은 한국애니메

이션의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극장용 장편애니메

이션 이전에 제작된 귀중한 문화 창작물이다. 특히 15초 내외의 

짧은 CF애니메이션에 비해 4분에서 10분 내외의 단편애니메이션

으로 그 당시 한국애니메이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다.

국립영화제작소 설립 후 1960년대에는 다수의 단편애니메이션

이 제작되었다. 쥐를 잡자(1959년), 가족계획(1960년), 살기 좋

고 밝은 나라, 내가 가진 이 한 표로(1961), 개미와 베짱이(1961

년), 나는 물이다(1963년), 다시는 이러지 맙시다(1963년), 잘 

살 수 있는 길(1963년), 112(1963년), 가족계획을 합시다(1964

년), 부지런히 일 합시다(1964년), 분에 맞게 살자(1964년), 분

수에 맞게 살자(1964년), 어둠이 지나면(1964년), 다시는 속지말

자(1964년), 우리도 잘 살 수 있다(1965년), 루프피임법 권장 만

화(1965년), 어린이를 보호하자(1966년), 밝은 사회를(1967년), 

한글(1967년), 저축으로 복된 내일을(1968년) 등 1960년대에 20

여편의 단편애니메이션이 제작2)되었으며, 주로 근대화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영

화제작소에서 문화영화로 제작된 단편애니메이션은 카툰애니메이

션 이외에도 퍼핏애니메이션, 페이퍼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작품

1) 1962년 1월 제정된 영화법 2조에서 규정한 문화영화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사회, 경제, 문화의 제현상중에서 교육적, 문화적 효과 또는 사회풍습 등을 

묘사설명하기 위하여 사실기록을 위주로 제작된 영화”였는데(2조 5항), 이 

조항은 1966년 2차 개정 영화법에서 ‘제 현상’이 ‘제 분야’로 바뀐 외에

는 199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준형,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정－

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59호 p376

2) 현재 KTV한국정책방송 e-영상역사관에서 그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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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꾸준히 제작되었다. 예를 들면 <쥐를 잡자>는 김용환의 코주

부캐릭터를 이용하여 쥐를 잡아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는 카툰애

니메이션, <나는 물이다>는 산림녹화사업에 대한 계몽적 내용으

로 실사와 혼합한 드로잉애니메이션기법을, <잘 살 수 있는 길>

은 구습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자는 내용을 인형을 활용한 스톱모

션기법으로 제작3)하였다.

한국애니메이션의 역사는 주로 CF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하여 극

장용 장편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왔다. 특히 1960년 

군사정부의 등장과 국립영화제작소는 쿠데타의 정당성과 정치 이

데올로기의 선전을 위한 영상제작 중심으로 평가4)되면서 국립영

화제작소에서 창작된 단편애니메이션 작품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

였고, 오히려 영화이론분야에서 문화영화의 다양한 창작형태로 

일부 연구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1960년대에 국립

영화제작소에서 제작된 단편애니메이션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CF 

이외에 초기 단편애니메이션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작품

의 발굴과 분석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 창작과정에 참

여했던 박영일감독, 한성학감독, 정도빈감독, 신동헌감독, 넬슨

신감독 등이 이후 극장용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하였기에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은 한국애니메이션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 연

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이 논문은 국립영화제작소 창설과 시대적 상황 및 1960년

3) 이 작품은 1967년 강태웅감독의 <흥부와 놀부>보다 4년 먼저 제작된 퍼핏 애

니메이션의 시도였다.

4) 문화영화는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는 대중영화와 달리 국가가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일종의 계몽 선전영화(propaganda film)이다. 사실의 전달이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던 뉴스영화에 비해, 문화영화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

를 그때그때의 사안에 맞게 선택하여 국민의 교양과 계몽에 기여하면서 국가

의 방향과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선전영화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상사료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자가 사실 확인과 그 사실

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료라면, 후자는 국가가 스스

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이길 원했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욱 문

제적이다. 곧 문화영화는 정권이 추구하는 국가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를 특정한 재현방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선전 

전략의 일부로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하나, 「1960년대 문화영화의 선

전 전략」 한국근현대사연구 2010년 봄호 제52집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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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창작된 단편애니메이션 중 감독 등 참여

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10편의 작품5)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캐릭

터 디자인의 특징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한국애

니메이션역사 연구에서 간과된 비상업적 단편애니메이션에 대한 

고찰과 향후 한국애니메이션사에 대한 보다 풍부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5)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1960년 국립영화제작소 창작 단

편애니메이션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이 운영하는 영상역사관 

(http://www.ehistory.go.kr) 의 애니메이션 중 감독이 분명히 명시된 10편이

다. <쥐를 잡자>와 <살기 좋고 밝은 나라, 내가 가진 이 한표로>는 국립영화

제작소 설립 이전 작품이지만 공보처의 작품으로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별도

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작품은 e-영상영사관의 기록을 참고했다.

  

작품명 연도 감독 시놉시스

쥐를 잡자 1959
김용환작가 코주부캐릭터 활용/전염병을 옮기는 

쥐를잡자

살기좋고 

밝은나라,

내가가진

이 한표로

1960 신동헌

장면정부가 만든 공명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홍보용 문화영화로 

출처는 공명선거의 노래 

개미와 베짱이 1961

박영일,

정도빈,

한성학

컬러애니메이션/이솝우화

나는 물이다 1963
박영일,

정도빈
산림녹화 계몽에 대한 이야기(실사와 혼합)

잘 살 수

있는 길 
1963

박영일,

이신복

인형+2D애니메이션/구습과 악습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자

112 1963

박영일,

최동명,

한성학

도둑, 강도, 납치범의 각종 사례를 통해 112 

신고전화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영화

어둠이 지나면 1964

한성학,

김양배,

문영일

나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애니메이션

분수에 맞게 

살자 
1964 넬슨신 황소 보고 흉내내는 엄마개구리(이솝우화)

다시는 

속지말자
1964 박영일

북한 괴뢰의 만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한글 1967 김인태 NFBC연수중 제작/제5회 백상예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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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립영화제작소의 창설과 애니메이션

1. 1961년 군부 쿠테타와 매스미디어의 장악

1961년 5월 16일 한강을 넘어 서울로 들어온 쿠데타군 주력부

대는 제일 먼저 남산 기슭에 있던 서울중앙방송국(KBS)을 기습 

점령한 후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참모총장 장도영의 명의와 당직 

중이던 박종세 아나운서의 육성을 통해 군부의 ‘거사’ 이유를 

여섯 가지로 요약하여 천명하였다. 

5·16 쿠데타군은 계엄포고령을 통해 “국가의 행정·입법·사

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으

며,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

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

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또한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둘째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셋째 모

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 넷째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

주경제 재건에 전력을 집중할 것이며, 다섯째 민족적 숙원이 국

토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 여섯째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정권

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는 혁명공약을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중장 이름으로 발표”하였고6), 5월 

18일 장면총리의 사퇴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라 개명하고, 장도영을 내각수반으로 박정희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하여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수립시기까지 행정·

입법·사법의 3권을 장악한 통치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7)

‘계엄포고령’ 발표 이후 쿠데타군은 비상계엄령 포고 1호를 

6)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1권』 인물과 사상사, p 265~267

7)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자,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라 개명하고 5월 20일 

혁명내각을 발표함으로써 군사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

의는 군사정부의 실질적인 최고통치의결기구. 국가재건최고회의 [國家再建最

高會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6

통해 언론•, 출판 보도를 사전검열을 공포하고, 16일 석간부터 

언론검열을 시작하였다. 5·16 쿠데타는 방송국을 통해 공식적인 

막이 올랐고, 비상계엄포고 1호는 언론사전 검열의 매스미디어의 

장악으로 시작되었다. 이렇듯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게 라

디오, 신문을 비롯한 매스미디어는 이미 5·16 과정에서부터 매

우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장악을 위한 행보는 5·16 직후 당시 가

장 영향력 있는 영상 매체였던 영화에 대한 신속한 제도적 정비

로 진행되었는데, 그 시발점이자 핵심 영역에 위치한 것이 바로 

1961년 6월 22일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법률 제632호)과 <국립

영화제작소 직제>(각령 제22호)를 통한 국립영화제작소 설립과 

1961년 9월 30일 문교부 고시에 의한 영화사 1차 통폐합 단행이

었다. 

2. 한국 근대화를 위한 국가개조론과 문화영화

박정희 의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강력한 타율에 지

배받던 습성이 제2의 천성으로 변하여 자각, 자율, 책임감은 극

도로 위축되어 버렸다”고 진단하며, 경향신문의 사설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국민의 자각에 달려있다. 국민들의 자각

이 강한 곳에는 위정자가 부정을 행하려 하여도 감히 행하지 못

할 것이다. 과거의 위정자가 감히 부정을 행한 것을 요행을 바라

면서 나태한 국민의 약점에 편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근로의 신성성을 자각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정당하게 

생활하여 나가는 기풍이 수립된다면 부정을 저절로 없어질 것이

다. 이때야말로 나태한 우리의 국민성을 과감하게 개조할 때라고 

생각한다.”8)며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국가개조와 재건국민

운동을 주창한다. 이를 위해 1961년 6월에 공포된 ‘재건국민운

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은 전 

국민이 청신한 기풍을 배양하고 신생활체제를 견지하며 반공이념

8) 경향신문, [나태(懶怠)한 국민성(國民性)의 개조(改造)] 사설, 19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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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동법 2조에 따르면 본부의 세

부실천사항은 (1) 용공중립사상의 배격, (2) 내핍(耐乏:어렵고 

가난함)생활의 여행(勵行:힘써 행함), (3) 근면정신의 고취, (4) 

생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 (5) 국민도의의 앙양, (6) 정서관념의 

순화, (7) 국민체위의 향상 등 7가지로 하였다.9) 군사정부는 쿠

데타의 정당성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합리화하고, 재건국민운동본부를 통한 전국적 정치세력의 건설과 

권력 강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구국의 결단’을 반영한 키워드는 ‘잘살아 보세’였

으며, 이의 현실적 방안으로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1962~66년)을 발표하였고, 그 첫 사업으로 62년 2월 3

일 울산공업단지 기공식을 열었다. 박정희 정권은 무력에 의한 

권력 장악이라는 정치적 정당성 결핍을 국가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 채우고자 했고、‘국민의 나태’와 ‘기성 정치인의 부패와 

무능’으로 극한의 상황에 처한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국가개조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정권의 정책방향과 행보를 공보선전활동의 강화를 통한 

이데올로기 작업으로 이루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은 영화를 공보 선전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영화과를 국무원 사무처 소관에서 공보부 산하로 승격시키고 대

대적으로 기구를 확장하였다. 공보처 영화과가 영화제작의 기능

을 본격화하게 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원조에 

의한 전후 복구사업에 힘입어서였다. 1956년 국제연합한국재건단

(UNKRA), 1958년 미국무성 산하 국제협조처(ICA)의 원조자금을 

9) 재건국민운동본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본부를 두고, 서울과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재건국민운동 시·군·구·읍·면 촉진회 회칙(준

칙)과 이·동 촉진회 회칙이 제정, 시달되면서 지구의 조직활동을 진행하였

다. 지부 산하에는 각급 행정구역단위마다 촉진회를 두었다. 이후 각급 촉진

회에 부녀부를 신설하는 준칙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1961년 6월 12일 서울

에서의 전국촉진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7월 3일까지 각 지부별 촉진대회를 개

최하였다. 그 후 1964년 8월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설립되어 운영되

어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 기타 행정 업무는 내무부로 이관되었으며, 1975년 

12월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로 흡수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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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임으로써 공보실 영화과는 스튜디오를 신축하고 제작 설비

를 대폭 확충하면서 뉴스영화와 문화영화를 안정적으로 제작, 배

포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기반시설의 구축과 

더불어 1959년에서 1963년 사이에 이루어진 미국 시라큐스대학 

고문단의 체계적인 영화교육은 빠른 시간 내에 우수한 영화제작 

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5·16직후

인 1961년 6월22일에 국립영화제작소가 법적기구로 설립(법률 제

631호 및 각령 제22호)되기 전까지는 정부 영화제작을 위한 물

적, 인적 기반이 마련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10)

1961년에는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과 공연법이, 1962년 1월에는 

영화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에 공표된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전문 4조의 법률이었다. 1조에서는 정부의 영화제작사무를 분장

하기위해 공보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영화제작소를 두도록 하였고, 

3조에서는 국립영화제작소는 공공기관의 영화제작사업 또는 민간

영화 제작을 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에 이어 1963년 제1차 개정 영화법

에 “공연자가 극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영화 및 문화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여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업 장편 극

영화 앞에 ‘뉴스영화(대한뉴스)-문화영화’ 상영을 법률로 의무

화 했다.11) 특히 문화영화의 의무상영이 제도화되고, 국산문화영

화제작업자 등록 조항이 신설되면서 장면 정부 때까지 공적기관

에서 제작되던 문화영화는 민간 문화영화 제작사들에서도 제작되

었다. 또한 제정된 영화법에는 외화수입쿼터제를 시행하였는데, 

1966년 2차 영화법개정에는 문화영화제작사에도 이 배정권이 적

용되었고, 이는 당시 영화제작자의 수익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였

기 때문에 문화영화 제작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만

화영화(애니메이션)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등 모든 작품이 

문화영화로 분류12)되었고, 1966년 이후 활발한 극장용 장편애니

10) 이순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주제사- 문화영화｣해제, 2012, 한

국영화사연구소, p8

11) 함충범, ｢1960년대 초 한국뉴스영화와 문화영화에 관한 연구(1961-1963)｣,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7집, 2014,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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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의 제작은 <홍길동> 상영으로 흥행에 성공하며, 시장성을 

입증 받았다는 장점을 고려하더라도 외화수입쿼터 배정과 무관하

지 않았을 것이다.13)

문화영화는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대중영화와 달리 국책 홍

보의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계몽선전영화다. 5.16 쿠데타의 정당

성을 국내외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경제재건의 공약이행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했던 박정희 군사정부는 ‘혁명완수’

와 ‘국민총화’ 실현을 위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문

화영화를 적극 활용했다. 문화영화는 정권이 추구하는 국가의 정

체성과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국민의 계몽과 교양

에 기여하여 근대화에 걸맞은 새로운 국민상을 창출하며,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국민에게 관철시키는 주요 미디어로서 기능하였

다. 이를 위해 창설된 국립영화제작소는 당시 최대의 오락거리였

던 영화의 특정한 재현방식을 통해 선전 전략을 시각화하였다. 

3. 국립영화제작소와 단편애니메이션

다시 1960년대 단편애니메이션을 문화영화로 제작했던 국립영

화제작소로 돌아가 보자. 1961년 6월 22일 공보부 산하에 과거의 

영화과에서 영화제작기능을 독립시켜 확대 개편한 국립영화제작

소가 탄생했다.14) 1950년대에는 영화과에서 문화영화의 기획과 

12) 1962년 제정된 영화법은 문화영화를 “사회, 경제, 문화의 제 현상 중에서 

교육적 문화적 효과 또는 사회풍습 등을 묘사 설명하기 위하여 실사기록이 위

주로 제작된 영화”로 규정했지만 1966년 2차 개정시 “실사기록이 위주”라

는 표현을 뺌으로써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다큐멘터리, 뉴

스물, 교육영화 등이 주였던 문화영화 범주에 애니메이션도 포함되게 되었던 

것이다. 문재철, ｢한국 애니메이션과 영화정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vol.9 No. 6, 2009, p79

13) 세기상사는 자사의 애니메이션 <홍길동>과 <손오공>을 통해 1967년과 1968년 

각각 1편의 외화수입쿼터를 배정받았고, 은영필름은 1967년의 클레이 애니메

이션 <흥부와 놀부>를 통해 우수문화영화로 1편, 아시아영화제 출품에 대한 

보상으로 1편, 도합 2편을 배정받기도 했다. 조준형,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

정－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59호 p388 

재인용

14) 대한민국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1월 14일에 공보처 공보국 현상과(現像課)

로 설치되어, ＜대한뉴스＞와 문화영화 등 정부가 제작하는 영화에 대한 기술

시설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1956년 2월 7일에 공보실 공보국 현상과로 개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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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역할을 하고 대한영화사는 촬영 및 후반작업 위주의 기술 

지원을 담당했다면,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하고 체계화한 것이 

1960년대의 국립영화제작소라고 할 수 있다. 국립영화제작소는 

제작과, 기술과, 현상과, 서무과의 네 개의 부서로 조직되었으

며, 군사정부가 국립영화제작소에 하달한 영화 제작목표는 “첫

째,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승리를 기함으로써 국토통일 

성업을 성취시키기 위한 국민정신을 뒷받침한다. 둘째, 정부의 

주요경제시책을 전 국민에게 계몽 선전함으로써 난국을 극복하려

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식을 고취시킨다. 셋째, 

종래 국민의 사고를 지배해온 의타심 내지는 소극성 및 파벌의식

을 배제하고 자립성과 적극성을 고취시키는 한편 문화민족으로서

의 긍지를 함양하고 청신한 사회기풍을 조성한다. 넷째, 자유우

방을 위시하여 신생국 및 중립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세계만방

에 국위를 선양하려는 정부 외교시책을 뒷받침함은 물론 해외교

포의 애국심과 반공사상을 고취시킨다.15)”는 것이었고, 이는 이

후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된 단편애니메이션 및 민간제작 문화

영화의 제작지침이었다. 

또한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영화의 종류로는 “첫째, 각

종 시사문제 및 전국각처의 사건, 뉴스가치가 있는 사실 등 미국

과 대만에서 제공하는 해외소식 중에서 우리 생활에 관련이 깊고 

또 흥미 있는 사건을 선택하여 수록한 대한뉴스. 둘째, 특기할 

기사나 일반 뉴스에 수록키 어려운 대대적인 기념행사, 곧 국가

적인 경축 행사를 위주로 한 대한뉴스 특보. 셋째, 명랑하고 건

전한 국민생활에 이바지할 국민가요 혹은 시기에 알맞은 계몽적

인 내용을 가진 5분 내외의 단편영화인 대한뉴스 부록. 넷째, 한

국의 고전, 민속, 예술, 풍속, 명승, 고적, 산업문화의 발전상 

고, 1958년 10월에는 흑백자동현상시설을 갖추었으며, 1960년 7월에는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 현상과로 개편되었다. 국립영화제작소로 발족한 것은 그 뒤 

1961년 6월＜정부조직법＞제4조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였다. 국립영화제작소 

[國立映畵製作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5) 이하나, 위 논문 p159. ｢64년도 정부영화 제작계획(안)｣, 각의상정안건철 

2-1, 196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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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소재로 대외선전을 위주로 한 천연색 영문판과 대내적으로 

국민계몽을 위주로 한 문화영화. 다섯째, USOM과 긴밀한 협조 아

래 국가부흥, 교육, 보건, 위생, 농촌진흥, 생활개선을 소재로 

하여 제작 배부한 것으로 국민의 사회교육 및 기술교육에 이바지

하는 교육영화. 여섯째, 국토 재건에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국

민을 위안하고 민족정서와 정기를 북돋기 위하여 민요, 무용, 가

요, 코미디 등으로 엮은 오락영화” 등이 있다.16) 이 중 단편애

니메이션은 ‘셋째, 명랑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에 이바지할 국민

가요 혹은 그 시기에 알맞은 계몽적인 내용을 가진 5분 내외의 

단편영화인 대한뉴스 부록 및 다섯째, USOM과 긴밀한 협조 아래 

국가부흥, 교육, 보건, 위생, 농촌진흥, 생활개선을 소재로 하여 

제작 배부한 것으로 국민의 사회교육 및 기술교육에 이바지하는 

교육영화’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이는 계몽 및 교육적 내용을 전 세대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식

으로 애니메이션을 택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산업, 기술발전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내용보다는 보건, 생활개선, 반공 등 광

범위한 대중의 일상성과 결합된 내용의 선전에 활용하였다. <개

미와 베짱이>, <잘 살 수 있는 길>, <분수에 맞게 살자>는 국가 

재건과 근면 성실한 내핍생활로 국가부흥에 이바지하자는 계몽적 

작품이며, <112>, <나는 물이다>, <어둠이 지나면>은 산림녹화, 

치안, 보건, 위생 등 근대국가의 질서와 규율 확립을 위한 교육

적 내용이다. <다시는 속지말자>는 토끼(대한민국 시민)의 얼굴

을 한 북한군이 노조, 정치인, 대학 등에 침투해 사회를 혼란스

럽게 한다는 반공애니메이션으로 군사정부는 독재에 항거하는 국

민의 저항을 북한의 대남공작이라고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0년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된 단편애니메이션의 내용적 

측면 및 제작기법 등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초기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의 특징 및 의미를 살펴보자.

16) 이하나, 위 논문 p154. ｢이것이 동양 제일의 국립영화제작소｣, ≪영화세계≫ 

1962년 3월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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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60년대 단편애니메이션의 특징 분석

1960년대 한국 애니메이션은 제작인력이나 기자재 등 모든 면

에서 열악한 환경이었다. 특히 투명 셀룰로이드 및 셀용 채색물

감 등 제작에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포스터물감

을 사용하고 미군의 항공촬영필름을 재활용하여 작업을 했고, 이

마저도 부족하여 촬영한 필름은 물에 씻어 다음 작업에 활용하였

다. 또한 제작인력의 경우 1960년대 대표적인 애니메이터는 대부

분이 만화가, 삽화가로17), 캐릭터 및 배경 등 작화에는 뛰어났으

나, 움직임의 연출에는 한계가 있어 제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들은 서구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해 제작기법을 연구하거나, 서구 

및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서를 연구하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

였다18). 미국의 원조로 국립영화제작소에 기술자문으로 온 시라

큐스 대학의 애니메이션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은 박영일감독이나 

일본 유학시절 모치나가 타다히토감독의 제작에 참여한 강태웅감

독의 경우는 그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한 경우였다.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애니메이션은 대한뉴스 등의 도표 및 설명 

이미지 등 영상의 보조적 수단으로 삽입되었으며, 독자적인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은 코주부캐릭터를 활용한 <쥐를 잡자(1959)>로 

장티푸스 등 전염병을 옮기는 쥐를 잡자는 위생관련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감독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유명한 김용

환작가의 코주부캐릭터를 사용하여 대중교육에서 주목도를 높이

는 시각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대한영화사나 국립영화제작소 등

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보처의 요청을 받아 문화영화의 일

환으로 단편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사례도 있다. 신동헌감독의 <살

기 좋고 밝은 나라, 내가 가진 이 한표로>나 넬슨신감독의 <분수

에 맞게 살자>는 민간제작사로 단편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여 

17) 정도빈감독은 교과서 삽화를 그렸고, 신동헌감독, 한성학감독, 넬슨신감독, 

김청기감독, 조항리감독 등은 만화가로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되었다.

18) 신동헌감독은 조 할러스<The Technic of Film Animation>을 통해 풀 콤마, 

선녹음 방식을 연구하였다. 넬슨신. <애니메이션과 나> 살림. 1999.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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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한 작품이다.

위의 두 작품을 포함하여 10편의 단편애니메이션 작품을 조형

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 대한 분석기준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먼저 조형적 측면에서는 

첫째, 캐릭터 중심의 애니메이션으로 의인화된 캐릭터를 주인공

으로 활용한 <개미와 베짱이>, <분수에 맞게 살자>, <다시는 속

지말자>와 과장된 인물 캐릭터로 제작된 <쥐를 잡자>, <살기 좋

고 밝은 나라 내가 가진 이 한표로>, <112>, <어둠이 지나면> 등

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둘째, 실험적 기법을 시도한 애니메이션

으로 <나는 물이다>, <잘 살 수 있는 길>, <한글> 등의 작품이 

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첫째, 국민 생활 계몽 등 사회질

서 확립을 위한 작품으로 <쥐를 잡자>, <나는 물이다>, <분수에 

맞게 살자>, <112>, <어둠이 지나면> 둘째, 경제부흥을 위해 국

민의 참여의식 앙양과 경제 정책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미와 

베짱이>, <잘 살 수 있는 길> 셋째, 정치적 이슈에 대한 내용으

로 공명선거캠페인을 위한 <살기 좋고 밝은 나라 내가 가진 이 

한표로>, 반공이데올로기를 정책적으로 활용한 작품인 <다시는 

속지말자> 등이 있다. 초기 단편애니메이션은 내용적으로는 근대

화과정에 필요한 계몽·교육적 정책홍보를 담고 있었으며, 애니

메이션기법으로 당시 2D애니메이션의 다양한 시도들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작품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작품의 구

체적인 분석을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1. 조형적 표현기법의 특징

1960년대 단편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캐릭터 중심의 셀 애니메이

션이었지만, 인형애니메이션이나 페이퍼애니메이션 작품과 표현

기법에서 몰핑 등 실험적 기법을 적용한 연출 등 다양한 표현방

식을 보여준다. 표현기법의 특징에서는 이 시기 작품을 의인화된 

동물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표현한 작품 및 인물 캐릭터를 중심으

로 제작한 드로잉애니메이션과 실험적 기법을 시도한 애니메이션 

등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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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작품인 <쥐를 잡자><그림 1>는 1분 정도 짧은 애니메이

션으로 만화이미지에 약간의 움직임을 넣은 초기 카툰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이지만 친근한 코주부캐릭터의 과장된 몸짓과 쥐가 지

나간 자리에 보이는 세균이 돋보기로 보고 있는 사람을 놀리듯 

혀를 내미는 동작, 쥐를 잡는 방법을 코믹하게 묘사하는 등 정보

를 유머러스하게 전달한 작품이다. 특히 이후의 작품들에 비해 

<쥐를 잡자>는 만화적 언어 사용이 많이 보이는데, 쥐가 쌀가마

니를 보며 흘리는 침방울, 쥐가 쌀을 모두 먹은 것을 보고 놀라

는 코주부 머리위의 뭉게뭉게 피는 연기, 사방으로 흩어지는 눈

물방울 등은 만화에서 감성을 표현하는 기호들이다.

그림 1. 쥐를 잡자(1959년, 감독미상, 상영시간 1분5초)

1961년 국립영화제작소가 설립된 후 최초로 만들어진 <개미와 

베짱이><그림2>는 현재 초기 단편애니메이션으로 가장 많이 알려

진 작품이다. 35mm 컬러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이전 

작품에 비해 음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미의 발걸음 등 캐릭

터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섬세해졌고, 캐릭터디자인도 교과서 삽

화를 그리던 정도빈 감독이 직접 작업한 동글동글한 개미와 길고 

각진 베짱이의 대조를 이루는 캐릭터디자인, 그 시기 다른 작품

에 비해 배경이미지 표현 또한 세밀하다.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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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을 보여주는 숲의 배경, 노래하는 베짱이의 연못과 나무 

등 다른 단편애니메이션작품과는 차별화된 연출을 보여준다. 이

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창작하고19) 싶었던 감독의 노력이었으며, 

이러한 섬세한 표현연출은 마지막 장면의 눈 내리는 넓은 들판에

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베짱이를 원경으로 촬영하여 베짱이의 최

후가 더욱 쓸쓸하게 표현되고, 이를 통해 주제의식을 더 선명하

게 드러낸 연출 등 곳곳에서 보여진다.

그림2. 개미와 베짱이(1961년, 박영일감독, 상영시간 4분42초)

<분수에 맞게 살자>는 한가롭게 노래를 부르던 개구리 모자가 

폭포를 만나 타고 있던 가랑잎과 함께 요동치다 땅에 거꾸로 박

히는 연출은 과장된 몸짓과 코믹한 연출의 슬랩스틱 개그 코드는 

19) 국립영화제작소 계몽영화 삽화를 그리던 정도빈작가는 박영일감독과 함께 일

본 애니메이션은 많은데 한국의 우수한 작품이 없으니 한번 만들어보자고 뜻

을 모아 제작했다. 시라큐스 전문가들이 방한할 때 가져온 셀 500매중 240매

와 제작비 8만원을 받아 시작하였는데, 미국의 16mm 필름애니메이션을 보며 

연구해서 1초에 약 10장정도의 그림으로 5분짜리 작품을 구상하였다. 셀이 부

족해서 물로 씻어서 셀을 재활용하고, 셀용 전문물감을 구할 수 없어 국산포

스터컬러에 설탕을 섞어 4개월간 그림을 그리고 1주일동안 촬영해 1961년 4월 

35mm 컬러애니메이션으로 완성되었다. 정도빈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제작은 처음이었으나 미국의 16mm 필름애니메이션을 보며 연구해서 

1초에 약 10장정도의 그림으로 5분짜리로 완성했다고 이야기했으며, 현재 컬

러 원화셀이 일부 보존되고 있지만, 당시 상영을 할 때 작품은 흑백으로 진행

되었고, 현재도 흑백 상영본만 남아있고 있다. 한윤정기자, 「정도빈감독_최

초 단편 애니메이션 ‘개미와 베짱이’ 주역」, 애니메이툰 87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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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톰과 제리> 등 미국 TV단편애니메이션에서 특징적으로 표

현된 형태였다. 또한 초기 타이틀과 첫 장면 등에서 개구리 울음

소리를 응용한 밝은 음악으로 행복한 모자 개구리를 상상하게 하

고, 이후 폭포에서 떨어져 황소다리를 개선문인줄 알고 지나갈 

때는 경쾌한 음악으로 으스대는 것처럼 걷는 개구리 모자를 보여

주는 등 음악과 이미지의 높은 싱크로율이 보인다. 

<어둠이 지나면>은 타이틀과 한센 병이 확인된 상황은 괴기스

럽고 긴장감 넘치는 배경과 음악으로, 주인공이 완치 후 정상 생

활인으로 돌아온 이후는 밝고 동글동글한 이미지의 친숙한 캐릭

터를 활용하고, 내레이션으로 나병에 대한 실태와 편견 등을 전

달하여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교육적 효과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

다.

그림 3. 112(1963년, 박영일감독, 상영시간 8분25초)

기존 영상과는 확연히 차이 나는 독특한 캐릭터디자인의 

<112><그림 3>는 컬러애니메이션으로 색감이 잘 보존되어 현재까

지 확인이 가능하며, 양식화된 캐릭터디자인 및 배경이미지로 세

련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112>의 캐릭터디자인은 기존 작품

들에서 볼 수 없는 기하학적인 선의 형태로 몸을 표현하였으며, 

얼굴은 커다란 눈과 입을 통해 신체의 다른 부분이 움직이지 않

고 입과 눈만 움직여 감정을 표현하고, 배경은 정지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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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다리만 움직이거나, 클로즈업한 캐릭터의 일부분만 움

직이는 등의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기

법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이미 디즈니애니메이션 이

외에도 1960년에 존 할라스감독의 <동물농장>과 1961년 UPA사의 

<아라비안나이트>가 극장용으로 상영되었고, 할라스 감독의 <푸

푸>가 1961말부터 TV에서 방영되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리미티

드기법이 한국 애니메이터에게 많이 연구되어 창작에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창작된 단편애니메이션은 초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시도가 엿보이는 작품들이 있다. <나는 물이다>(그림4)

는 박영일감독이 스토리를 쓰고, 정도빈 감독이 콘티를 짠 작품

으로, 물(물방울)을 주인공으로 홍수와 가뭄 등의 장면은 실사 

영상을 적절히 혼합하여 리얼리티를 높인 어린이용 교육애니메이

션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검은 바탕에 흰색 라인만으로 벌목을 

하는 톱캐릭터, 민둥산에서 머물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물방울캐

릭터, 산이 무너지면서 산 아래 마을이 붕괴되고, 홍수로 범람한 

강물위에 귀여운 곰 캐릭터가 떠내려 오는 등 중간에 삽입한 실

사영상의 참혹하고 현실적인 장면과의 대비를 통해 집중도를 높

이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제작기법에서 필름스크래치애니메이

션 기법을 응용하여 검은 바탕에 흰 라인으로 이미지를 연출한 

방식이나 타이틀 연출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가는 선이 되어 제작

진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과정 등 실험적 기법을 적용한 시도가 

엿보인다. 이에 대해 NFBC 노만 맥라렌 감독의 영향을 받은 것이

라는 의견도 있다.20)

20) 공영민은 “<나는 물이다>의 크레디트 타이틀은 제목이 나온 후 바로 등장하

는데, 이 장면은 물방울이 떨어지면 이름으로 바뀌는 모습을 애니메션으로 처

리한 것이다. 맥라렌의 <브링키티 블랭크Blinkity Blank>(1995)에서 영향 받

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했다. 『지워진 한국영화사-문화영화의 안과 

밖』, 한국영상자료원, 2014. p259

   공보실 영화과 과장이었던 이성철은 문화영화 구술과정에서 1957년부터 1958

년까지 미국 시라큐스(Syracuse)대학에서 시청각 지도자 과정(ICA 

Audio-Visual Leadership Program)을 이수하고, 귀국길에 캐나다 국립영화제

작소(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NFBC)를 돌아보고, 향후 한국의 국립영

화제작소의 롤모델로 NFB를 벤치마킹하려고 하였다고 구술했다. 이때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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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나는 물이다(1963년, 박영일감독, 상영시간 5분53초)

<잘 살 수 있는 길><그림 5>은 제작기법에서는 실험적이 시도

를 많이 한 독특한 애니메이션으로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인형

애니메이션, 카툰애니메이션, 콜라주 등 다양한 기법을 실험한 

애니메이션으로 특히 인형애니메이션기법의 시도는 강태웅 감독

의 1967년에 제작된 <흥부와 놀부>보다 몇 년 앞선 최초의 시도

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초반의 인형애니메이션부분은 제

외하면, 제한적인 움직임 표현으로 전체적인 동작이 부자연스럽

다. 다만, 움직임 연출은 슬라이드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부분의 

이미지만 움직이는 등 부자연스럽지만, 이를 주제의식에 맞는 음

악이나 내레이션을 통한 정보 제공 등으로 몰입도를 높여 완성도

를 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초반 인형애니메이션 부분은 농촌마

을 풍경과 밭에 소를 몰고 일하러 나가는 부자의 움직임에 농촌

재건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여 박진감을 만들고, 부자의 

대화에서 아버지의 구습과 악습을 타파해야 한다는 내용과 아들

의 재건운동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장면은 고정 셀(hold 

cel)의 개념으로 이미지 슬라이드를 나레이션과 함께 연속적으로 

NFB의 영상이 국내에 반입되어 국립영화제작소에서는 관람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 김인태감독의 구술에서 노만맥라렌감독의 작품을 국립영화

제작소 근무하면서 많이 봤다는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주제사-문화영화)」, 한국영화사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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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형식으로, 마지막 새롭게 변화된 사회는 카툰애니메이

션으로 빠르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표현하여 밝은 미래를 강하게 

부각하는 방식으로 연출하였다.

그림 5. 잘 살 수 있는 길(1963년, 박영일감독, 상영시간 9분18초)

<한글><그림 6>은 국립 영화 제작소에 근무 중인 김인태 감독

이 1967년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 소재한 캐나다국립영화제작소

(NFB)에서 1년여 간 연수를 하면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 김인

태 감독은 NFB에서 노만 맥라렌 및 해외 애니메이터들과 교류하

면서 독특한 테크닉으로 제작하고 있는 많은 작품들을 접하고, 

<한글(Korea Alphabet)>을 한글 교육을 위한 홍보용 애니메이션

으로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검은 바탕에 여러 색상의 네모가 점

점 한글 자음과 모음의 형태로 변해가고, 완성되면 발음이 나온

다. 다음으로는 파스텔보드 위에 파스텔로 그림을 그려서 서서히 

변화하면 그림을 표현하는 낱말이 되도록 하는 몰핑기법을 활용

하여 제작되었다. 예를 들면 동산 위에 나무가 있는 그림이 춘하

추동 계절에 따라 나뭇잎의 색깔과 잔디의 색이 변하여 낙엽이 

지고 가지만 남은 다음 그 나뭇가지가 서서히 글자모양을 이루는 

것21)으로 아름다운 색채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이후 

21) 이순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주제사-문화영화)_김인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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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국제필름페스티벌에서 금상을, 백상예술제에서 대상을 수

상한 수작(秀作)이다. 특히 이 작품의 음악은 노만 맥라렌이 독

특한 사운드제작방식으로 넣어 실험적 테크닉이 더욱 돋보이는 

작품이다. 아쉽게도 김인태 감독은 귀국 후 KBS에 파견되어 교육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더 이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지 않았고, 김인태 감독의 경험이 국립영화

제작소 애니메이션 제작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

움으로 남는다.

그림6. 한글(1967년, 김인태감독, 상영시간 7분25초)

2. 내용 및 이데올로기적 특징

앞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창작된 단편애니

메이션은 내용적으로는 첫째, 국민 생활 계몽 등 사회질서 확립

을 위한 작품. 둘째, 경제부흥을 위해 국민의 참여의식 앙양과 

경제적 정책 홍보를 위한 내용. 셋째,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

(對) 국민 선전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960년대는 농촌의 마을공동체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

이 확대되었고, 급속하게 팽창된 도시 중심 생활양식에 필요한 

근대시민 교육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만화가 김용환작가의 코주

국영화사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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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쥐를 잡자>는 곡식을 축내고, 장티푸

스·이질·식중독 등의 질병을 옮기는 쥐를 가정에서 덫이나 약

을 이용해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대화의 과정에

서 위생·보건 등 공중위생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

이었다. 특히 쥐는 식량난을 부채질할 정도로 양곡손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쥐를 잡자는 캠페인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포스터공모대회와 웅변대회, 쥐꼬리를 가져가면 보상책도 마련하

여 대대적으로 독려한 국가사업이었다. 질병과 관련되어 당시 사

회적 파급력이 컸던 사례는 한센병(나병)이다. 일명 ‘문둥병’

으로 불린 이 병은 1940년대 초 이미 치료약이 시판되었으나 

‘천형병’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괴담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어

둠이 지나면><그림7>은 한센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계

몽애니메이션이다. 한센병에 걸린 주인공이 치료를 통해 완치되

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한센병을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병으로 

인식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감염되지 않은 자

녀들도 학교에 갈 수 없는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하는 생활에 대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교육적 내용과 주변에서 나환자가 보이

면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소를 찾을 것을 권고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7. 어둠이 지나면(1964년, 한성학감독, 상영시간 7분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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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작품인 <나는 물이다>는 사람들

의 무분별한 벌목이 숲을 황폐하게 하고, 황폐해진 숲은 물을 저

장할 수 없어 홍수와 가뭄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사

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니 숲을 소중히 가꾸어 풍성한 

숲과 마르지 않는 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계몽적 내용은 친근한 내용을 통해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고전설화나 우화를 많이 사용하였다. <분수에 맞게 살자>

<그림8>는 넬슨신감독이 제작한 이솝우화 개구리와 황소의 에피

소드를 활용하여, 남의 흉내를 내지 말고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와 빈부격

차 속에 인내와 희망으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허세를 부리

지 말고 내핍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였고, <분수에 

맞게 살자>는 이러한 내용을 우화적 내용으로 전달한 애니메이션

이다. 반면 작품 <112>는 도시화과정에서 가속화되는 범죄 예방

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112 범죄신고 전화의 중요성을 홍보하

고 있다. 도둑·강도·유괴·납치 등 사회악의 범죄자들은 겉으

로 보기엔 구별이 어려우니 늘 조심해야 하며, 특히 부모의 언행

이나 무관심이 자녀들을 범죄자를 만들고 있으니 ‘가정을 잘 정

돈’하여 범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8. 분수에 맞게 살자

(1964년, 넬슨신감독, 상영시간 2분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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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국가경제 부흥을 위해 전 국민이 근면하고 부지런한 삶

의 태도를 가져야한다는 내용으로 5·16 직후 군사정부는 1961년 

6월 전국재건운동 활성화를 위한 재건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7월 종합 경제재건 5개년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부흥을 위해 국

민의 참여의식 앙양과 경제 정책 홍보를 전 방위적으로 실시하였

다. 작품 <개미와 베짱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이러한 국민적 

근로정신 고취를 위한 홍보애니메이션이다. <개미와 베짱이>는 

이솝우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지만 부지런히 일한 개미가 추운 

겨울 놀기만 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베짱이를 집에 들여 먹을 

것을 주고, 베짱이가 후회하는 훈훈한 원작의 결말과 달리 개미

에게 먹을 것을 얻은 베짱이가 마지막에 눈 위에서 죽는 모습으

로 끝이나 나태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의 최후를 비장하게 표

현하였다. 이는 강력한 국민개조론을 설파한 정부의 근로정신 앙

양을 위한 계몽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였을 것이다. 또 다

른 작품인 <잘 살 수 있는 길><그림9>은 농촌계몽과 재건국민운

동을 홍보하는 애니메이션이다. 구습과 악습을 버리고 열심히 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농부인 노인과 아들의 대화

를 통해 ‘잘못되면 팔자소관, 조상 탓을 하는 악습’과 ‘잘 살

아보려는 노력 부족과 놀고먹는 것을 좋아하고 일하는 것을 천하

게 여기는 못된 습관’이 한국인에게 팽배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

고 전국재건운동이 이러한 사회를 바꾸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1963년 작품으로 

1961년에 제작된 <개미와 베짱이>의 은유적인 전달방식 대신, 가

난하고 구습에 젖어 있던 농촌이 ‘재건국민운동본부’의 활약으

로 근대화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노

골적인 정부홍보용 애니메이션이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

른 애니메이션작품에 비해 주제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유는 

1963년 10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의장의 당선을 위한 

선거홍보물의 성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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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잘 살 수 있는 길

(1963년, 박영일감독, 상영시간 9분18초)

셋째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對) 국민 선전 내용으로 <살기 

좋고 밝은 나라, 내가 가진 이 한표로>22)<그림10>는 1960년 7월 

29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5대 국회의원선거(민·참의원 선

거)가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전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는 작품으

로, 참다운 민주주의 기초를 이룩하기 위해 협박, 뇌물 등에 흔

들리지 말고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를 해서 우리의 권력의 행사하

자는 내용과 투표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당시 

4·19 혁명 이후 첫 실시된 전국선거로 이승만 정부 시절 선거 

시기에 보인 부정선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민주시민 상(像)

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10. 살기 좋고 밝은 나라, 내가 가진 이 한표로(1960년, 

신동헌감독, 상영시간 3분10초)

22) e-영상역사관에는 제작연도가 1961년으로 되어 있으나, 장면정부 시절 마지

막 민의원과 참의원선거는 1960년 7월이었으니 그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제작연도는 1960년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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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반공애니메이션23)인 <다시는 속지말자><그림11>는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공포를 악용하여, 현재의 정치혼란, 민주

화 투쟁, 노사분규를 북한의 간접침략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국군의 철통같은 방위로 전쟁을 통한 남한 공산화가 좌

절된 북한군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고, 그

런 간접적 방식이 간첩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분규를 선동하고, 

정계에 침투하여 중상모략으로 정치적 활동을 혼란시키고, 군중

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사회혼란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들

을 쫓아내고 승공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간첩활동에 의한 국가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지

만, 1964년이 한일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

민적 저항과 이 대규모적 시위를 막기 위해 6월 전국 비상계엄령

을 선포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분단국가의 현실을 통치의 수단

으로 악용하고자 한 애니메이션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1. 다시는 속지말자(1964년, 박영일감독, 상영시간 6분39초)

앞에서 조형적 표현기법과 내용적 측면으로 1960년대 단편애니

23) <똘이 장군>이 반공 애니메이션 1호라고 밝힌 글도 있지만 <다시는 속지 말

자>가 시기적으로 먼저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다. 단편 문화 애니메이션인 <다

시는 속지말자>는 후에 제작된 반공 애니메이션에 밑바탕이 되었고 스토리가 

있는 영화로 확대재생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연이, 「<똘이 장군>에 반영

된 반공적 이데올로기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15호, 

2009,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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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을 분석해보았다. 아쉽게도 1960년대 후반부터 국립영화제

작소에서는 그 이전만큼 많은 애니메이션 작품이 창작되지 않았

다. 이는 국립영화제작소의 애니메이션부서의 대표적 감독이었던 

박영일감독이 67년 이후 세기상사와 장편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1966년 2차 영화법 개정이후 문화영화에 애

니메이션이 포함되면서 민간제작사들이 애니메이션 창작을 적극

적으로 시도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간제작사들은 단편

애니메이션 보다는 여름방학 특수를 겨냥한 극장용 장편애니메이

션을 창작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은 창작되

지 않았다.

Ⅳ. 맺으며

이 논문은 한국의 초기 단편애니메이션 중 CF애니메이션이 아

닌 비상업적 단편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특

히 당시의 비상업적 단편애니메이션은 공보처 산하의 대한영화사

나 국립영화제작소의 공보성 문화영화로 구분되었다. 제3공화국

은 5.16 군사쿠데타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력 수립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고, 이러한 정권의 정당성확보와 통치를 위한 이미지 

전략, 선전 전략의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

화영화라고 볼 수 있다. 문화영화는 선행 연구들의 분석처럼 

“정권이 추구하는 국가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를 특정한 재현방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선

전 전략의 일부로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기록으로 남아 있는 문화영화 애니메이션을 ‘정

치적 목적에 활용된 작품’으로만 평가하며 한국애니메이션의 역

사에서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한 시대의 전체상을 보지 못

하게 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영화 속 단편애니메이션의 

연구는 긍정적 측면이었다고 생각하며, 연구과정 중 발굴된 인터

뷰를 통해서 그간 기록되었던 문화영화 연표에서 발견되지 않았

던 신동헌감독의 <살기 좋고 밝은 나라, 내가 가진 한표로>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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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발굴한 것은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CF애니메이션과 더

불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게 된 시

발점이 되었고, 특히, <개미와 베짱이>, <나는 물이다>, <한글> 

등의 경우 작품의 뛰어난 완성도로 인해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을 국내에서 자체 제작해볼 만 하다는 가능성을 여는 계기를 마

련해 주었다는 데에, 그리고 단편애니메이션 참여 인력들이 이후 

<홍길동> 등 6-70년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창작 인력으로 많

은 작품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작품 중 특색이 있는 10편의 작품을 선별하여 조형

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작품성을 분석하였다. 조형적 측면에

서는 캐릭터 중심의 애니메이션으로 의인화된 캐릭터를 주인공으

로 활용한 <개미와 베짱이>·<분수에 맞게 살자>·<다시는 속지

말자>와 과장된 인물 캐릭터로 제작된 <쥐를 잡자>·<살기 좋고 

밝은 나라 내가 가진 이 한표로>·<112>·<어둠이 지나면> 등의 

작품을 볼 수 있었고, 실험적 기법을 시도한 애니메이션으로 <나

는 물이다>·<잘 살 수 있는 길>·<한글> 등의 작품을 분석하여, 

짧은 단편애니메이션이었지만 2D애니메이션의 다양한 시도를 담

고 있는 의미 있는 작품들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용적 측

면에서는 국민 생활 계몽 등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작품으로 <쥐

를 잡자>·<나는 물이다>·<분수에 맞게 살자>·<112>·<어둠이 

지나면>과 경제부흥을 위해 국민의 참여의식 앙양과 경제 정책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미와 베짱이>·<잘 살 수 있는 길> 그

리고 정치적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공명선거캠페인을 위한 <살기 

좋고 밝은 나라 내가 가진 이 한표로>, 반공이데올로기를 정책적

으로 활용한 작품인 <다시는 속지말자> 등을 통해 근대화과정에 

필요한 계몽·교육적 정책홍보를 담고 있었음을 분석하였다. 

다만, 일부 작품의 경우 e-영상관의 기록에도 제작연도 등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처럼, 정확한 자료를 보다 많이 발굴하지 못

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국립영화제작소 애니메이션

부문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박영일감독이 일찍 작고하면서 

그의 작품 활동에 대한 기록이 같이 활동했던 애니메이터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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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없다는 점도 초기 단편애니메이션을 좀더 풍부하게 정

리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이 논문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국립영화제작소 단편애니메이션제작에 참

여한 애니메이터가 196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제작된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아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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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Korean Short Animation Films in 1960s

- On Animation from Culture Movies 

of the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er of Korea 

Kim, Jong-Ok

The Korean animation that has relatively short history compared 

to the Western Europe and Japan's animation started out from the 

non-commercial short-piece animation produced as part of 

advertisement animation and culture movie in the later part of 

1950s. In 1960s, the culture movie  animation reflecting for the 

Movie Act and cultural policies has hardly been mentioned in the 

history of Korean animation, but they are the precious cultural work 

produced prior to the theatrical long-piece animation. In 

particular, compared to the 15-second short CF  animation, the 

short-piece animations are ranging for 4 minutes to 10 minutes as 

the work pieces with the historic value to measure the level of the 

Korean animation at that time. in 1960s, approximately 20 

short-piece animation works were produced and they contained the 

educational contents to enlighten general public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policy. Those short-piece animations produced in 

cultural movie at the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er of Korea had 

been produced not only in cell-facilitating cartoon animation, but 

also in paper animation and puppet animation. In this background, 

this thesis takes a close look to the short-piece animation works 

produced in the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er of Korea in 1960s. 

While there was almost no studies of early short-piece animation 

other than CF works, it is meaningful to discover and analyze the 

works, and, Director Park Young-il, Director Han Sung-hak, Director 

Jung Do-bin, Director Shin Dong-hyun, Director Nelson Shin and 

others participated in the creative work process have worked as the 

animation directors for theater that the analysis on the works w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fundamental studies to understand the 

Korean animation. 

Under this thesis, it is intended to study the historic 

implication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around some 10 work 

pieces to affirm participating personnel, including directo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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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ort-piece animation created by the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er of Korea as well as the situation of time to launch the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er of Korea in 1960s. Through this 

effort, it is intended to come up with the starting point to process 

enriched researches on non-commercial short-piece animation as well 

as contemplation on the Korean animation history that have been 

neglected in the study of the Korean animation history through such 

effort.

Key Word : Culture Movie, Short-piece Animation, 1960s Korean 

Animation,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er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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