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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954년 텔레비전 방송개시를 전후해 미국 애니메이션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

는다. 1930년대와 40년대를 거치면서 애니메이션산업을 주도해오던 스튜디오들은 

앞 다투어 새로운 제작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한 노력

들은 미국 애니메이션 황금기에 이룩한 업적들을 계승하여 다시 한 번 카툰 애니

메이션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고, 비록 버나드 오마(Bernard Oma)와 같은 평론가

들이 반복되는 추격 패턴, 과장과 유머로 포장된 폭력성 등을 아이디어의 부재로 

표현하며 맹비난하는 것을 뒤로 한 세대를 마감했지만 그 영향력은 오늘날에 이르

러서도 지속되고 있다. 당시의 작품들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관객을 사로잡는 힘은 

오히려 최근의 작품들이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이다. 당시를 이끌던 걸출한 연출

자들의 면면에서도 척 존스는 단연 빛나는 존재였다. <톰과 제리> 시리즈, <벅스 

버니>, <대피 덕> 등 카툰 애니메이션사에 있어 중요한 걸작들이 그의 손을 통해 

탄생했다. 본 연구에서는 척 존스가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연출한 <Tom & 

Jerry>의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그의 연출기법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 애니

메이션은 변화하는 영상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다시 한 번 재기

의 동력을 얻고 있는 듯 보인다. 본 연구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정수라 할 수 있

는 척 존스의 작품을 통해 우리 애니메이션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주제어 : 척 존스, 톰과 제리,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미국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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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외 영상미디어 환경은 케이블TV와 위성TV에 의한 채

널의 확대, You Tube, Vimeo 등 네트워크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의 강세, 스마트 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등장, 그리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편의점 등에 설치된 모니터형 광고판 등 다

양한 포맷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콘텐트 

소비 특성 또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영상콘텐트 

소비자들이 접하게 되는 미디어환경은 과거 TV로 대표되는 가정

을 기반으로 한 정적, 공유형 미디어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동적, 개인형 미디어로 이동함에 따라 애니메

이션 역시 그러한 변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아직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답이라고 하기엔 시기상조일 수 있겠으나 <라바>나 

<변신자동차 또봇>같이 이전에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기 좀처럼 

힘들었던 회당 2분~10분 내외의 짧은 러닝타임의 작품들이 등장

한 것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변화

의 시점에서 1950~60년대 미국 TV애니메이션에 다시 주목하고자 

한다. 당시 미국 TV애니메이션의 특징은 6~10분 내외의 짧은 러

닝타임, 시리즈 에피소드의 비연속성, 대결구도, 슬랩스틱 개그

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영상미디어의 모바일화 경향이 요구하

는 콘텐트의 성격에 상당부분 부응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되기 때문에 연구의 유용한 시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 된다. 본 연구는 당시 활동했던 많은 애니메이션 감독 중에서

도 특별한 연출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척 존스의 

연출특징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하에서 애니메이션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척 존스의 연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Tom and 

Jerry>의 타이틀로 1940년부터 1967년까지 제작된 시리즈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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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존스가 연출, 제작에 관여한 작품들과 척 존스 이외의 인물들

이 연출한 작품들을 스토리, 캐릭터 액션, 카메라 워크의 관점에

서 비교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3-1에서 척 존스가 관여한 32

개의 에피소드들과 소재와 내용상의 공통점이 있는 척 존스 이전 

시기의 에피소드들의 스토리 구조와 전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알

아본다. 다음으로 3-2에서 척 존스가 직접 연출한 작품 중 이와 

내용적으로 짝을 이루는 이전 시기의 작품들과 캐릭터의 액션연

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3-3에서는 척 존스 시기

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카메라웍의 특징을 분석한

다. 

3. 선행연구조사 및 연구문제 

박민주는 “미국 카툰 황금기 시대의 TV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디자인에 나타나는 모더니즘의 영향과 스타일 특성 연구”(2012)

에서 1950~60년대 미국 애니메이션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논하였

으며, 박세혁은 “무성영화 코메디와 초기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보드빌 슬랩스틱 코메디의 영향”(2006)에서 애니메이션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지는 슬랩스틱 코미디 형식의 역사성에 대해 연구

하였고, 김양수는 “3D애니메이션작품에서 효율적인 스트레치와 

스쿼시 적용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2006)에서 <톰과 제리>에 

사용된 스쿼시 앤 스트레치(Squash and Stretch)를 가지고 캐릭

터의 동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현대 애니메이션의 연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 1960년대 미국 

TV 애니메이션, 그 중에서도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

간접적으로 애니메이션과 관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척 존스의 애니메이션 연출 스타일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애니메

이션 연구 및 제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로부터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도출하였다. 

1. 척 존스의 연출방식과 다른 감독들의 연출방식엔 어떤 차이

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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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 and Jerry 시리즈와 척 존스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톰과 제리>는 윌리엄 한나와 조셉 

바베라(William Hanna & Joseph Barbera)에 의해 1940년 만들어

졌다1). 톰과 제리는 고양이 톰과 생쥐 제리의 라이벌 관계를 중

심으로 슬랩스틱 코미디에 기초한 작품이다. 114개의 오리지널 

시리즈는 한나와 바베라가 MGM 스튜디오에서 1940년부터 1957년

까지 만들었는데, 7개의 아카데미 단편영화 상을 수상하며 디즈

니의 <Silly Symphonies>가 가지고 있는 해당부문의 최다 수상기

록과 동률을 이루었다. 1957년 MGM 카툰스튜디오가 문을 닫자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진 드이치(Gene Deitch)가 렘브란트 필름

(Rembrandt Film)에서 13개의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었고 <Looney 

Tunes>를 추월하여 동시대 가장 빛나는 단편 애니메이션 필름 시

리즈가 되었다. 이후 척 존스(Chuck Jones)가 1963년부터 1967년

까지 기간 동안 총 34개의 새로운 시리즈를 Sib-Tower 12 

Productions에서 제작하였다.2) Charles Martin Jones(1912~2002, 

이하 척 존스)는 미국출신의 애니메이터이자 감독, 제작자이다. 

척 존스 감독은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thers)의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루니 툰즈(Looney Tunes)를 통해 (중략) 극 중 대부분

의 액션을 골탕 먹이고 도망치는 전형적인 추격 슬랩스틱 개그로 

채웠다. 그 결과, 추격 개그는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가장 

적합한 형태였고 과장된 속도와 극단적인 코믹 연출이 합쳐져 단

편 시리즈 애니메이션의 고유 특징으로 발전하였다3). 그가 연출

1) <Tom & Jerry>시리즈는 루돌프 아이싱(Rudolf Ising)이 감독한 <Puss Gets 

the Boot>(1940)를 모티브로 제작 되었다. 이 작품에서 톰은 재스퍼(Jasper)

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톰과 제리 디자인이나 스토리 전개의 패턴이 이듬

해에 윌리엄 한나와 조셉 바베라가 연출한 <The Midnight Snack>(1941)에 그

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Tom & Jerry>시리즈의 시작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 

<Tom & Jerry>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The Midnight Snack>부터

였다. 

2) Wikipedia, Tom and Jerry, http://en.wikipedia.org/wiki/Tom_and_Jerry, 

2014. 8. 2

3) 박세혁, 「무성영화 코메디와 초기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보드빌 슬랩스틱 코

메디의 영향」, 한국기초조형학회, 2006.11,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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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Tom and Jerry>, <Bugs Bunny>, <Daffy 

Duck>, <Road Runner and Wile E. Coyote>, <Pepé Le Pew>, 

<Porky Pig> 등의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Dr. Seuss'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Duck Amuck>, <What's Opera, Doc?> 

등의 단편 작품들이 있다. 그의 작품들은 아카데미상에 8회 노미

네이트되었고, 그중 <For Scent-imental Reasons>, <So Much for 

So Little>, 그리고 <The Dot and the Line>이 수상하였다. 1996

년에 아카데미 명예상(Academy Honorary Award)을 수상했으며 제

리 벡의「The 50 Greatest Cartoons」4)에 10개의 작품이 선정 되

었고 그 중 4개의 작품이 1위부터 5위 내에 들었다.5)

Ⅲ. Tom and Jerry의 연출 특징

<톰과 제리> 시리즈는 척 존스 이외에 루돌프 아이싱, 한나-바

베라, 진 드이치, 짐 파비안(Jim Pabian), 에이브 레비토우(Abe 

Levitow), 벤 와샴(Ben Washam) 등의 감독들이 연출을 맡았다. 

척 존스의 연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루돌프 아

이싱, 한나-바베라, 진 드이치가 연출을 맡았던 1940년부터 1957

년까지의 기간을‘이전 시기’로 분류하고, 척 존스가 연출을 맡

았던 작품들과 그가 프로듀서를 맡고 그의 스튜디오 동료들인 짐 

파비안, 에이브 레비토우, 벤 와샴이 연출한 에피소드들이 제작

된 1963년부터 1967년의 기간을‘척 존스 시기’로 분류하여 비

교분석 하였다.

3-1. 스토리

3-1-1. 소재

4) Beck, Jerry (ed.) (1994). The 50 Greatest Cartoons: As Selected by 1,000 
Animation Professionals. Atlanta: Turner Publishing. ISBN 1-878685-49-X. 

5) Wikipedia, Chuck Jones, http://en.wikipedia.org/wiki/Chuck_Jones, 201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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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존스 시기 척 존스 이전 시기
소재

No. 제목 No. 제목

128 Pent-House Mouse 휴식, 추격

129
The Cat Above and the 

Mouse Below
029 The Cat Concerto 연주회

130
Is There a Doctor in 

the Mouse?
030

Dr. Jekyll and Mr. 

Mouse
신비의 약물

131 Much Ado About Mousing 027 Cat Fishin' 낚시

132 Snowbody Loves Me 003
The Night Before 

Christmas
겨울, 온정

133
The Unshrinkable Jerry 

Mouse

새로 온 

어린동물

134
Ah, Sweet Mouse-Story 

of Life 
추격

135 Tom-ic Energy 추격

136 Bad Day at Cat Rock 114 Tot Watchers
추격(고층빌

딩)

척 존스 시기엔 총 32개의 작품들이 만들어졌고6) 그중 16개의 

에피소드가 이전 시기의 작품들과 소재와 내용전개에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 1>은 척 존스 시기와 그 이

전 시기의 소재와 내용이 유사한 에피소드들을 연결 지은 것이

다. 추격(Chase)은 <톰과 제리>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였기에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재의 

활용 없이 오로지 추격씬만 가지고 에피소드를 이끌어 나간 경우

들(Episode No. 128, 134, 135, 136, 139)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추격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다.7)

6) 1963년부터 1967년까지 만들어진 34개의 <Tom and Jerry> 시리즈 중 2개 에피

소드 <Matinee Mouse>와 <Shutter Bugged Cat>는 한나-바베라에 의해 연출되

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7) “텍스 에이버리(Tex Avery)나 척 존스(Chuck Jones)같은 애니메이션 감독들

은 추격 슬랩스틱 만으로 6분 미만의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하여 텔

레비전 시대에 적합한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Dale, Alan 

『Comedy is A Man in Trouble』2000, p.9,  박세혁,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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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The Brothers 

Carry-Mouse-Off
추격, 변장

138 Haunted Mouse 마술사

139
I'm Just Wild About 

Jerry
추격, 상점

140 Of Feline Bondage 033
The Invisible 

Mouse

안 보이는 

약물

141 The Year of the Mouse
친구, 골탕 

먹이기

142 The Cat's Me-Ouch! 015 The Bodyguard 힘센 친구

143 Duel Personality 결투

144
Jerry, Jerry, Quite 

Contrary
몽유병

145 Jerry-Go-Round 서커스

146 Love Me, Love My Mouse 013 The Zoot Cat
톰의 

여자친구

147 Puss 'n' Boats 071 Cruise Cat 보트, 선원

148 Filet Meow 056
Jerry and the 

Goldfish

금붕어 

지키기

150
The A-Tom-Inable 

Snowman
구조견

151 Catty-Cornered 009 Sufferin' Cats!
고양이 두 

마리, 경쟁

152 Cat and Dupli-cat 036
Old Rockin' Chair 

Tom

고양이 두 

마리, 경쟁

153 O-Solar Meow 우주선

154 Guided Mouse-ille
우주, 로봇, 

미래

155 Rock 'n' Rodent 058 Sleepy-Time Tom 수면방해

156 Cannery Rodent 027 Cat Fishin' 
추격, 

통조림

157
The Mouse from 

H.U.N.G.E.R

비밀요원, 

치즈

158 Surf-Bored Cat 서핑, 바다

160
Advance and Be 

Mechanized
070 Push-Button Kitty

우주, 로봇, 

미래

161 Purr-Chance to Dream 069 Fit to Be Tied 힘센 친구

표 1. 소재와 전개가 유사한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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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에피소드 구성

<톰과 제리> 시리즈의 각 에피소드는 추격과 폭력이 엮어져 구

성된 몇 개의 액션단위8)가 연결된 형식을 취한다. 액션단위의 구

성은 척 존스 시기와 이전 시기가 서로 다른 형식적 특징을 보인

다. 척 존스 시기의 에피소드들에서는 개별 액션단위의 결말에 

이르게 되면 강력한 스매시(Smash)를 이용하여 행위가 종결되었

음을 명확하게 알린다. <그림 1>, <그림 2>

그림 1. 척 존스 시기의 액션시퀀스 전개방식 <Much Ado About 

Mousing>(1964)

그림 2. 척 존스 시기의 액션시퀀스 전개방식 <Bad Day at Cat 

Rock>(1965)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의 쇼트는 페이드아웃(Fade Out)이나 디

졸브(Dissolve)를 이용하여 구분 짓거나 이전과 명백히 다른 정

보를 담은 장면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각각은 서로 독립된 시퀀스

로서의 개별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림 3>

그림 3. 시퀀스 간의 독립성 <Bad Day at Cat Rock>(1965)

8) 톰과 제리 시리즈의 액션단위는 발단(추격이 시작되는 계기) - 전개(톰이 제

리를 추격) - 결말(추격에 실패하는 톰)의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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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내용 시기구분 톰 제리 비고

역할관계

척 존스 

이전
가해자 피해자

변화

척 존스

기본적으로 톰=가해자, 

제리=피해자이나

역할이 바뀌는 사례가 많아짐

그림 4. 척 존스 이전 시기의 시퀀스 전개방식

<The Night before Christmas>(1941)

척 존스가 짧은 액션시퀀스들을 나열해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이전 시기의 에피소드들에서는 짧은 액

션쇼트들을 연결해 하나의 시퀀스를 구성하고 다시 두 세 개의 

시퀀스들을 엮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4>

이러한 전개방식상의 차이는 각기 다른 연출효과를 얻는다. 이

전 시기의 작품들은 웃음을 유발하는 작은 충돌을 계속적으로 노

출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 척 존스의 작품들은 한 시퀀

스의 결말-강력한 Smash-을 위해 작은 충돌을 아끼는 대신 캐릭

터들의 우스꽝스러운 동작이 가미된 추격 액션을 넣어 유머와 긴

장감을 동시에 조성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3-1-3. 캐릭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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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척 존스 

이전
추격자 도망자

유지

척 존스 추격자 도망자

선악관계

척 존스 

이전
악 선

변화

척 존스 중립

지능

척 존스 

이전
열세 우세

변화

척 존스
제리가 지능적으로 약간 우세하나 

거의 동등

신체적 

능력

척 존스 

이전
우세 열세

유지

척 존스 우세 열세

표 4. 톰과 제리의 시기별 설정관계의 변화

척 존스 시기의 작품과 이전 작품 간의 두드러지는 차이 중 하

나는 메인 캐릭터인 톰과 제리의 설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전 

시기에는 톰이 악(惡)의 가학적인 측면을 대변한다면 제리는 선

(善)을 피학적 입장에서 대변함으로써 선명한 대립관계를 보인

다. 이렇게 설정의 선명함은 캐릭터의 성격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정해진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톰이 항상 

제리를 쫒아 다니며 괴롭히고, 제리는 쫓기다가 기지로 톰에게 

역습을 가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는 식의 정해진 이야기틀을 

답습하게 되었다9).

척 존스 시기에는 두 캐릭터의 이분법적인 설정관계를 희석하

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고양이가 쫓고 쥐가 도망가는 신체적 우열

의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선과 악, 지능의 

높낮음과 같은 설정들은 거의 비등하게 조정했음을 볼 수 있다. 

9) “MGM의 고양이-쥐, 혹은 개-고양이 캐릭터 구조의 추격 시리즈들이 비슷한 

상황에서의 반복적 추격 구도로 스크린을 채우는 것에 대해 아이디어의 부재

에서 비롯된 값싸고 저급한 대중 상품이라는 혹평이 이어졌다.” Bernard 

Orna, Blind Alley Cats, Films and Filming, Vol.4 No.2, November, 1957.  
박민주, 「미국 카툰 황금기 시대의 TV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디자인에 나타나

는 모더니즘의 영향과 스타일 특성 연구」,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제12권 

제1호 통권33호, 2012. 1, pp.299-308 의 재인용



313

다시 말해 톰과 제리 구분 없이 선한 역할도, 악한 역할도 수행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설정상의 조정은 좀 더 유연하

고 다양한 스토리를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그림 5. <Duel Personality>(1966)

<Duel Personality>(1966) <그림 5>는 이러한 설정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에피소드이다. 쫓기는데 진력난 제리는 톰에

게 결투를 신청한다. 결투가 시작되고 여느 에피소드에서처럼 톰

이 일방적으로 당하는가 싶었지만 제리가 실수로 쏜 총알에 톰이 

맞고, 그 충격으로 발사된 유탄에 제리가 땅에 박힌다. 서로를 

겨냥해 쏜 대포알의 충격에 둘 다 날아가 버리는 등 결국 승자 

없이 톰과 제리 모두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Duel Personality>

에서는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둘 다 똑같은 바보

로 다뤄진다. 

그림 6. <The Year of the Mouse>(1965)

그런가하면 <The Year of the Mouse(1965)> 그림 6)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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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가학-피학의 관계를 뒤바꿔 제리와 그의 동료가 곤히 자고 

있는 톰을 몰래 괴롭히는 역할을 한다. 선함을 대변하는 기존의 

제리의 설정으로는 나올 수 없는 스토리를 통해 이전 시기의 에

피소드들과의 차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2. 액션

3-2-1. 극단적 표현

루돌프 아이싱이나 한나-바베라가 연출한 시리즈 초기의 에피

소드들에서는 풀프레임(Full Frame)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유려

한 스쿼시 & 스트레치, 팔로우 스루 등 애니메이션의 고전적인 

규범10)에 의해 캐릭터 액션연출을 유지하고 있다. 시리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리미티드(Limited) 애니메이션방식으로 제작하게 되

었지만11) 오히려 캐릭터 액션의 역동적인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효과적인 변화였다. 척 존스는 이러한 리미티드 기법의 장

점을 극대화한 연출을 지향했다. 액션의 유려함을 포기하는 대신 

캐릭터들은 화면을 빠른 속도로 가로지른다. 고전적인 애니메이

션 표현규칙들을 과감하게 위반하여 예비동작(Anticipation)은 

일부러 길게 늘어지고12), 신체 표현은 유기적인 움직임에서 기계

10) “애니메이터들은 끊임없이 효과적인 드로잉 연결 방법을 찾으려 했고, 생각

한 대로의 결과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냈다. (중략) 놀랍게도 바로 이

것이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Frank Thomas, Ollie Johnston, 

The Illusion of Life, Walt Disney Productions, 1981. p. 21 여기에서는 디

즈니 스튜디오에서 제시한 ’Squash & Stretch', 'Anticipation', 'Staging' 

등의 애니메이션의 12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1)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있어 문제 중 하나는 애니메이션이 극도의 

노동집약적 프로세스라는 점이다. 극장용 단편이 6개월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제작 사이클로 유지해왔었다면 텔레비전은 매년 한 시즌마다 30분짜리 에피소

드 10~20개가 필요했다. 이런 상황은 제작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단축프로세스의 개발을 필요하도록 했고,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기법

이 개발, 적용되어 TV 카툰 애니메이션 제작 속도의 증가와 제작비 절감이 가

능했다.” Wikipedia, Anim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television 

era, 

http://en.wikipedia.org/wiki/Animation_in_the_United_States_in_the_televisi

on_era, 2014. 8. 2

12) “토끼 오스왈드가 점심 샌드위치를 꺼내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상황에

서는 온 몸이 그 손과 그 호주머니에 연결되어야 한다. 손을 조준(aiming)할 

때는 이것을 “아주 명확히” 제시하여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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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움직임으로, 때로는 나무토막처럼 바뀐다. 스쿼시와 스트레

치는 표현 한계를 훨씬 뛰어 넘는다. 타격이나 충돌 등에 대한 

결과에 의외의 극단적인 형태를 사용해 그 만의 카투니

(Cartoony)한 코미디 스타일을 만들어 내었다. <그림 7>, <그림 

8>

그림 7. 한나-바베라의 Stretch 표현 예 <Sufferin' Cats>(1943)

그림 8. 척 존스의 Stretch 표현 예 <Haunted Mouse(1965)>

이러한 연출방식의 차이는 양 시기의 작품이 지향하는 흥행의 

핵심요소(유머코드)가 다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

의 에피소드들이 톰과 제리의 대립적 사건상황을 풀어나가는 방

법으로 폭력적인 슬랩스틱을 선택했다면 척 존스 시기의 에피소

드들은 사건풀이 방법을 속도와 카툰적 의외성에 두고 있다. <그

림 9>

어날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중략) 중요한 것은 오스왈드가 호주

머니로 손을 뻗치는 동작이다. 이 동작은 개그도 아니고 웃음거리도 아니지만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 Frank Thomas, Ollie Johnston, 앞의 책, 

pp.26-27 월트 디즈니가 예비동작(Anticipation)을 스토리텔링을 원활하게 진

행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면 척 존스는 이를 개그요소로 사용했다. 그의 

예비동작은 때때로 필요이상으로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과장된 액션을 취함

으로써 작품 전반에서 볼거리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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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척 존스의 Cartoony한 신체변형 예

3-2-2. 파괴적 타이밍

척 존스의 애니메이션 타이밍은 유연하거나 파괴적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느리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빠르게 연출

하여 여타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규범적인 표현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

한 극단적 표현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현이 기존의 

방식을 거스른다고 해도 재미만 있다면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이 

척 존스의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3-2-3. 카툰적 상상력

척 존스는 애니메이션 액션 연출의 규범적인 측면을 과감하게 

파괴했을 뿐 아니라 카툰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비현실적 상황을 

이용해 신선하고 파격적인 스토리텔링을 전개한다. <그림 10>은 

신체의 일부와 야채를 등가 교환하는 장면이다. 척 존스가 연출

한 에피소드들에서는 이런 비현실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전 시기의 작품들이 액션 연출이나 스토리 전개를 비교

적 현실에 기반을 두는 것과는 매우 다른 입장이다. 

그림 10. 척 존스의 카툰적 상상력 <Haunted Mouse>(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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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척 존스의 이런 카툰적 상상력이 집대성된 장면이

라 할 수 있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공중 보행, 허공 정지와 

잠시 후 이어지는 추락의 시퀀스는 척 존스의 작품에 빈번하게 

등장하여 전매특허 격이 되었다. 여기서는 그와 함께 물음표(?)

와 느낌표(!)를 이용해 문자의 비물성(非物性)에 물성(物性)을 

부여하여 코믹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11. 척 존스의 카툰적 상상력 <Ah, Sweet Mouse-Story of 

Life>(1965)

3. 카메라

3-3-1. 크기

<톰과 제리> 시리즈의 카메라 크기는 풀샷(Full Shot)을 기본 

카메라 크기로 사용하고 있다. 풀샷의 특징은 화면에 캐릭터의 

전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형태와 자세, 그리고 움직임이 쉽게 파

악된다는 점인데 이는“톰과 제리”와 같은 카툰 애니메이션에서

는 상당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우선 신체 전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슬랩스틱 액션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

한 캐릭터 전체의 특징을 러닝타임 내내 지속적으로 노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출에 의한 인지의 관계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2. <톰과 제리>의 카메라 크기 <Pent-House Mouse>(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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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Pent-House Mouse>(1963)의 총 러닝타임 7분 10

초 중 2분 50초까지의 도입부의 주요 쇼트를 나열한 것이다. 16

개의 쇼트 중 Long Shot 1개, Full Shot 10개, Medium Shot 4개, 

Close-Up Shot 1개로 Full Shot의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러한 Full Shot 중심의 카메라 구성의 경향은 모든 에피소드에

서 거의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다. 

3-3-2. 움직임

<톰과 제리>의 카메라는 때때로 깊이를 표현하는 카메라 세팅

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하좌우의 평면성이 강조되는 카메라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카메라 움직임은 

피사체의 좌우이동을 표현하는 데 쓰인 트랙샷이다. 이는 풀샷과 

함께 전성기의 미국 TV 카툰 애니메이션의 중요한 표현적 특징이

다. 다양한 카메라웍과 편집을 통한 영화적 스토리텔링을 포기하

고 캐릭터의 우스꽝스런 동작에 흥행의 모든 초점을 맞춘 단순한 

스토리라인의 TV 카툰 애니메이션은 보드빌 슬랩스틱 코미디의 

특징을 충실하게 계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풀샷과 트랙샷의 선택

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은 캐릭터의 움직임에 의해 공간의 깊이가 표현되는 

쇼트들을 모은 것이다. 척 존스는 풀샷과 트랙샷 위주의 일반적

인 장면연출의 중간 중간에 의도적으로 깊이감이 느껴지는 쇼트

를 삽입하여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장면들을 환기시켰다. 척 존

스도 평면성이 강조되는 연출경향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이전의 

작품들과 비교해 본다면 척 존스의 깊이의 표현은 투시가 유난히 

강조된 배경을 사용하여 그것이 매우 두드러지게 느껴진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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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톰과 제리>의 카메라 움직임. 좌측 위로부터 <Pent-House 

Mouse>(1963), <Pent-House Mouse>(1963), <Much Ado About 

Mousing>(1964), <Much Ado About Mousing>(1964), <Cat and 

Dupli-Cat>(1967)

Ⅳ. 결론

지금까지 <톰과 제리> 시리즈로 척 존스의 연출 스타일을 분석

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재미’의 추구

척 존스는 자신이 세운 시리즈의 새로운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이전 시기의 작품들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조율했다. 이전 에피소드들이 쇼트 단위의 액션으로 구성

된 것은 재미의 핵심적인 표현을 폭력적 슬랩스틱으로 보았기 때

문이었다. 그래서 에피소드 전편에 다수의‘때리기’가 등장한

다. 하지만 때리고 맞는 것으로 그 액션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의 종결까지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 척 존스

의 에피소드들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상당히 다른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척 존스는 액션을 시퀀스 단위로 구성하고 그 

끝을 강력한 스매시로 맺고 있다. 그 이유는 재미의 핵심적인 표

현을 추격에서 오는 긴장과 카툰적 의외성에 두고 있기 때문이

다. 앞서 밝힌바 있듯이 척 존스는 카툰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비현실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스매시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구조가 짧은 액션시퀀스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척 존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재미있게 보여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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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구조를 도입하고 거기에 각 요소들을 잘 짜 맞추

어 넣었다고 할 수 있다.

2. 규칙의 파괴

척 존스는 기존의 규범적 표현방식들을 뒤집고 시리즈의 첫 번

째 에피소드<Pent-House Mouse>(1963)에서부터 마지막 에피소드 

<Purr-Chance to Dream>(1967)까지 매우 일관되게 극단을 추구했

다. 이는 처음부터 시리즈의 연출방향이 확고하게 계획되고 검증

되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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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huck Jones's Directing Style in <Tom and Jerry>

Yoon, Jeong-Won

After TV Broadcasting service started, American Animation 

Industry changed dramatically. Through 1930th to 1940th, Major 

Animation Studios made every effort to adapt to new Animation 

production environment. Those efforts led rapid improvement of 

Animation again by succession of heritage in the golden age of 

American Animation. in spite of successful outcome, some critic like 

Bernard Oma blamed Animation on repeated chasing pattern, 

glamorized violence with exaggeration and humor caused by lack of 

idea. Nevertheless the decade passed by, achievement of the era 

still have influenced today. The animated films of the age have 

attractive power in comparison to today's works and Chuck Jones was 

a glamorous one of the age-leading masters. "Tom and Jerry" series, 

"Bugs Bunny", "Daffy Duck", and so on, he planned, designed 

characters and directed those masterpieces.

In this study, episodes of "Tom and Jerry" that had been directed 

by Chuck Jones during 1963 and 1967 are analysed in the view point 

of direction style. In recently, Korean Animation Industry seems to 

be accumulated power for rising again by showing new animations that 

are adapted to new media. Thus, this study aims to give an idea for 

the new vision of Korean Animation through analysing Chuck Jones' 

Masterpieces.

Key Word : Chuck Jones, Tom and Jerry, TV Animation Series, 

American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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