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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애니메트로닉스(animatronics)는 애니메이션

과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어로 기계 메카니즘과 

전기적 작동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구현하는 기

법으로 주로 사람이나 동식물, 공룡 등의 움직

임을 실물로 유사하게 제작하여 영상이나 공연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외형과 동작의 기본 뼈대가 되는 

기계 프레임과 실물의 외형과 흡사한 스킨 제

작이 필요하고 스킨의 외형을 유지하고 내부 

프레임을 보호할 수 있는 골격 및 근육 등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실물처럼 동작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내부 메커니즘 프레임에 모터 등

의 구동장치를 장착하여 원하는 동작이 표현되

도록 제어한다.  

무대공연을 위해서는 애니메트로닉스 장치가 

공연배우로서 자연스럽고 다양한 동작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무대를 이동

하는  베이스  차량기술 ,  공연  캐릭터  메카니즘

의 설계 및 제작기술, 구동 엑츄에이터 제어기

술, 실감 외형을 위한 스킨 및 골격 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기존의 애니메트로닉스 제작공

정은 수작업에 많이 의존하여 작업자의 숙련도

나 노하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애

니메트로닉스 제작기술을 디지털 공정화 하여 

제작기간 및 비용을 단축하고 주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작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대 공연에 활용될 수 있

는 디지털 공정화된 애니메트로닉스 제작 프로

세스를 정립하였다. 이의 적용사례로 티라노사

우르스 애니메트로닉스 공룡을 실제 제작하여 

무대 이동용 베이스 차량을 제외한 무대 공연

을 위한 여러 제작 기술에 적용하였다.  

2. 애니메트로닉스의 제작 프로세스 
 

애니메트로닉스  제작 프로세스는 크게  외

형  스킨을  제작하는 공정과 내부 메커니즘을 

제작하는 공정, 그리고 메커니즘의 모션 제어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킨을 제작하기 위

해서는 외관 형상에 대한 상세 디지털 3D모델

링 작업을 바탕으로 수행되며 내부 메커니즘 

프레임제작은 기본 외형 3D모델링을 바탕으로 

3D CAD로 설계하고 이를 모션 분석을 통해  

적합한 메커니즘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 이밖

에 골격 및 근육패치는 메카니즘의 거동 범위

내에서 내부 프레임을 보호하면서 생동감 있는 

외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관 형상 및 내부 메

카니즘의 3D모델링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제작된다. 모션제어는 내부 메커니즘

와 연동되어 모션에 적합한 액튜에이터를 선정

하고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여 구현한다. Fig. 1

은 애니메트로닉스 제작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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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imatronics Manufacturing process  

무대공연을 위한 애니메트로닉스 공룡 제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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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니메트로닉스 공룡 제작 
 

무대공연을 위한 애니메트로닉스 제작사례

로 전체 길이는 약 2.4미터, 높이 1미터의 공룡

을 애니메트로닉스 제작 프로세스에 따라 모델

링하고 제작하였으며 제어시스템에 의한 동작

을 구현하였다. 외형의 3차원 모델링은 ZBrush 

S/W를 활용하였고 내부 프레임 설계에는 

SolidWorks를 활용하였다.  Fig. 2는 완성된 애

니메트로닉스 공룡을 나타낸 것이다. 스킨내부

에는 내부프레임이 메커니즘과 골격과 근육패

치가 들어가 있다. 

 

 

 

 

 

 

 

 

 

 

Fig. 2 Animatronics dinosaur(Tyrannosarurs) 

 

동작 구현을 위해서 내부 프레임에 12개의 

서보모터를 장착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은 

RS485통신을 기반으로 하였다. 제어 신호는 무

선으로 원격 제어PC와 연결되며 원격제어 프

로그램에 의해 조이스틱 등의 입력장치로 애니

메트로닉스 모션을 제어한다. 또한 SolidWorks

로 설계된  애니메트로닉스 내부 프레임 형상

에 대해 3ds Max에서 제공하는 Boning 과 

Linking 작업을 통해 애니메트로닉스의 모션 

동작용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였다. 또한 생성된 

애니메이션에서 동작 데이터 값을 추출하여 서

보 모터의 제어 목표값으로 출력할 수 있는 

3ds Max 플러그-인 S/W를 개발하여 동작구현

에 적용하였다. Fig. 3은 완성된 애니메트로닉스 

공룡을 조이스틱으로 모션 동작시키는 장면과 

모니터의 3ds Max 애니메이션 동작을 그대로 

재현하여 실제 애니메이션 공룡이 모션 동작하

는 것을 보여 준다. 

 

 

 

 

Fig. 3 Motion control of Animatronics by  

 

Joystick(left) and 3ds Max animation(right). 

 

Fig. 3 Motion control by Joystick(left) and Mimic 

motion by 3ds Max animation(right) 

 

4. 결론 
 

 

무대공연을 위한 애니메트로닉스 제작기술

에 있어 기존의 수동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방식

에 비해 보다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

으며 애니메트로닉스 공룡 제작에 적용하여 모

션 동작을 구현해 보았다. 이러한 애니메트로

닉스 캐릭터의 제조 프로세스 및 제작기술은 

국내외 대형 공연, 행사 및 축제 등을 위한 공

룡 및 판타지 캐릭터 등의 설계, 제작, 제어 및 

운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ds Max

의 애니메이션 생성기술을 애니메트로닉스용으

로 설계된 내부 메커니즘과 연동하여 실제 공

연 연기에 앞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공연 캐릭

터의 연기 교습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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