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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배경1

• 코로나로 인해 취미 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

• 오락용 모델 판매(유출액)도 코로나와 함께 늘어나는 추세

• 참고로 취미활동 랭킹은 아래와 같음

COVID 19영향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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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게임 산업 호황 및 관심도

• 키덜트 시장 규모 증가(피규어)

• 게임에 등장하는 모델을 직접 실체화

COVID 19

선정 배경



MODELING2

• 실제 게임 영상 및 설정 자료집 사이트 분석 및 제원 해석

• Mk2(mgs)의 오리지널인 mk2(스나쳐 [아래 사진] )의

설정 자료집의 높이와 폭의 치수를 바탕으로 제작 시작

• 도면 분석



MODELING2

• 3개의 Main Mechanism

→ 머리

→ 몸통 (모니터)

→ 다리

1.

Draft



MODELING2

머리

회전 지지대

선형(막대) 지지대

2-1

Head

• 구성부품



MODELING2

• Prismatic

•Revolute

2-1

Kinematics

머리 부분이 상하로 움직임
목을 상하로 움직이는 모습

회전 지지대가 회전함
목을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



MODELING2

2-2

Monitor-body

• 구성 부품

몸통

모니터

모니터 지지대



MODELING2

• Revolute

2-2

Kinematics

모니터와 스탠드가 회전
팔을 돌리는 움직임



MODELING2

•

• 마운트(Leg Mount)

• 다리 지지대

• 다리(좌, 우)

• 타이어

2-3

Leg

구성 부품



MODELING2

• Revolute

마운트와 지지대의 회전

다리를 굽히는 움직임

2-3

Kinematics



MODELING2

• 3개의 Main Mechanism

• 머리

• 몸통과 모니터

• 다리 관절과 타이어

3.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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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 아닌 가공의 작품

 구체적인 치수의 부족

 키네마틱 사용시 부품 간의 간섭

 일부 기능들을 오밋(제거)하여 제작

(결과) 100% 완벽 재현까지는 불가능

* 고찰 – 선정 작품의 제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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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비대면(SNS 활용) 방식으로 작업

 서로 간 파일의 공유 횟수 증가

 파일 수(용량)이 늘어남

•분업 작업을 하게 되어 제작자마다 작업방식이 다름

 제작자한테만 있는 파일 (신규 추가 파일 등)

 매번 Desk command에서 파일을 찾거나 상대방에게 파일을 받음

 수시로 발생하여 작업 시간 증가

* 고찰 - 사용자별 작업(저장) 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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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완성 본 외에 각 부품의 Drafting 파일을 각각 제작

 각 파트 및 메커니즘별 개별 제작(Draft, Assemble)

 Draft에서 업데이트로 인한 오류(겹침)확인

 작업 시간 증가

• 키네마틱스 영상 송출 시 속도를 0.01로 지정하였으나
생성이 안되고 속도도 다름

동영상 소프트를 활용하여 속도를 조절

* 고찰 – Draft&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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