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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실무자를위한기술포털사이트로성장

메카피아는 기계, 공장 자동화, 금형, 반도체, 전기/전자, 제어계측

등 제조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실무 위주의 전문 지식 컨텐츠를 제공

하는포털서비스를추구하고있다. 이를위해기계/금형및자동화설

계 노하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제조분야 업체 정보

와CAD 데이터및건축/토목/인테리어/지적도데이터, 기초부터실무

적용에 이르는 설계 툴의 사용법 강좌 동 상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

공하고 있으며, 회원들 간의 정보 및 지식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

스도제공하고있다.

메카피아의노수황 표는“지난2006년4월오픈한메카피아는현

재 6개의 관련 사이트를 통해 3만 3,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면서“결국 중요한 것은 컨텐츠라는 생각을 갖고 있

기 때문에, 동 상 교육 컨텐츠 제작 및 분기별로 3D 경진 회를 개최

하는 등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

개했다.

공장자동화설계분야에종사한경력이있는노수황 표는온라인

상에서 CAD 관련 정보를 접할 필요성을 꾸준히 느껴 왔다고 한다. 기

존에도CAD 관련커뮤니티나웹사이트가있었지만, 실무에필요한지

●●● 한민국 표기술지식포털을꿈꾼다

메카피아

메카피아(http://www.mechapia.com)는 2D 및 3D 설계 분야의 실무 종사자 및 기업과 학생들을 위한 종합 정보 포털 사이트를 지

향하고 있다. 현재 6개의 관련 사이트를 갖추고 기술 정보 및 지식 교류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카피아는 국내 제

1의 기술 지식 포털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 정 수 진 기자 sjeong@cadgraphics.co.kr

▲ 메카피아 노수황 표(사진 오른쪽)는“국내 제 1의 기술 지식 포털 사이트를 목표로 양질의 컨텐

츠를확보하고정보교류의장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소개했다.



식을 얻거나 기술 교류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느껴 직접 웹

사이트제작에나선것이메카피아의시작이었다.

노수황 표 자신의 필요에서 출발해 직접 사이트를 구축하며 시행

착오를 겪기도 했던 캐드피아는‘한국 제 1의 기술 지식 포털’을 추구

하며 이후 온라인 지식 거래, 업체 정보 검색 등을 강화하면서 포털로

서의면모를갖추게되었다.

●●● 분야별서브사이트통해다양한컨텐츠제공

메카피아는 현재 6개의 관련 사이트들을 운 하고 있다. 중심이 되

는 메카피아는‘메카트로닉스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뜻에서 만들어

진 이름으로, 전기∙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야 하는 멀티 엔지

니어를위한요람을목표로하고있다.

메카피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별 서브 사이트들이 있는데, 아이

메카(http://www.imecha.co.kr)는 국내외 제조업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업체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산업계 동

상 및 제품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D메카

(http://www.3dmecha.co.kr)는2D/3D 솔루션관련기술정보및뉴

스, 교육 일정 등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사이트로 동 상 교육 컨텐

츠 등을 제공하면서 자체적인 모델링 경진 회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기본 개념에서부터 실무 적용까지 아우르는 설계 가이드를 제공할 계

획이다.

메카피아는 포털 사이트의 단점인 커뮤니티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카페(http://cafe.naver.com/techmecha)를 개설했다. 메카피아 기

술카페에서는 회원간에 Q&A 등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어 1일 페이지

뷰가 3만뷰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별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교류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관련 업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

하는 메카잡(http://job.mechapia.com), 회원들의 노하우를 지식화

하고공유할수있는메카플로그(http://blog.mechapia.com) 등의사

이트를운 하고있다.

●●● 새로워진메카피아시즌 2와함께활동강화모색

메카피아의 운 원칙은 실무 엔지니어 중심의 사이트 추구와 분야

별/목적별로 특화된 사이트 운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메카피아는 학

생, 실무자, 기업의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정보를 교류하

고지식을습득할수있는장을마련해주는역할을하고자하고있다.

노수황 표는“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이트 규모가 커지면

서 한정된 인력으로 원활한 운 을 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양

질의 컨텐츠를 꾸준히 제작해야 하는 점이 과제 중 하나이다.”라고 설

명하면서“규모는작지만소수정예의인원이땀을흘려가며열심히사

이트를 가꾸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이다.”라고전했다.

최근메카피아는전면적인사이트개편을통해‘메카피아시즌2’를

오픈하 다. 이번 개편에서는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보다 효

과적으로찾을수있도록하는데에중점을두었다고한다.

메카피아는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격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기초 과정에서부터 고급 과정까지 실무 적용을 위주로 한 3D 교

육 동 상 컨텐츠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계 기법 및 노

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온라인 컨텐츠로 제공하고 KS 표준 설계

규격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

며, 키워드 광고 및 검색 광고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외에 구인구직 사이트를 리뉴얼할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의 관련 업

체및기관과의협력도추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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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피아는 2D/3D 기술 정보, 구인구직, 지식 공유, 업체 정보, 커뮤니티 등 목적별 서브 사이트를

갖추고있다.

▲ 메카피아에서는 회원들이 자신의 노하우나 모델링 작품을 공개하면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