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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VENTOR 2014
Basic for Engineer 동영상 강좌 DVD

저자 :메파키아

발행 :2013년 11월 11일 

러닝타임 :18시간 38분

정가 :90,000원

ISBN:9791185276021 

 

Autodesk INVENTOR 2014&2015 
Advance 제 1 권

저자 :조성일,노수황,김차희,정인수

발행 :2014년 6월 2일 

쪽수 :432

정가 :35,000원

ISBN:9791185276106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Autodesk INVENTOR 2016 입문서

저자 :조성일,이예진

발행 :2015년 10월 20일 

쪽수 :256

정가 :25,000원

ISBN:9791185276281

 

Autodesk INVENTOR 2014-2016
실무 동영상 강좌 DVD 1편
설계 환경 구성하기
저자 :조성일

발행 :2016년 05월 05일  

러닝타임 :11시간 18분

정가 :90,000원

ISBN:9791185276670 

 

Autodesk INVENTOR 2014
Basic for Engineer

저자 :조성일,노수황,민경훈

발행 :2015년 4월 10일 2쇄 

쪽수 :480

정가 :32,000원

ISBN:9791185276014

 

Autodesk INVENTOR 2014&2015 
Advance 제 2 권

저자 :조성일

발행 :2015년 4월 10일 

쪽수 :512

정가 :35,000원

ISBN:9791185276212

 

Autodesk INVENTOR 2018-2019
Basic for Engineer

저자 :노수황,정인수,이승열,이예진

발행 :2019년 3월 12일 

쪽수 :480

정가 :32,000원

ISBN:9791162480304

 

Autodesk INVENTOR 2014-2016
실무 동영상 강좌 DVD 2편
탑다운 어셈블리
저자 :조성일

발행 :2016년 05월 05일 

러닝타임 :13시간 25분

정가 :90,000원

ISBN:9791185276687

 

 인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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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VENTOR 2014-2016
실무 동영상 강좌 DVD 3편 
인벤터 어플리케이션
저자 :조성일

발행 :2016년 05월 05일 

러닝타임 :11시간 5분

정가 :120,000원

ISBN:9791185276694

 

오토데스크 인벤터 2017 
Master Basic 동영상 강좌   

저자 :조성일

발행 :2017년 03월 03일 

러닝타임 :17시간 48분

정가 :120,000원

ISBN:9791185276885 

 

*인벤터 2019 동영상 강좌 DVD

 
출시예정

*인벤터 전산응용기계제도 실기 
 동영상 강좌 DVD

 
출시예정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저자 :고아라,황유경

발행 :2017년 2월 10일

쪽수 :232

정가 :14,000원

ISBN:9791185276847

 

1달 안에 1만명 충성 고객 만드는
네이버 밴드 마케팅

저자 :강민구

발행 :2017년 3월 20일

쪽수 :184

정가 :14,000원

ISBN:9791185276892

 

온라인 마케팅
결국 멘탈

저자 :정욱성(경영지도사)

발행 :2018년 3월 12일 

쪽수 :240

정가 :16,000원

ISBN:9791162480052

 

 마케팅

메카피아메카피아

DVD

[도서출판 메카피아]의 도서를 교재로 채택하시는 
교수, 교강사님께는 강의용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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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3D프린터운용기능사 필기
핵심이론 및 문제집

저자 :노수황, 권현진

발행 :2018년 11월 9일 

쪽수 :592

정가 :30,000원

ISBN:9791187244332

 

한권으로 끝내는
3D 프린터 마스터북 
3D프린팅 개론 및 실전활용서
저자 :메카피아 노수황

발행 :2019년 1월 11일 

쪽수 :532

정가 :28,000원

ISBN:9791187244370

 

초보자를 위한 알기 쉬운 3D 프린팅 입문서
3D 프린터 실무활용 가이드북  [개정판]

저자 :노수황

발행 : 2016년 04월 05일 

쪽수 :360

정가 :22,000원

ISBN:9791185276649

 

창의 인재 개발을 위한
무한상상 3D 프린팅 가이드북

저자 :이윤식,이상민

발행 :2015년 11월 04일  

쪽수 :206

정가 :18,000원

ISBN:9791185276311

 

누구나 즐길 수 있는
3D 프린팅

저자 :플로리안 호르쉬

발행 :2014년 10월 27일

쪽수 :334

정가 :29,000원

ISBN:9791185276168

 

3D 프린팅 & 모델링
활용 입문서 [개정판]

저자 :노수황

발행 :2017년 10월 20일

쪽수 :432

정가 :27,000원

ISBN:9791185276991

 

재미있는 
3D 프린터와 3D 스캐너의 세계

저자 :테크노공학기술연구소

발행 :2015년 05월 06일

쪽수 :272

정가 :25,000원

ISBN:9788997931132

 

*3D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
 인벤터 모델링

 
출시예정

 3D 프린팅

관련 강의자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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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9 Ver 솔리드웍스
정적구조 공학해석 실무

저자 :공학박사 이상만

발행 :2019년 01월 11일

쪽수 :264

정가 :30,000원

ISBN:9791162480243

 

솔리드웍스
열 및 유체유동 공학해석 실무

저자 :공학박사 이상만

발행 :2017년 4월 12일

쪽수 :297 

정가 :30,000원

ISBN:9791185276922

 

솔리드웍스 
정적구조 공학해석 실무

저자 :이상만

발행 :2015년 9월 22일 

쪽수 :216

정가 :25,000원

ISBN:9791185276250

 

솔리드웍스
구조 및 유동 공학해석 기반

저자 :공학박사 이상만

발행 :2017년 03월 17일

쪽수 :320 

정가 :28,000원

ISBN:9791185276878

 

SOLIDWORKS 2018 & 3D 프린팅
Basic for Engineer

저자 :이원모,신충식,노수황

발행 :2018년 3월 16일 

쪽수 :544

정가 :32,000원

ISBN:9791162480076

 

솔리드웍스 3차원 모델링
예제집

저자 :조성일

발행 :2014년 3월 3일 

쪽수 :256

정가 :25,000원

ISBN:9791185276052

 

SOLIDWORKS 2014 & 3D 프린팅
Basic for Engineer [개정판]

저자 :이원모,조성일,노수황

발행 :2015년 07월 01일 

쪽수 :530

정가 :32,000원

ISBN:9791185276236

 

SOLIDWORKS 2013 (Basic)
for Engineer 동영상 강좌 DVD

저자 :메카피아

발행 :2013년 8월 14일 

러닝타임 :18시간 25분

정가 :90,000원

ISBN:9791185276007

 

 솔리드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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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AD Onshape
3D 모델링 활용서

저자 :이지혜,이경미,김미희

발행 :2018년 1월 5일 

쪽수 :297

정가 :19,000원

ISBN:9791162480021

 

NX 3D 모델링
실기 활용서

저자 :권영은

발행 :2018년 1월 19일

쪽수 :352

정가 :30,000원

ISBN:9791162480007

 

NX
Library 활용 기본편

저자 :권영은

발행 :2016년 9월 20일 

쪽수 :352

정가 :28,000원

ISBN:9791185276724

 

3차원 CAD 설계자를 위한 
SOLID EDGE ST8 BASIC

저자 :김재호,김성렬,심진희

발행 :2015년 10월 20일  

쪽수 :528

정가 :30,000원

ISBN:9791185276274

 

3D CAD 전문가 양성을 위한 
CATIA V5 SURFACE 입문과 활용

저자 :강연이

발행 :2017년 6월 26일

쪽수 :552

정가 :35,000원

ISBN:9791185276953

                                        

예제로 쉽게 따라하는
Revit & Navisworks 2016

저자 :박남용,윤근우

발행 :2016년 3월 7일

쪽수 :432

정가 :35,000원

ISBN:9791195533213

 

 3차원 CAD

[도서출판 메카피아]의 도서를 교재로 채택하시는 
교수, 교강사님께는 강의용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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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
기계제도 입문서
도면작성 핵심 가이드북
저자 :조성일,이원모,정인수,이예진

발행 :2016년 3월 20일 

쪽수 :460

정가 :28,000원

ISBN:9791185276618

 

캐드 파워 유저들이 극찬한 캐드!
proge CAD

저자 :윤병희,이희진,조성일,이예진

발행 :2016년 10월 12일

쪽수 :353

정가 :27,000원

ISBN:9791185276793

 

BricsCAD
쉽게 따라하기

저자 :인터그래프코피아㈜ 민경훈,주태환

발행 :2019년 1월 10일 

쪽수 :255

정가 :28,000원

ISBN:9791162480229

 

쉽게 따라하는 
AutoCAD 2D/3D 
도면예제집
저자 :씨비티솔루션즈-에듀

발행 :2018년 7월 10일 

쪽수 :548

정가 :22,000원

ISBN:9791187244271

                                                 

초보자를 위한 
AutoCAD 2014 동영상 강좌 DVD

저자 :메카피아

발행 :2014년 09월 26일 

러닝타임 :6시간 34분

정가 :35,000원

ISBN:9791185276151

 

AutoCAD for ACU
ACU 가이드북

저자 :(주)비아이엠에스

발행 :2015년 5월 6일 

쪽수 :384

정가 :28,000원

ISBN:9791185276182

 

닥치고 이것만 해!
CAD 실무능력

저자 :석형태,서관덕

발행 :2018년 10월 19일 

쪽수 :456

정가 :22,000원

ISBN:9791187244318

 

*AutoCAD 2019

 
출시예정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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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수업을 위한
틴커캐드 디자인 <1>

저자 :고성민,이지윤

발행 :2019년 01월 11일

쪽수 :143

정가 :10,000원

ISBN:9791162480236

 

Autodesk [정식한글버전]
틴커캐드+3D 프린팅

저자 :김차희, 노수황

발행 :2018년 5월 4일 1쇄 

쪽수 :224

정가 :15,000원

ISBN:9791162480113

 

Autodesk
123D DESIGN+
3D 모델링&3D 프린팅
저자 :김차희,노수황,조성일,이예진

발행 :2016년 2월 15일

쪽수 :288

정가 :18,000원

ISBN:9791185276601

 

123D DESIGN과 함게 하는
창의적인 3D 모델링 첫걸음

저자 :메카피아

발행 :2016년 10월 10일 

러닝타임 :7시간 30분

정가 :32,000

ISBN:9791185276816

 

오토데스크 123D DESIGN과
3D 모델링 입문 활용서

저자 :노수황, 이예진

발행 :2018년 7월 10일 3쇄 

쪽수 :392

정가 :26,000원

ISBN:9791162480168

 

Meshmixer 베이직
3D 프린터용 제품제작 활용서

저자 :노수황, 문용재

발행 :2018년 3월 9일

쪽수 :320

정가 :25,000원

ISBN:9791162480069

 

FUSION 360
3D 모델링 & 3D 프린팅 [입문편]

저자 :노수황,이예진,유동욱

발행 :2018년 4월 20일

쪽수 :440

정가 :28,000원

ISBN:9791162480106

 

Autodesk 
Fusion 360과 3D 프린팅 실전 활용서

저자 :조성일,노수황

발행 :2016년 1월 4일 

쪽수 :384

정가 :28,000원

ISBN:9791185276540

 

 3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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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 자격증

Fusion360 & 3D Printing 
거침없이 배우기

저자 :조성일,이상학

발행 :2016년 08월 22일 

쪽수 :410

정가 :30,000원

ISBN:9791185276762

 

Autodesk
틴커캐드+3D 프린팅

저자 :김차희,노수황

발행 :2015년 9월 1일

쪽수 :288

정가 :20,000원

ISBN:9791185276267

 

솔리드웍스 정적구조 공학 해석 실무
동영상 강좌 DVD

저자 :공학박사 이상만

발행 :2016년 4월 8일

러닝타임 :14시간 15분

정가 :200,000원

ISBN:9791185276663

 

*3D프린팅 수업을 위한 틴커캐드 
 디자인 [2] 

 
출시예정

전산응용기계제도(CAD)
2D 도면작업과 3D 형상 모델링 작업
실기실무 도면집
저자 :노수황,주영환,이원모, 신충식

발행 :2019년 3월 4일 

쪽수 :524

정가 :27,000원

ISBN:9791162480281

                                            

3D 형상 모델링 
실기 실무 도면집

저자 :주영환,강명창

발행 :2018년 7월 20일

쪽수 :328

정가 :25,000원

ISBN:9791162480182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실기
기능사.산업기사.기사 
과제도면 예제집
저자 :이홍우,노수황

발행 :2018년 7월 10일 

쪽수 :378

정가 :25,000원

ISBN:9791162480151

 

2014 최신 작업형 실기대비
기계설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2D&3D 실기 도면집
저자 :노수황,정인수,조성일,김차희

발행 :2014년 7월 01일 

쪽수 :272

정가 :26,000원

ISBN:979118527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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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 자격증

솔리드웍스 사용자를 위한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설계산업기사
2D&3D실기 퍼펙트 가이드북
저자 :조성일,이원모,노수황

발행 :2014년 8월 20일 

쪽수 :544

정가 :30,000원

ISBN:9791185276144

 

인벤터 사용자를 위한
기계설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2D&3D실기 퍼펙트 가이드북
저자 :조성일,노수황,김차희,정인수

발행 :2014년 5월 10일 

쪽수 :592

정가 :30,000원

ISBN:9791185276090

 

인벤터 사용자를 위한
전산응용기계제도(CAD) 2판
2D&3D 실기 퍼펙트 가이드북 
저자 :조성일,노수황,김차희

발행 :2017년 07월 10일 

쪽수 :592

정가 :30,000원

ISBN:9791185276960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2D 도면작성 및 3D 형상모델링
훈련도집
저자 :이홍우,정인수

발행 :2016년 6월 10일

쪽수 :304

정가 :22,000원

ISBN:9791185276717

 

전산응용(CAD)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이론/기출문제

저자 :김화정

발행 :2018년 9월 14일 

쪽수 :680

정가 :26,000원

ISBN:9791187244295

 

3차원 CAD 사용자를 위한 
3D 모델링 실기/실무 트레이닝 도면집

저자 :메카피아

발행 :2014년 03월 10일 

쪽수 :368

정가 :28,000원

ISBN:9791185276076

 

*전산응용기계제도(CAD)기능사
  실기실무 도면집

 
출시예정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2D 도면작성 및 3D 모델링 실기실무 활용서 

 
출시예정

*일반기계기사/기계설계산업기사 실기 
  출제도면 예제집

 
출시예정



11

 현장실무 활용서

최신 플랜트  
배관설계편람 현장실무 활용서

저자 :메카피아 노수황

발행 :2019년 1월 11일 

쪽수 :560

정가 :30,000원

ISBN:9791187244349

 

최신개정 KS규격에 따른
기계 금속재료편람 현장실무 활용서

저자 :메카피아 노수황

발행 :2019년 1월 11일 

쪽수 :792

정가 :35,000원

ISBN:9791187244363

 

현장기술자를 위한
KS규격&기계설계 실무 데이터북

저자 :테크노공학기술연구소

발행 :2018년 03월 15일 

쪽수 :800

정가 :35,000원

ISBN:9788997931248 

 

현장실무용
기계설계 핸드북

저자 :테크노공학기술연구소

발행 :2014년 8월 10일 

쪽수 :944

정가 :42,000원

ISBN:9788997931125

 

철강 및 비철금속재료
규격편람

저자 :노수황

발행 :2016년 4월 15일 

쪽수 :544

정가 :30,000원

ISBN:9791185276656

 

현장 기술자를 위한 데이터 핸드북
기계설계도집

저자 :테크노공학기술연구소

발행 :2013년 09월 25일 

쪽수 :304

정가 :30,000원

ISBN:9788997931101 

 

현장 기술자를 위한 데이터 핸드북
기어 설계핸드북

저자 :테크노공학기술연구소

발행 :2014년 1월 2일 

쪽수 :472

정가 :32,000원

ISBN:9788997931118 

 

현장 기술자를 위한 데이터 핸드북
자동화기계설계 실무 활용서

저자 :테크노공학기술연구소

발행 :2013년 8월 10일

쪽수 :608

정가 :35,000원

ISBN:978899793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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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를 위한 데이터 핸드북
컨베이어설계 실무 활용서

저자 :테크노공학기술연구소

발행 :2013년 8월 10일 

쪽수 :372

정가 :30,000원

ISBN:9788997931095

 

설계입문자를 위한
자동화기계 설계도면집

저자 :테크노공학기술연구소

발행 :2013년 1월 7일 

쪽수 :327

정가 :28,000원

ISBN:9788997931026

 

실무에 유용한
기계설계 데이터북

저자 :테크노공학기술연구소

발행 :2012년 8월 17일 

쪽수 :608

정가 :30,000원

ISBN:9788997931019

 

기계설계 및 배관설계자를 위한
KS JIS 표준 규격품 CAD DATA 라이브러리

저자 :메카피아

발행 :2013년 5월 1일 

DVD

정가 :100,000원

ISBN:9788996398967

 

현장기술자를 위한
기계설계도면 데이터북

저자 :메카피아

발행 :2014년 2월 10일 

쪽수 :376

정가 :32,000원

ISBN:9791185276069

 

최신개정 KS규격에 따른
금속재료 핸드북 현장실무 활용서

저자 :테크노공학기술연구소

발행 :2013년 7월 1일 

쪽수 :760

정가 :35,000원

ISBN:9788997931071

 

컨베이어 설계도면 
CAD DATA(CD)

저자 :메카피아

발행 :2013년 06월 24일 

DVD

정가 :200,000원

ISBN:9788996398974

 

기계설계도면 
CAD DATA 100선(CD)

저자 :메카피아

발행 :2013년 6월 24일 

DVD

정가 :200,000원

ISBN:9788996398981

 

 현장실무 활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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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규격 & 기계설계 데이터 핸드북

 
출시예정

*메카설계 핸드북 
  MECHA DESIGN HANDBOOK

 
출시예정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

저자 :김현주,이진주,김유홍,이애본,정혜옥

발행 :2018년 10월 17일 

쪽수 :196

정가 :13,000원

ISBN:9791187244301 

 

新 항공관계법규
최근개정법령 적용

저자 :김종천

발행 :2018년 5월 11일 

쪽수 :684

정가 :23,000원

ISBN:9791187244264

  

 건축 • 기타

건축직 공무원 시험대비
건축 구조역학

저자 :이관석, 박남용

발행 :2016년 2월 29일 

쪽수 :456

정가 :23,000원

ISBN:9791195533299  

  

기사 산업기사 대비 
신경향 건설 구조역학

저자 :이관석, 박남용

발행 :2016년 3월 11일 

쪽수 :300

정가 :20,000원

ISBN:9791187244004 

 

실무중심 
건설적산학

저자 :김낙석, 박효성

발행 :2016년 2월 29일 

쪽수 :472

정가 :20,000원

ISBN:9791195533282

 

교재문의 및 질문답변은 네이버 메카북스 카페를 이용해주세요. 

https://cafe.naver.com/mecha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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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IVE 영어문법

저자 :이상훈, 정재완

발행 :2015년 9월 3일 

쪽수 :328 (책속의책)

정가 :15,000원

ISBN:9791195533237

 

뇌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

저자 :손매남

발행 :2015년 10월 25일 

쪽수 :280

정가 :17,000원

ISBN:9791195533251

 

뇌, 치유를 말하다

저자 :손매남

발행 :2017년 8월 18일 

쪽수 :320

정가 :17,000원

ISBN:9791187244127

 

뇌, 정신건강을 말하다

저자 :손매남

발행 :2017년 2월 17일 

쪽수 :260

정가 :17,000원

ISBN:9791187244066

  

개쉬운영어의 
내생애 마지막 영어

저자 :개쌤·개프

발행 :2018년 1월 12일  (2쇄) 

쪽수 :304

정가 :15,000원

ISBN:9791187244035

 

이지차이나 3분중국어 
내 생애 첫 중국어

저자 :유지현

발행 :2018년 12월 11일 

쪽수 :292

정가 :14,000원

ISBN:9791187244356

 

TOPEL Kids 기출문제집 Level 2

저자 :(사)한국역량개발평가원

발행 :2017년 9월 28일 

쪽수 :108

정가 :16,000원

ISBN:9791187244141

 

TOPEL Kids 기출문제집 Level 1

저자 :(사)한국역량개발평가원

발행 :2017년 9월 28일 

쪽수 :128

정가 :16,000원

ISBN:9791187244134

 

 뇌과학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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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EL Jr 1급

저자 :(사)한국역량개발평가원

발행 :2017년 10월 2일 

쪽수 :222

정가 :18,500원

ISBN:9791187244158

 

TOPEL Jr 2급

저자 :(사)한국역량개발평가원

발행 :2017년 10월 2일 

쪽수 :222

정가 :18,500원

ISBN:9791187244165

 

TOPEL  Jr 3급

저자 :(사)한국역량개발평가원

발행 :2017년 10월 2일 

쪽수 :172

정가 :18,500원

ISBN:9791187244172

 

쉽게 따라하는 포토샵 CS6+CC

저자 :정근욱,윤상수,정도영,김미라

발행 :2018년 8월 17일 

쪽수 :420

정가 :20,500원

ISBN:9791187244226

 

TOPEL Intermediate 1급

저자 :(사)한국역량개발평가원

발행 :2017년 10월 2일 

쪽수 :218

정가 :18,500원

ISBN:9791187244189

 

TOPEL Intermediate 2급

저자 :(사)한국역량개발평가원

발행 :2017년 10월 2일 

쪽수 :202

정가 :18,500원

ISBN:9791187244196

 

TOPEL Intermediate 3급

저자 :(사)한국역량개발평가원

발행 :2017년 10월 2일 

쪽수 :216

정가 :18,500원

ISBN:9791187244202

 

 외국어 • 기타



본점
경기 파주시 신촌2로 24번지

TEL : 031-8071-0088
FAX : 031-942-8688

email : pnpbook@naver.com

서울지점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B동 331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TEL : 02-861-9044
FAX : 02-861-9040

email : mechapia@mechapia.com

 [엔지니어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날까지!] 
For the Engineer, Of the Engineer, By the Engineer

www.mechapia.com www.pnpbook.com

-  교 재 문 의  -
본점 담당 : 최영민 010-7684-0007

지점 담당 : 이정훈 010-2070-7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