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 계산 용 다양한 소재 특성 리소스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소재 데이터베이스가 선보이는

도전

 k 고급 공학적 계산과 컴퓨터 지원 설계 
(CAE) 그리고 유한요소 분석 (FEA) 
시뮬레이션에 필수적인 재료 데이터 찾기

 k 다양한 온도일 때 그리고 다른 변형률 
속도일 때 응력-변형률 곡선 얻기

 k 미국, 유럽 및 아시아와 같은 다양한 
원산지를 가진 재료들의 피로성 데이터 
비교

해결법

 Extended Range는 중요한 설계 활동에 필요한 독자적인 고급 
물성 데이터들을 제공하며, 고급 선형 및 비선형 계산에 필요한 
물성 정보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신뢰성 높은 재료 특성 
정보를 찾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위해, 90년 전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는 3,000개 이상의 
참고 문헌의 실험 데이터들이 독자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을 
통해 처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혜택

 k 비용 낭비적이거나 위험한 오류 방지

 k 더 비용 효율적이며 최적화된 설계 관련 새로운 기회 제공

 k 전체 공정 체인에 걸친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응력-변형률 도표 성형성 곡선 피로 데이터 크리프 데이터

Total Materia의 Extended Range 데이터 세트는 고급 구조 및 열적 계산 및 분석에  
필요한 독보적인 재료 특성 정보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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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Materia의 Extended Range 데이터 세트는 고급 구조 및 열적 계산 
및 분석에 필요한 독보적인 재료 특성 정보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포함 정보: 응력-변형률 곡선, 성형성 도표, 피로 데이터 등.

수천개의 응력-변형률 곡선 
다양한 열처리, 작동 온도 및 변형률 속도(준 정적-1,000 1/s)에 따른 소성 범위 내의 계산을 위한 
150,000개 이상의 응력-변형률 곡선의 독자적인 컬렉션을 50,000개 이상의 재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 및 공칭 응력 변형률 곡선이 사용자가 정의한 온도 및 변형 속도에서의 곡선을 
보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주어집니다.

방대한 주기적 특성 컬렉션 
다양한 열 처리 및 하중 조건에서의 e-N 및 S-N 도표를 포함하여 35,000개 이상의 재료에 관한 
변형률-수명 및 응력-수명 매개변수의 가장 큰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단조 특성은 통계적 피로 
변수들과 함께 적용 가능한 참고 문헌에 포함됩니다.

물성치 추정에 특허 방법론 
Total Materia의 상호 참조 테이블과 등가 재료 특성에 기반하여 Extended Range는 추가적으로 
90,000개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과 다른 80,000개 재료의 주기적 특성의 추정값을 제공합니다. 
비록 추정값이 완벽하게 실험값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연구 및 계산에 있어 가치있는 
시작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설계 및 시뮬레이션에 더욱더 고급 물성치 
단조, 드로잉 및 다른 성형 시뮬레이션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온도 범위에서의 성형 제한 및 고-
변형률 곡선을 제공합니다. 파괴 역학 K1C, KC, 균열 성장 및 파리법칙 매개변수도 균열 성장에 
해당하는 그래프와 함께 나타나질 것입니다. 크리프 데이터는 구성 부품의 잔여 수명 및 라르센-
밀러 매개변수 계산과 함께 다른 온도에서의 항복 응력 및 크리프 파괴 강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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