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 장 포괄적인 소재 데이터베이스가 선보이는

생산성 향상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소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사용자의 데이터 +

Total Materia =

Total Materia Integrator

Total Materia Integrator는 내부 표준 및 규정, 테스트 데이터 또는 외부 데이터 소스 같은
중요한 정보들에 대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입니다.

도전

해결법

kk 흩어져 있고, 파편화된 여러 데이터 소스
관리

kk 조직 전체에 걸쳐 정확한 소재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

모든 수정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완벽한 추적성

kk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 정의 속성, 데이터 세트 및 문서를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kk 빠르게 변하는 소재에 대한 규격의 변경
사항을 확인

소재 특성 및 관련 정보를 삽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간편하고, 라이트하며 사용하기 쉽지만 강력한 웹 응용
프로그램

단 몇 초 내로 고급 물성 검색, 소재 비교 및 데이터 세트,
데이터 추출 가능

장점
간단함 : 융통성있는 패키지 구성,
온라인 버전 혹은 설치 버전

신속함 : 몇 시간 내로 사용 할 수
있는 빠른 준비 기간

최신 : 매달 새로운 기능 및 데이터
업그레이드

사용의 편리함 : 표준 Total Materia
인터페이스로 검색이 쉬움

강력함 : Total Materia와 결합 되어,
확실한 데이터 관리 도구를 제공

저렴한 가격 : 경쟁 솔루션들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

www.totalmateria.com

세계 제일의 방대한 소재 데이터베이스
Total Materia와의 시너지 효과로 , Integrator는 더 나은 엔지니어링 의사 결정, 시간
절감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견고하고, 쉽게 구축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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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
Integrator는 다양한 사용자 정의의 데이터세트와 문서에 따라 다양한 특성, 도표, 특정 재료에
관한 곡선을 추가할 수 있는 융통성과 함께 인터페이스 이용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합니다. 배치에
따른 신속성, 생산성과 정확성의 즉각적인 향상 그리고 세계 수준의 지원이 모두 합해져서 금액
대비 뛰어난 가치를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와 통합의 힘
Total Materia 데이터베이스와의 통합을 통하여 Integrator는 450,000개 이상의 소재에 대한 고
급 물성 검색, 재료 및 데이터세트의 직관적인 비교 도구, CAE 솔버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으로의
데이터 추출 등의 기능을 단 몇 초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Key to Metals AG, Doldertal 32, 8032 Zürich, Switzerland
Phone: +41 44 586 49 59, Fax: +41 43 508 00 99, CustService@totalmateria.com

www.totalmate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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