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재료의 목록 결합, 저장, 생성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소재 데이터베이스가 선보이는

도전
 k 자주 사용하는 재료에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k 표준 개정 변경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 요구 사항

혜택
 k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개인 맞춤형 재료 확인
 k 팀 의사 결정에서 제어 및 일관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 
목록 공유를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

Material Consile은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개인화된 재료 선택 결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솔루션
 Material Console은 Total Materia의 45만 개 이상의 재료를 Total Materia에서 얻은 검색 결과에서 여러 목록으로 증류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영역에서 목록을 컴파일한 다음, 계속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재료의 레이블 라이브러리로 목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지정하면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자주 사용되는 자료에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제 
자료 및 관련 정보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번개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재료 선택 도구로는 재료 비교, 특성 및 그래프 비교, 시각적 분석 및 재료 비교 등을 위한 분석 등이 있다

Material Console

작업 목록 저장된 목록 즐겨찾기

 k 재료 선택 및 확인 결정의 투명성
 k 오래된 재료를 피하고 최신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최적화 및 위험 감소

 k 단일 화면에서 다중 재료 및 특성 비교 

 k 재료 선택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

비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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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즐겨찾는 재료 목록을 저장, 생성, 결합하고 트래커를 통해 업데이트 된 정보를 
유지하면서 재료 프로파일의 모든 측면을 개선, 비교 및 시각화 할 수 있습니다. 즉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맞춤형 재료 목록에 대한 간단한 워크플로우 강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Total Materia에서 450,000 개가 넘는 재료의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재료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이용 가능한 직관적인 검색을 통해 서로 다른 프로파일과 용도에 따라 
재료 목록을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내구성 및 강도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모든 유럽 및 일본 
구조용 강철에 즉시 액세스하거나 반복 시뮬레이션을 위해 높은 변형률의 응력 변형률 데이터를 갖는 
자동차 알루미늄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 Material Console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재료 추적 및 다음 단계 추적 
정의 된 재료 목록을 Total Materia의 월별 업데이트와 카탈로그화 하는 편의성을 결합하여 즐겨찾는 저
장된 재료에 대한 변경사항을 추적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인식하고 반응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
스 내 20,000 개 이상의 표준에 대한 개정 업데이트 알림이든, 표준화된 특성의 변경 사항 확인, 준수규
정 변경 속도 유지, 재료에 추가 된 새로운 실험 데이터 활용 등 Material Console은 최신 정보를 유지합
니다.

선택 결정된 데이터를 투명하고 검증되어진 출력 데이터로 변환 
개인 목록이 작성되면 재사용 할 수 있으며 수정된 버전은 상세 보고서 또는 내보내기의 형식으로 
프로젝트 검증 내용의 일부로 동료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료 검증의 주요 측면은 
Total Materia에서 구성, 기본 강도, 비선형 거동, 내식성 및 전세계 준수규정를 포함한 재료 프로파일의 
중요한 측면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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