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 장 포괄적인 소재 데이터베이스가 선보이는

소재 소싱 디렉터리와 검색 엔진

직접 공급 업체

대체 공급 업체

상호 참조

Total Metals 모듈과 함께한 시너지에 Suppliers 모듈은 전세계로부터 재료
사양 및 공급업체 간에 정확한 관련성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도전
kk 빠르게 다양한 범위의 지정된 재료에 따라
적합한 공급업체에 확인하기

해결법
엔지니어링과 구매 업무 기능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kk 저렴한 비용 국가들에서 대안을 검색함에 따라

Suppliers는 3개의 주요 이익을 통해 엄청난 시간 절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kk 글로벌 구매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돕는

Total Materia 패키지와의 통합으로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대체 공급 업체 검색 가능

재료 배송에 가격 변동성과 촉박한 마감일을
지키는 것을 다루기
다양한 국가에서 재료 공급 업체 찾기

kk 공학, 구매 및 제조간 커뮤니케이션 향상하기

혜택
kk 재료 구매 비용 절약 기회 제공
kk 엔지니어링 및 조달의 시너지 향상
kk 공급 업체와의 연결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비용 낭비 오류 방지

소재 소싱 디렉터리와 검색 엔진

Suppliers는 관심 소재와 전 세계의 해당 소재 공급자 검색 사이를 직접
연결해주어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며 이는 구매 과정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1
직접 공급자

Total Metals

재료 표준
표준 번호
스틸 그룹
배송 형태
열처리

유사성

2
기계적 특성

화학 조성

대체 재료

상호 참조
대체 공급자

1 - 직접 보급,

2 - 대제 보급

버튼은 클릭하면 Suppliers의 식별
전 세계의 재료 공급 업체를 빠르게 탐색 및 검색해 보십시오. 450,000개 이상의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Total Metals와 PolyPLUS의 조합을 통해 공급 업체와 그들의 재료는 재료명과 규격으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마우스로 이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대체재 검색 융통성
화학 조성, 기계적 성질 또는 이 둘의 조합을 이용하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고 특허 받은 등가
소재 검색 기술을 통한 대체 재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화학 조성 및 기계적 성질의 중요도
비율을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유사성에 따라 대체재가
나타나며 상세한 물성치 비교를 위해 Total Materia Database의 핫 링크가 표시됩니다.

상호 기능,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큰 숫자의 나라 & 언어
공학에서 구매 부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툴을 제공하며 74개국으로부터 재료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전세계 공급 업체, 그리고 24개 언어가 가능하는 플랫폼,
Total Materia는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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