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Materia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소재 데이터베이스로,
45만여개의 금속, 고분자, 세라믹, 복합 소재들의
물성 정보에 대한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2000만개의 물성 기록
45만개의 소재
74개의 국가/표준

약 450,000여개 재질의 특성

고급 데이터 관련 3,000개 이상의 소스

금속, 고분자, 세라믹, 복합 소재

약 150,000개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

74개 표준 개발 기구

약 35,000개 재료의 주기적 특성

국제 상호 참조 테이블

물성 추정 및 보간

화학 조성

CAE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추출

기계 및 물리적 성질

미지의 재료 식별

여러 재료 비교 옵션

규격 및 소재 업데이트 트래킹

www.totalmateria.com

모든 종류의 소재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컨설턴트, 중소기업, 큰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Total Materia는 당신의
필요에 맞는 패키지 및 라이선스 옵션이 있습니다.
제품 에디션

구성 요소
Total Materia는 소재 물성 관련 세계 제일의 리소스라 자부합니다. 저희의 주력 제품인
금속 데이터베이스는 35만개 이상의 합금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PolyPLUS는 비
금속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Extended Range에는 응력-변형률 데이터, 피로 데이터
등이 있어, 중요 데이터 소싱 작업을 간소화 하고, 디자인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세계 제일의 방대한 금속 데이터베이스

PolyPLUS

수천 가지 비금속 재료의 물성 데이터

Total Materia는 다양한 제품 형식 및
옵션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싱글 유저 데스크톱 에디션부터, 싱글
유저 웹 에디션, 제품 사용군 별 회사용
멀티 유저 에디션, 글로벌 기업을 위한
기업 에디션까지 있습니다.
멀티 유저 라이선스

독보적인 고급 소재 물성 정보 리소스
즉각적인 미지 재질 식별

DataPLUS

웹 에디션

부식 데이터, 치수, 공차 및 소재의 수천가지 코팅
정보를 제공

Total Materia 데이터베이스의 지식과
정보력을 사내 인트라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할 수 있습니다. 사내의
모든 인원은 언제나 필요할 때 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와 CAE 소프트웨어 간 시너지 향상
중요 규격 및 재질 업데이트 제공
금속 공급 업체 소싱 디렉터리 및 검색 엔진

제품 패키지

패키지

Total Materia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터
수요에 적합한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
하기 위해 이에 맞는 세분화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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