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규격 및 소재 업데이트 추적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소재 데이터베이스가 선보이는

도전

 k 최신 정보를 보증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써 
작업할 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k 사업간 다른 영역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k 재료, 표준 및 사양 변화가 최신으로 
머무는

 k 정보 사용, 구성 관리 그리고 통합 과정 
품질과 관련된 기업 모범 사례에 공헌하여

해결법

 가장 최신의, 따라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 표준 규격 버전 업데이트 시 물성 데이터의 변경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특정 설계 요구에 따라 관심 소재 및 소재의 변경 내역을 추적 가능

혜택

 k 정확하고 최신 정보의 신뢰성은 사용된다

 k 표준 획득에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고

 k 최적화된 정보 사용 작업 흐름을 통한 사업 우수성을 이끄는

국제적 표준이 변화하는 오늘날 계속 증가하는 속도에, 그리고 생산자 사양에,  
Tracker는 고객님의 중요한 재료 추적 요구성에 Total Materia의 해답입니다.

소재 관심 규격 소재 추적제작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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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Tracker는 중요 규격 및 재료 정보 변경 사항 
유무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재료 정보의 정확한 변경 사항을 제공하며 
중요한 특성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 되었는 지 혹은 버전의 세부사항이 

단순히 업데이트 되었는 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규격 및 소재 업데이트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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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방침으로부터 더욱 혜택을 가져가세요 
기준 및 생산자 사양으로 변화의 가장 빠른 속도를 다루기 위해, Total Materia의 업데이트 및 업
그레이드는 가장 최신 데이터 자산을 가능하게 만들어, 1달마다 구성됩니다. 매달마다 데이터베이
스 내 구성된 정확한 레포트 수정을 제공함에 따라, Tracker는 전체 비즈니스에 잘 알려지고, 믿
을수 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결정이 구성되는 것을 허용하게 합니다.

업데이트 추적에 똑똑하고 직관적인 방법 
Tracker는 업데이트 되어져온 재료 및 기준에 대한 종합 레포트를 합산합니다, 버전 넘버 및 금단 
정보를 포함하여, 기본 화학적 구성 세부사항으로부터 새로운 응력 변형률 곡선까지, 재료 레벨에
서 정확하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볼 수 있는 분석 레포트와 함께.

집중 추적에 마음에 드는 재료 선택 
Tracker는 가장 널리 사용된 재료의 즐겨찾기 목록을 생성하는 능력을 통해 모든 엔지니어링 팀
에 의하여 사용되어져온 가장 최신의 정보를 보증하고 최고 사례 활동을 지원합니다. 게다가, 
eXporter 모듈과 함께 Tracker의 선택적 결합은 “즐겨찾기”의 목록 위 수정에 더욱더 집중된 추적
을 행하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것들의 물성치를 CAE 해결사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얻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