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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itre Programs: a complete 
solution for your lab 
쉽고 효율적인 테스트 활동 및 저장 장치를 만들기 위한 완벽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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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itre는 설비를 PC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Gibitre에서 직접 개발 한 것으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표준 Gibitre 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됩니다. 
모든 테스트 결과 및 테스트 그래프는 테스트
가 끝나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Datagest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indows 7, 8 또는 10 운영 체제
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설비와 표준 PC 사이의 연결은 각 설비와 함께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PC에 연결된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분석은 빠르고 간단 합니다 :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바코드 리더를 사용하여 입력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절차  
Standard Gibitre SQL 데이터베이스에는 설비
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국제 표준에 따라 결과
를 계산할 수 있으며, 각 설비에 대한 테스트 절
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절차는 필요에 
맞게 쉽게 준비, 복사 및 편집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별 허용 오차 한계 , 고객 및 시험 절차는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자
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가 한계치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는 것
은 각 시험이 끝날 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통계  
프로그램은 최대, 최소, 평균, 중앙값, 성 편차, 
Cp, Cpk 및 플롯 X- 차트와 결과의 가우스 곡선
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테스트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식별. (Oder, Lot, Batch, 
Product, Customer, Date, Operator), 테스트 절
차, 결과, 허용 오차 한도, 테스트 곡선 (다른 색), 
통계 분석, 메모, 운영자 서명, 회사 로고 
 Gibitre 프로그램은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사용 
가능한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터키어, 폴란드어, 체코어 

 

 

http://www.gibitre.it/page_sin.php?ProdottoN=Sw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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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est Software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는 항상 Gibitre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며 테스트 결과, 통계, 허용 오차 한계, 고객, 제품, 노화 방지 처리 
관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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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뷰 
Datagest 프로그램은 항상 모든 Gibitre 계측
기 제어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되는 데이터베이
스 관리 도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허
용합니다 : 
• 연결된 모든 장비와 함께 저장된 테스트 결과
를 선택, 필터링, 인쇄, 내보내기 및 분석합니다. 
• 시험 조건과 결과를 정의하여 시험 절차를 준
비 할 수 있습니다. 
• 수동 삽입 또는 저장된 결과의 통계 분석 (평

균 및 표준 편차)을 사용하여 각 제품에 대한 허
용 한계를 설정합니다. 
• 다중 계측기 테스트 보고서를 준비하십시오. 
 Gibitre 표준 SQL 데이터베이스  
모든 Gibitre 프로그램은 Gibitre Standard 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소 테스트 결과를 사용합
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회사 서버에있는 기존 SQL 인
스턴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SQL 엔진 
(Express 버전)이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됩니다. 

 Gibitre - 회사 연결 프로그램 는 회사 관리 시스
템 및 Gibitre SQL 표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
되는 정보를 쉽게 동기화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 된 구성 가능한 동기화 도구입니다. 
데이터의 동기화를 통해 결과의 추적 성을 보장
하고 타이핑 오류를 방지하며 바코드 판독기를 
사용하여 연결된 모든 계측기에 대한 테스트 식
별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http://www.gibitre.it/page_sin.php?ProdottoN=SwDa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