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SPEC
Mantissa®

Mantissa®:
Mantissa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

우리의 물류 운용 시스템은 어떻게 작업하는가?

•

시스템의 처리속도와 효율을 어떠한가?

•

우리의 컨셉트,디자인,테스트,제작 및 설치능력은 어떠한가?

•

但하지만 제일 많이 대답한 질문은 [Mantissa는 도대체 무엇인가?] 일 것입니다.

Man•tis•sa (man-tĭs’a).
는 수학명사입니다.수학에서 제일 정확한 실체로서 무한 수자입니다.
Mantissa 사는 1973년도에 건립되였으며 처음부터 제일 선진적인 수송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 스시템은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설치한 많은 물류 운용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고있습니다.
Mantissa사는 SI(System Integrator)로서 회사내의 자원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우수한 제품 납품회사와 함께
합작하여 다양한 업종의 고객에게 제일 우수한 시스템을 납품하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여년의 다양한 업종의 납품실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인적자원,창조성적인 아이디어 및 전면적인
기술지지로써 Mantissa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물류운용 시스템 SI(System Integrator)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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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중의 다양한 제품과 성공적인 실시는 Mantissa사가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공하는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일뿐만 아니라 더욱히는 Mantissa사의 원칙입니다.
Mantissa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근거하여 토탈 solution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

구체적 문제의 solution 제공

•

우수한 디자인 능역

•

최고의 제품 제작

•

정확한 설치 서비스

Mantissa에서는 제때에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납품업체와 고객 관계중에서 제일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세아 지역에서 Metech 사를 우리의 partner로 삶은 중요한 원인입니다.
Metech사는 Mantissa의 아세아지역에서의 총괄대표회사로서
•

고객에서 토탈 system integrat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

미국과 중국의 우수한 엔지니어와 제조능력을 충분히 통합할수 있으며

•

전 세계에 다양한 물류운용시스템의 우수한 solution을 납품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것이 Mantissa가 할수 있는것, 지금 하고 있는것을 정확하게 정의하였을 뿐만아니라 성공의
의미를 해석할수 있다고 봅니다. 고객의 성공,Mantissa의 성공.
수학명사 mantissa의 의미와 같이 우리는 더욱 좋게,더욱 빨리,더욱 높이 를 항상 추구하여 왔고 또 계속
추구할것입니다.
ME International Technology Co.,Ltd.
No.2588 Jinhai Road,Sassin Building,Room 435. Pudong District. Shanghai .China. 201209
Phone: 0086-21-60936266, Fax: 0086-21-60936268, Email: sales@metech-china.com
Website: www.metech-ch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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