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올인원 모니터링 및 종합적인 시각화

다중 터미널 호환성 및 공유

계정에 연결된 모든 플랜트의
역동적인 컨베이어 발전소

발전 보고서 및 사용자 정의
데이터 분석

서버 재해에 대비한 백업 배포

3단계 데이터 암호화

www.semsportal.com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GoodWe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SEMS)은 연회비 없이 제공되는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화된 운영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SEMS 은 현재 발전량과 장비의 운전상황을 24 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상
징후 시에 즉각 관리자에게 SMS/ 이메일 /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 , 맞춤형 차트와 보고서 , 알람 및 유지 보수 기능 제공으로
발전시스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및 자산관리자는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엄격한 보안관리에 때라서 사업주 , 시공사 및 운영자 별로 각각 다른 등급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의 발전시스템을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국어(한국어포함) 플랫폼

올인원 모니터링
& 종합적인 가시화
업체별 발전소별로 실시간 및 통계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계정에 있는 모든 발전소들을
다이나믹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경보 시스템

급속 경보 및 상세한 보고관리: 급속 고장 분석은 설치자가 고장을 시정할 수 있게
하며, 최대 중단 시간을 줄이고, 최종 비용은 절약해 드립니다.

오류 자체 분석 및 문제 해결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고장을 목록 상위로 올림
오류 분류 및 우선 순위 지정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오류 분석

+

발전시스템의 성능을

제안

완벽하게 가시적으로
확인 및 원격조정으로
문제 및 불량 해결 기능

다중 터미널
호환성 및 공유

모바일 앱
PC 모니터링
실시간 디스플레이

발전량보고서 및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
정확하고 복합적인 발전소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모니터링 내용과 디자인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내용이외에 별도의 보고서 생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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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데이터
암호화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원거리
접속 및 통신

서버 불량에 대비한 백업설정

안전

대용량 서버 클라우드 백업

중단점 연속 데이터 전송

안정

신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