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www.semsportal.com

註: 상기 기술 데이터는 당사의 기술 혁신과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굿위 고객은 굿위 제품의 최신 데이터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업 계약은 계약 체결시 최신 버전의 데이터를 기초로 함.

www.goodwe.com

GoodWe (Germany) 
Fürstenrieder Str. 279a 81377 München, Germany 
T: +49 8974120210    +49 421 83570-170 (Service)
sales.de@goodwe.com
service.de@goodwe.com

GoodWe (Korea) 
8F Invest Korea Plaza, 7 Heoleung-ro
Seocho-gu Seoul Korea (06792)

T: 82 (2) 3497 1066
sales@goodwe.com
Larry.Kim@goodwe.com   

GoodWe (China) 
No.189 Kunlunshan Rd., SND, Suzhou, 215163, China
T: +86 (0) 512 6239 7998
sales@goodwe.com
service.chn@goodwe.com

GoodWe (Netherlands) 
Franciscusdreef 42C, 3565AC Utrecht, the Netherlands 
T: +31 (0) 30 737 1140
sales@goodwe.com
service.nl@goodwe.com

GoodWe (India) 
1202, G-Square Business Park, Sector 30A, Opp. Sanpada 
Railway Stn., Vashi, Navi Mumbai- 400703
T: +91 (0) 2249746788
sales@goodwe.com
service.in@goodwe.com

GoodWe (Mexico) 
Oswaldo Sanchez Norte 3615, Col. Hidalgo, Monterrey, 
Nuevo Leon, Mexico, C.P. 64290
T: +52 1 81 2871 2871
sales@goodwe.com
soporte.latam@goodwe.com

GoodWe (Turkey) 
Adalet Mah. Megapol Tower K: 9 No: 110 Bayraklı - Izmir 
T: +90 (232) 935 68 18
info@goodwe.com.tr
service@goodwe.com.tr

GoodWe (UK) 
6 Dunhams Court, Dunhams Lane, Letchworth 
Garden City, SG6 1WB UK
T:+ 44 (0) 333 358 3184
enquiries@goodwe.com.uk
service@goodwe.com.uk 

GoodWe (Italy) 
Via Cesare Braico 61, 72100 Brindisi, Italy
T: +39 338 879 38 81; +39 831 162 35 52
valter.pische@goodwe.com
service.it@goodwe.com

GoodWe (Australia) 
Level 14, 380 St. Kilda Road, Melbourne, 
Victoria, 3004, Australia
T: +61 (0) 3 9918 3905
sales@goodwe.com
service.au@goodwe.com

GoodWe (Brazil) 
Rua Abelardo 45, Recife/PE, 52050-310 
T: +55 54 992504491
sales@goodwe.com
servico.br@goodwe.com



올인원 모니터링

& 종합적인 가시화

유지보수 비용 절감 :

발전시스템의 성능을 

완벽하게 가시적으로 

확인 및 원격조정으로 

문제 및 불량 해결 기능

업체별 발전소별로 실시간 및 통계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계정에 있는 모든 발전소들을 

다이나믹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굿위의 모니터링시스템(SEMS)은 연회비 없이 제공되는 모니터링 플랫폼으로서 최대의 

발전량을 보장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제공합니다. SEMS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데이터 처리, 맞춤형 차트, 알람기능 및 유지 보수 기능을 통해 사업주, 운영관리자 및 

자산관리자가 발전시스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SEMS는 신뢰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기능과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운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주, 시공사 및 운영자별로 

다른 등급의 접근권한으로 다수의 발전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급속 경보 및 상세한 보고관리: 급속 고장 분석은 설치자가 고장을 시정할 수 있게 

하며, 최대 중단 시간을 줄이고, 최종 비용은 절약해 드립니다.

최적화 경보 시스템

오류 자체 분석 및 문제 해결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고장을 목록 상위로 올림 

오류 분류 및 우선 순위 지정

오류 분석 제안+

다국어(한국어포함) 플랫폼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원거리 

접속 및 통신

3 단계 데이터

암호화

안전 안정 신속

정확하고 복합적인 발전소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모니터링 내용과 디자인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내용이외에 별도의 보고서 생성도 가능합니다.

발전량보고서 및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

다중 터미널 

호환성 및 공유

모바일 앱

PC 모니터링 

실시간 디스플레이

대용량 서버 클라우드 백업

중단점 연속 데이터 전송

서버 불량에 대비한 백업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