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line services

소유자에게는 최첨단 에너지 리포팅을 
전문가에게는 설비 최적화, 문제 해결, 벤치마킹 성능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능 대시보드 및 에너지 리포팅
ClimaCheck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면 조기 경보를 주거나, 최적화한 상태의 측정이 예상되는 절감치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 시각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ClimaCheck는 최적 성능에 대한 시스템 효율 지수 (SEI) 및 
하부 효율 지수 각각의 차이를 강조하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모든 문제점을 집어 낼 것입니다.

사용자는 있는 위치와 상관없이 설비 최적화 및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해 제조업체, 성능 검사원 및 전문가에게 접근을 허용 
할수 있습니다. 에너지 통계에 따라 상세히 온라인으로 소비를 비교 분석하며, 설비의 누설 탐지를 줄이기 위해 연중무휴 
24/7 "간접 누설 감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콘 및 냉동 장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장비 수명 연장 

다음 정보는 ClimaCheck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 됩니다:
• COP – EER - kW/RT (Coefficient of Performance).
• 시스템 효율 지수 SEI = 총 시스템 효율
• 냉각 및 난방 용량과 열 회수 용량
• 2차 매체의 흐름 (물 / 공기 / 브라인)
• 압축기 효율 (입구 / 출구 온도, 전력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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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ervices
• 응축기 증발기 효율 (입구 / 출구 온도 차)
• 총 에너지 소비
• 난방 및 냉방을 위한 빌딩 에너지 특성
• 제어 기능 (at different loads without expensive travel/data collection)
• 팽창 벨브 기능 (과열도 값)
• 냉매 충전 / 누설
• 압력, 온도, 전원 등에 대한 경보

통합 모뎀, LAN 또는 Wifi를 통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낼수 있습니다.

에너지 통계 및 에너지 특성 (Signatures)!
ClimaCheck online 서비스는 소유주가 설비 에너지 소비량을 벤치
마킹 할수 있도록 에너지 특성을 생성합니다.
기술자는 과거 데이터를 보고 문제를 예상 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기준치를 아는것이 최적화의 첫 번째 단계 입니다.  
ClimaCheck는 현장 또는 장비 구성간 비교가 가능하게 합니다.

SMS 혹은 E-mail을 통한 경보
ClimaCheck online은 최첨단 경보를 제공 합니다. 경보는 각 측정치
또는 계산된 모든 변수에 설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일정에 따라 SMS 
및 E-mail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전송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보를 작동시키지 않고 조기 경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변수의 복
합적인 경보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누설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은 배
출 가스 및 현장 누수 탐지, 높은 에너지 사용 및 압축기 마모를 감소 
시킬수 있습니다.

자동 진단
ClimaCheck는 한눈에 많은 현장을 비교할수 있는 자동 진단기능을 제
공합니다.

인터페이스 – 측정 값 가져오기 및 분석된 데이터 내보내기
제 3의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는 기존 센서를 사용하여 할 수 있으며 ClimaCheck 능력과 합께 BMS 성능을 향상 시
킬수 있습니다. ClimaCheck는 ClimaCheck online Gateway를 제공 할수 있으며 직접 데이터를 바로 server to 
sever로 변환 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limaCheck에 문의 하십시오.

Complete System for LAN and GPRS Part No. 100 
962 (EP Pro EM210)/100 961 (EP Pro EM24)

For DIN-Mounting
Part no. No 100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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