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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377 ENERGY-EYE 자석 장착
SD-CARD, LAN, WIFI, RS-485통신, 자석으로 철판에 고정, 온습도 센서연결









전력 ENERGY 진단장비 분야의
GAME CHANGER
MyWatt ENERGY-EYE 제품
SEM377/SEM380/SEM388 

• 세계 최강자 에너지 진단장비

• ENERGY-EYE 특허 출원

• 3상3선, 3상4선 전력 측정기

• SD-CARD 데이터 저장장치

• FLASH MEMORY 저장장치

• TFT LCD 내장으로 30가지 화면

• RS-485통신, LAN/WIFI 통신

• 온습도 센서, 압력 센서 장착 표시



ENERGY-EYE 
제품의 특징

• 다양한 전류 CLAMP 선택
(5A ~ 6000A) 

• Web Cloud 서비스: 10년 무료
(고객 별 전용 페이지 제공)

• 365일 레포트 자동 생성 제공
(485통신 혹은 Web Cloud)

• 30가지 메뉴 페이지 제공

• 13가지 메뉴 순차 자동 표시

• 5% 이상 에너지 절감 가능



ENERGY-EYE 일간
그래프 비교 기능

• 어제 오늘 비교 그래프

• 지난주 이번주 비교 그래프

• 지난달 이번달 비교 그래프



ENERGY-EYE 제품
1년간 전기사용량
표시 메뉴 제공

• 2022년 1년간 사용량 표시

• 2022년 1년간 전기요금 표시

• 2022년 1년간 GRAPH 표시

• 2022년 일별 전기사용량 표시

• 2022년 월별 전기사용량 표시

• 2022년 년간 전기사용량 표시

• 2022년 일별 GRAPH 표시

• 2022년 월별 GRAPH 표시



10년간 CLOUD 
서비스 무료제공

• 일간/주간/월간/년간 그래프

• 일별/월별 비교 그래프

• 고객별 전용 40찬넬 실시간 상황표 제공

• WIFI 연결 만으로 40찬넬 자료를 10년간
무료 수집 가능

• 일별/월별 EXCEL 자료 수집 가능

• 365일 DATA 레포트 자료 CLOUD 에서
수집 가능



365 DAY DATA REPORT 소프트웨어



LOST ENERGY (낭비되는 KWh) 표시









Korea Innovation Fair 
2022 Dubai 전시회참가

• 2022년 1월 16-18 Dubai 한국
혁신상품 전시회 참가

• 2021년 11월에 개발한 SEM377 
(3.2” LCD 제품, 벽부착형) 전시

• 2021년 11월에 개발한 SEM380 
(3.2” LCD 제품, 판넬형) 전시

• 2022년 1월에 개발한 SEM388 
(4.0” LCD 제품, 판넬형) 전시



SEM388-500A3 10대 구매 및 설치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