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mated Logic의 System Touch는
시설 관리자와 건물 거주자에게 건물 
장비에 강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터치 스크린 사용자 인터페
이스입니다.System Touch 사용자 인터
페이스는WebCTRL 시스템과 함께 사
용하고 특정영역과 상호작용할 수 있
으며 또한 소규모 시설에서 WebCTRL
시스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
롤의 BACnet®MS/TP 네트워크에 직접 
결함으로써 System Touch 인터페이스
는해당 네트워크의 장비를 검색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기술자 인터페이스, BACnet 
브라우저 및 진단 도구를 매력적인 소
형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벽걸이 용으로 설계된 시스템 터치 인터페

이스는 4.3" 컬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 사용자 정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Automated Logic의 ViewBuilder 도구로 생성된다.

주요 기능 및 장점 

• MS/TP 통신.

• BACnet 브라우저.

• 맞춤 그래픽 지원.

• 복합적인 보안 레벨.

• 온도 및 습도 감지.

• 트렌드/알람/일정 지원.

• 매력적이고 중립적인 컬러 인클로저.

• 언어 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USB 포트.

•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구성.

• 4.3” 컬러 LCD 와이드 쿼터 VGA 디스플레이.

• 일정 - BACnet 일정보기 및 편집

• 알람 보기 - 장치의 알람 내역 buffer.

• 컨트롤러 상태화면 - 현재 장치 데이터.

• 언어 선택 - 13가지 기본 제공 언어 선택 가능.

• 내부 또는 외부 온도 센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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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Automated Logic® System Touch User Interface

전원 

디스플레이

인클로저

24 Vac (±15%), 5 VA, 50/60 Hz, Class 2.

백라이트가있는 4.3 인치 저항 막 터치 스크린 컬러 LCD 디스플레이 (와이드 쿼터 VGA, 480x272)

Polycarbonate 홈이 있는 ABS 플라스틱

포트 • EIA-485 based serial port for BACnet MS/TP communication
• USB host port for driver upgrades

32-bit

• 16 MB Flash memory to store program code and screen file.
• 1.5 MB RAM to store variable data and LCD data.
• 4 KB Serial EEPROM to store non-volatile configuration data.

A 365-day real time clock/calendar chip. The time and date will be maintained for a 
minimum of 72 hours after loss of power (at room temperature).

A piezoelectric sounder

마이크로 컨트롤러 

메모리  

실시간 시계

가청 경보 

온도 센서 -4.0±F to 140±F (-20°C to 60°C)
±1.0°F (±0.55°C)
±2.0°F (±1.1°C)
0.2°F (0.1°C)

Humidity sensor 0 to 100% RH
±3.0% RH
±5.0% RH

 범위:
Accuracy over 30.0°F to 100°F: 
Accuracy over full range:  
Resolution:

범위:   
Accuracy over 20 to 80% RH: 
Accuracy over full range:  
Resolution: 0.05% RH

-4ºF to 140ºF (-20ºC to 60ºC), 10–90% RH, non-condensing

Wall or panel mounting within the building interior.

환경작동범위

설치

전체 치수 
Width: 5.44 in. (13.82 cm) 
Height: 4.55 in. (11.56 cm)
Depth: 1.24 in. (3.15 cm)

백 플레이트 치수 Width: 4.79 in. (12.2 cm) 
Height: 3.94 in. (10 cm)

8 oz. (0.23 kg)

C UL US Listed 88F0, E143900, Type 1304TS

무게

인증

장치 식별 The System Touch’s box contains a label with the product 
name and the serial number that begins with STA. Remove the front of 
the System Touch to see the serial number on a label attached to the contro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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