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니웰애널리틱스가스측정의혁신을위한믿음직한파트너

Touchpoint 1
단일채널가스모니터링시스템



특징및개요

Touchpoint 1 모니터는현장에설치된가스검지기로부터

출력신호를받아연속적으로가연성가스, 유독성가스, 산소농도등을

측정하고위험시경보를발생하는가스모니터링시스템입니다. 

경보를발생하거나릴레이출력등이가능하여중앙제어실에서

관리하기어려운여러개의원거리현장들을지속적으로감시하는데

매우이상적인제품입니다. 

케이스의밑바닥에는미리케이블연결구의

윤곽을내어작업시연결단자의손상이없도록

제작하 습니다. 앞면덮개를모두열면고정

장치에덮개가고정되어배선작업시작업자의

불편함이없도록하 습니다. 

Touchpoint 1 모니터는AC와DC 전원을

모두사용할수있으며, 경보음및경보램프,

프로그래밍이가능한3개의경보릴레이출력,

4~20mA 아날로그출력을지원합니다. 

메뉴시스템이이해하기쉽게되어있어서

사용자는백라이트LCD 표시장치를보면서

편리하게기기의구성을변경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 경보릴레이를non-latching

상태로변경하면경보해제시자동으로릴레이

출력이멈추게됩니다. 

구성변경을위한스위치들은비전문가에의한

오작동을방지하기위하여뒤쪽에숨겨져

있습니다. 구성변경스위치중하나는필요시

모든사용자가자기진단이나경보해제기능을

동작시킬수있도록판넬의앞쪽에위치해

있습니다. 

Touchpoint 시스템은기본적으로경보내역을

기억하고있습니다. 경보시간, 일자, 경보내역

등각종이벤트내역을LCD 표시장치를통해

재확인할수있으며, 이것은서비스엔지니어들과

사용자들에게매우유용한정보가됩니다.

Touchpoint 1 모니터는얇고우아한

디자인으로어떠한장소에서도편리하게

사용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 또한벽걸이용

브라켓이함께제공되어벽면에설치하기가

간단합니다. 

편리한사용
●백라이트LCD 표시장치

●디지털및바그래프에의한측정값표시

●이해가빠른메뉴방식구조

●실시간으로가스농도표시

●사용자에의한측정범위, 측정단위변경및

교정가능

간단한설치
●얇고우아한디자인

●설치용브라켓내장

●배선작업용이

다양한구성
●3선식mV 브릿지또는4~20mA 입력

●AC 및DC 전원겸용

●3개의경보릴레이

●표준4~20mA 출력

다양한경보
●경보램프및부저경보

●경보릴레이구성변경가능

●2단계경보및기기이상경보

●경보유지및해제기능



설치도면

설치 주요부분명칭

제품크기

LCD 표시장치

DIsplay 모듈

제어스위치판넬

케이스

터미널모듈

케이블연결단자(16개)

벽걸이용브라켓
M3.5x25 스크류4개로고정

Sensepoint 가연성가스검지기(mV)

Sensepoint 유독성가스및산소검지기(mA)

Sensepoint Plus & Pro(mA)

2
2
8
m
m
 /
 9
"

78mm / 3"
130mm / 5.1"

3
9
5
m
m
 /
 1
5
.5
" 

90mm / 3.5" 

Active

Non-active

100Ω

100Ω

19
8
m
m
 /
 7
.8
"

12
m
m
 /
 0
.5
"

전원스위치및퓨즈

전원연결단자
케이블연결구

앞면커버

Touchpoint 1은안전한지역에서사용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

설치를위해서는각국가의규격에맞춰승인된케이블이나전선

도관을사용하여야합니다.(3/4"NPT 또는M20) 

시스템의사용을위한최소한의전원을공급하기위하여케이블

길이에따라스크린처리한0.5mm2 ~ 2.5mm2 굵기의

케이블을사용합니다. 

Touchpoint 1은설치가쉽고편리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

벽걸이용브라켓이함께공급되어설치가용이합니다. 

앞면덮개를모두열면고정장치에덮개가고정되어배선작업시

작업자의불편함이없도록하 습니다.

케이스의밑바닥에는미리케이블연결구의윤곽을내어작업시

연결단자의손상이없도록제작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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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

2 SIGNAL 검지기 연결

3 -VE

4 NO

5 C 경보 릴레이 1

6 NC

7 NO
기기 이상 경보

8 C
릴레이

9 NC

10 DC+ DC 전원

11 DC- 18~32VDC

12 NO

13 C 경보 릴레이 2

14 NC

15 +VE
4~20mA 출력

16 -VE

17 (L)ive AC 전원

18 (N)eutral 85~265VAC

19 (E)arth 50/60Hz

케이블연결단자

루프저항33Ω이하

제어기

제어기

제어기 검지기

검지기

검지기



기술명세

일반규격

구성

IP 등급 IP44 (EN60529 :1992)

중량 약2.5Kg   

사용온도 -10~+40℃ / 14 ~ 104℉

사용습도 10~90%RH (응결이없는상태)

사용압력 90~110kPa

보관 -40~+80℃ / -40~+176℉, 20~80%RH(응결이없는상태)

환경

전원 85~265VAC, 50/60Hz

18 ~ 32VDC

최 소비전력: 30WAC/15WDC

검지기형식 3선식mV 브릿지 2선식4~20mA 3선식4~20mA

Sensepoint Sensepoint Sensepoint Plus/ Pro

가연성가스 유독성가스및산소 유독성가스및산소

검지기전원 mV 입력모듈 mA 입력모듈

최 공급전류: 최 공급전류: 500mA

200mA 최소공급전원: 18VDC

최 입력저항: 18Ω 입력저항: 100Ω

입력

측정범위

바그래프

상태LED

시간및일자

용도 현장에설치된가스검지기로부터출력신호를받아연속적으로가연성가스,

유독성가스, 산소농도등을측정하고위험시경보를발생하는단일채널

가스모니터링시스템

출력

경보 1차경보 2차경보 기기이상

릴레이용량 SPCO 240VAC 3A SPCO 240VAC 3A SPCO 240VAC 3A

초기설정값 경보유지(Latching) 경보유지(Latching) 경보유지(Latching)

Normal open Normal open Normal close

사용자구성 경보유지및해제 경보유지및해제 경보유지및해제

NO 또는NC NO 또는NC NO 또는NC

Up 또는Down(산소) Up 또는Down(산소)

운용 1개의Test/Accept/Reset 스위치및3개의숨겨진스위치(설정값변경)에

의해운용

LCD 표시장치 측정가스, 측정범위, 측정단위, 측정농도, 바그래프, 경보설정값,  

경보발생, 전원및기기상태표시

기타표시장치 경보발생(적색LED), 전원(녹색LED), 기기이상(황색LED)

경보음 1m 거리에서85dBA, 30cm 거리에서90dBA 

배선 앞면덮개의고정장치를통해손쉽게작업

모든케이블연결구는케이스의밑바닥에미리윤곽처리

케이블길이에따라스크린처리한0.5mm2 ~ 2.5mm2 케이블사용

경보및
이상상태
표시

메뉴아이콘

측정농도

경보내역

측정단위

LCD

전원On/Off
경보내역
릴레이On/Off

경보 전원 이상



주문정보

주문안내

시스템개요

가스 검지기

TPWM1110 단일 채널 mA 입력 모듈

TPWM1101 단일 채널 mV 입력 모듈

모델 가스 종류 배선 수 입력 방식

Sensepoint 가연성 가스 3 mV

유독성 가스 2 mA

Sensepoint Plus 가연성 가스 3 mA

유독성 가스 3 mA

Sensepoint Pro 가연성 가스 3 mA

유독성 가스 3 mA

3선식
mV

LCD

전원장치

경보릴레이
(3A, 240VAC)

4~20mA 출력

18~32VDC

85~265VAC 50/60Hz

2선식
4~20mA

3선식
4~20mA

▼ ▼ ▼

◀

◀

◀

◀

표준 공급 기기 본체, 설치용 브라켓, 사용설명서



하니웰애널리틱스(주)

서울시구로구구로동187-10 

코오롱싸이언스밸리(I) 508호

Tel: (02)2025-0300

Fax: (02)2025-0329

info@HoneywellAnalytics.co.kr

www.HoneywellAnalytics.co.kr

가스측정분야의세계최고업체인하니웰애널리틱스의설치형가스검지기모델들은

위험한가스를사용하는다양한환경에서인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

저렴한가격으로최 의효과를제공하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

하니웰의설치형가스측정시스템

Sensepoint Sensepoint Plus Sensepoint Pro Touchpoint 1 Touchpoint 4

Sensepoint / Senspoint Plus / Sensepoint Pro

일반산업현장에서규정상설치가요구되는장소에손쉽게사용되도록

설계된설치형가스검지기

Touchpoint 1 / Touchpoint 4
일반산업현장에서규정상설치가요구되는장소, 특히수량이적거나독립형으로

사용하는장소에서손쉽게사용되도록설계된지시및제어기

Metro
주차장, 빌딩, 터널등상업용환경에서유독성, 가연성가스등을측정하기위한제품

가연성가스, 유독성가스및산소검지기와연결하여농도를표시하고제어할수있는

DIN 레일설치형지시및제어기

Metro Metro controller

Unipoint

HAAP_Touchpoint 1_V1_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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