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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Mount Accessory(159 001 700)는 Signet 9900뿐 아니라 Signet 8900 Controller, ProcessPro와 ProPoint 계기를 
포함한 기타 ¼ DIN 크기의 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컴팩트 외함입니다. Wall Mount Accessory는 앞면에 계기(별도 판매)
를 장착할 수 있는 ¼ DIN 컷아웃 1개와 하단에 전선관과 센서 배선을 위한 ½” 구멍 2개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속하고 쉬운 
설치를 위한 마운팅 하드웨어와 수밀성 커넥터를 포함합니다.

3. 설치 지침:

1. Wall Mount Accessory의 마운팅 하드웨어 또는 황동 인서트(보이지 않음)를 
사용해 Wall Mount Accessory를 벽에서 원하는 위치에 장착하십시오.

2. 용도에 맞게 Wall Mount Accessory 전선관 구멍을 통과시켜 수밀성 커넥터를 
설치하십시오.

3. 계기에 개스킷을 끼우십시오.
4. 계기를 앞면부터 도어의 컷아웃을 통과해 Wall Mount Accessory 개구부 

안으로 미십시오.
5. 브라켓이 계기 측면의 래치에 걸릴 때까지 마운팅 브라켓을 계기 뒷면에서 

앞으로 미십시오.
6. Signet 9900 Transmitter Operating Instructions 매뉴얼에 설명된 대로 전기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7. Wall Mount Accessory를 닫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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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규격
일반
외함 유형: NEMA 4X
재질: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밝은 회색)
경첩과 래치: 304SS
마운팅 하드웨어
 브라켓과 나사: 304SS
 인서트: 황동
수밀성 커넥터: 나일론

승인 및 표준
• RoHS 준수
• UL listed
• 옥외 사용을 위한 자외선 안정화

9900 Transmitter
(별도 판매) 에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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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팅 다리 구멍 지름 
8.74 mm (0.34 in.)

#10-32 황동 인서트와 
도금된 SS 다리 나사 4개

마운팅 다리는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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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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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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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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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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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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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 2.2 cm
(2x 0.875 in.) 지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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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159 001 700 3-9900.392 Wall Mount Accessory

4. 치수

5. 주문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