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콤팩트 박스 AE 

온라인 판매처:

http://storefarm.naver.com/rittal



콤팩트 박스 AE

◾ 기타 사이즈/스테인리스 스틸 제품/EMC 버전/ 
IP69 버전 별도 문의 (카탈로그 34 참조)

◾ 스페셜 도장 별도 문의

벽면 장착 브래킷
외부에서 박스에 장착하기 위한 용도.
“확장 장부촉”을 간단하게 외부에서 박스 
구멍으로 삽입하고 벽면 부착용 브래킷을 
외부에서 스크루로 체결함.

재질:
– 강판

표면 처리:
– 아연도금

제공 범위:
– 실링 및 “확장 장부촉”이 사전에 장착된 
벽면 장착 브래킷

재질:
– 박스: 강판
– 도어: 강판, 둘레 전체에 발포 PU 실링 처리

표면 처리:
– 박스 및 도어: 전착 도장, 외부 분체 코팅, 
텍스처 도장
– 장착 플레이트: 아연도금

색상:
– RAL 7035

제공 범위:
– 경첩 장착 도어가 있는 전체가 폐쇄형인 
박스
– 박스 베이스에 위치한 글랜드 플레이트
– 장착 플레이트

액세서리

도어 스토퍼
열린 도어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한 용도.

제공 범위:
– 조립 부품 포함

빗물 차단 루프
후면 부에 배수 처리가 되어 있어 옥외 
설치용 박스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줌. 추후에 
손쉽게 설치 할 수 있음.

재질:
– 강판

표면 처리:
– 분체 코팅, 텍스처 도장

색상:
– RAL 7035

제공 범위:
– 조립 부품 포함

인증:
– UL
– CSA
– TÜV
– Germanischer Lloyd
– 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 Lloyds Register of Shipping
– Bureau Veritas
– VDE

상세 기술 내역:
인터넷 홈 페이지 참조

◾ 옵션으로 선택 구매 하시는 경우, 배송비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예) 인클로저 제품 1032.500 구매 시, 벽면 장착 브래킷을 [액세서리] 옵션으로 선택

http://storefarm.naver.com/rittal

온라인 판매처:

판매가격 배송비

2501.500 55,740 원 4,000 원
2502.500 72,290 원 4,000 원
2511.500 87,690 원 4,000 원

주문번호

600 210
600 350

적합한 치수 (mm)
박스 폭 박스 깊이

380 210
(부가세 포함)

판매가격 배송비

폭 높이 깊이

1032.500 200 300 120 46,230 원 6,000 원
1035.500 200 300 155 52,460 원 6,000 원
1036.500 300 300 155 58,690 원 6,000 원
1033.500 300 300 210 65,940 원 6,000 원
1034.500 300 400 210 71,830 원 6,000 원
1030.500 380 300 155 62,770 원 6,000 원
1031.500 380 300 210 69,570 원 6,000 원
1380.500 380 380 210 73,530 원 6,000 원
1038.500 380 600 210 87,580 원 10,000 원
1045.500
1050.500

400 500 210 83,050 원 10,000 원

1350.500
1057.500

500 500 210 103,100 원 10,000 원

1039.500

500 500 300 142,980 원 10,000 원

1060.500

500 700 250 149,670 원 15,000 원

1054.500

600 380 210 95,850 원 10,000 원

1076.500
1058.500

600 600 210 113,980 원 10,000 원

1260.500

600 600 250 150,240 원 10,000 원

1077.500
1055.500

600 760 210 141,630 원 15,000 원

1180.500
1114.500

600 800 250 180,150 원 15,000 원
600 1200 300 261,040 원 25,000 원
760 760 210 189,440 원 20,000 원
800 600 300 209,490 원 20,000 원
800 1000 300 235,660 원 25,000 원

1000 1400 300 476,090 원 25,000 원

중량 (kg)주문번호
치수 (mm)

4
4.5
6.1
7

8.8
7.4

19.6
31.2
15.4
22.8

7.5
9.8
15.6
13

(부가세 포함)

55
40

33.9
57

24.8
32.1
33.6

16.8

판매가격 배송비

2508.100 12,010 원 4,000 원15

주문번호 벽면과의 간격 (mm)

4개

(부가세 포함)
팩

판매가격 배송비

2519.000 상부 5개 33,540 원 4,000 원

주문번호 적합한 제품 팩

AE (1032.500 및 1035.500 제외)

장착부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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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질 도면함
도어 내측 면에 부착.

재질:
– 폴리스티렌 재질, 자가 접착성 체결 스트립 포함

색상:
– RAL 7035 와 유사

내부 설치용 레일
기계 작업 없이 박스 내 장착 용도. 측면, 
베이스, 루프 면 등 어디에나 장착 가능.

조율이 가능한 2 개의 열로 된 시스템 천공으로, 
다음 구성품을 위한 추가 장착 면 구성.
◾ TS 장착 플랜지가 있는 천공 섹션
◾ 박스 조명등
◾ 도어 열림 감지 스위치
◾ 도어 스토퍼
◾ 케이블 도관 홀더

재질:     표면 처리: 
– 강판     – 아연도금

가공(옵션)

기타 액세서리는 종합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공

박스 외형 도면은 아래 경로로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가공 도면을 작업 후 파일명을 구매번호_입금자로 저장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박스 외형 도면 제공 경로
1) www.rittal.inames.kr/download/ 접속
2) 구매한 제품 주문번호의 CAD 파일을 다운로드
3) 파일을 원하는 형태로 수정 파일명을 '구매번호_입금자'로 저장합니다.
   (예시: 1983065144_홍길동)
4) 저장 한 파일을 upload@rittal.co.kr로 '구매번호_입금자' 제목 양식으로 보내주세요.

◾ 가공 문의는 070-4900-9968로 전화주세요.

◾ 옵션으로 선택 구매 하시는 경우, 배송비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예) 인클로저 제품 1032.500 구매 시, 벽면 장착 브래킷을 [액세서리] 옵션으로 선택

판매가격 배송비

폭 높이 깊이

2513.000 438 286 45 9,400 원 4,000 원

2514.000 228 254 17 7,360 원 4,000 원

2515.000 228 174 17 6,460 원 4,000 원A5 가로

적합한 포맷

A3 가로

A4 가로

내측 치수 (mm)
(부가세 포함)

주문번호

-

판매가격
(부가세 포함)

1000.000_1 27,190 원

1000.000_2 22,660 원

1000.000_3 45,320 원

주문번호 항목

전면 도어 가공

바닥 플레이트 가공

몸체(전면 도어, 
바닥 플레이트 포함) 가공

비고

바닥 플레이트가
있는 경우에 한함

판매가격 배송비

2383.210 24,930 원 4,000 원

2383.250 27,420 원 4,000 원

2383.300 30,930 원 4,000 원

2383.350 34,440 원 4,000 원

팩

210

250

300

350

박스 깊이 (mm)

4개

4개

4개

(부가세 포함)

4개

주문번호



보다 견고하고 
안전한 하우징
◾ 광범위한 품질관리
◾ 테스트, 실험, 보호 등급 검증을 
위한 자체 승인 연구소

규격화로 유연성 
구현
◾ 다양한 표준 사이즈
◾ 어떤 분야의 계장 적용에도 
실용적인 시스템 액세서리

높은 IP 보호등급
◾ 박스의 멀티 엣지와 도어 둘레 
전체에 발포 PU 실링 처리로 

IP66/55, NEMA 4/12를 충족

신속한 납기
◾ 박스, 액세서리만 주문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배송

◾ 가공을 포함하는 경우              
72시간 이내 배송



최적의 표면 보호 및 
아름다운 디자인
◾ 3중 표면 처리: 나노세라믹 전처리, 
전기영동 딥코팅 프라이밍, 텍스처 

분체 코팅

◾ 표준 색상: RAL 7035

다양한 액세서리
◾ 케이블 인입, 외부 장착, 내부 설치 
등을 위한

국제 규격 및 인증
◾ CE, UL, TÜV 외

세계전역에서 
서비스 지원



인클로저◾ 
배전◾ 
공조◾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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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탈•코리아 본사/공장/물류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 번길 10
Tel: 070 4900 9979•Fax: (02) 577 6526
㈜리탈•부산 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223 번길 129
Tel: 070 4900 9800•Fax: (051) 327 6528
E-mail: rittal@rittal.co.kr•www.rittal.co.kr

http://storefarm.naver.com/rittalw

리탈 소형 박스 온라인 판매처:

http://storefarm.naver.com/rit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