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미널 박스 KL 

온라인 판매처:

http://storefarm.naver.com/rittal



터미널 박스 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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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 도장 별도 문의

장착 플레이트
박스 외부에도 구성품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조립 스크루는 박스 액세서리에 포함.

재질:
– 강판, 2mm

표면 처리:
– 아연도금

상세 기술 내역:
– 인터넷 홈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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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처리:
– 박스 및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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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트 레일 TS 35/7.5 
및 TS 35/15
길이는 박스 폭에 맞춰져 있음.

IEC 60 529에 준하는 IP 보호 등급:
– IP 66

NEMA 보호 등급:
– NEMA 4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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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높이

1560.700 150 150 3,850 원 4,000 원
1575.700 200 150 4,310원 4,000 원
1561.700 300 150 4,870원 4,000 원
1576.700 400 150 6,120원 4,000 원
1562.700 200 200 4,870 원 4,000 원
1563.700 300 200 5,780 원 4,000 원
1564.700 400 200 7,250원 4,000 원
1565.700 500 200 9,060원 4,000 원
1567.700 300 300 7,930 원 4,000 원
1568.700 400 300 10,200원 4,000 원
1569.700 500 300 13,030원 4,000 원
1571.700 400 400 14,050 원 4,000 원

치수 (mm) 적합한 KL 박스
주문번호

1500.510, 1514.510
1528.510, 1529.510
1501.510, 1515.510

주문번호
(부가세 포함)

1509.510
1511.510

1589.510
1502.510, 1516.510
1503.510, 1517.510
1504.510, 1518.510

1505.510
1507.510

1530.010, 1536.510

판매가격 배송비

폭 높이 깊이

1514.510 150 150 80 1.4 - 26,740 원 6,000 원
1528.510 200 150 80 1.6 - 30,700 원 6,000 원
1516.510 200 200 80 1.8 - 31,380 원 6,000 원
1515.510 300 150 80 2 - 32,060 원 6,000 원
1517.510 300 200 80 2.2 - 33,310 원 6,000 원
1500.510 150 150 120 2.4 - 29,910 원 6,000 원
1529.510 200 150 120 2.6 - 32,740 원 6,000 원
1502.510 200 200 120 2.8 - 34,100 원 6,000 원
1501.510 300 150 120 3 - 34,670 원 6,000 원
1503.510 300 200 120 3.2 - 38,410 원 6,000 원
1507.510 300 300 120 3.4 - 45,770 원 6,000 원
1589.510 400 150 120 3.6 - 40,560 원 6,000 원
1504.510 400 200 120 3.8 - 43,280 원 6,000 원
1508.510 400 300 120 4 - 50,760 원 6,000 원
1536.510 400 300 120 4.2 포함 63,670 원 6,000 원
1511.510 400 400 120 4.4 - 61,980 원 6,000 원
1505.510 500 200 120 4.6 - 48,150 원 6,000 원
1509.510 500 300 120 4.8 - 57,440 원 6,000 원
1512.510 600 400 120 5 - 72,290 원 6,000 원

주문번호
치수 (mm)

(부가세 포함)
중량
(kg)

바닥 플레이트
포함 유무

판매가격 배송비

2314.000 150 137 10개 23,570 원 4,000 원

2315.000 200 187 10개 26,170 원 4,000 원

2316.000 300 287 10개 34,100 원 4,000 원

2317.000 400 387 10개 37,620 원 4,000 원

2318.000 500 487 10개 49,970 원 4,000 원

2319.000 600 587 10개 57,670 원 4,000 원

팩주문번호 버전 적합한
박스 폭 (mm)  

TS 35/7.5

TS 35/15

(부가세 포함)
서포트 레일
길이 (mm)



가공(옵션)

벽면 장착 브래킷
제공 범위:
– 박스에 조립하기 위한 조립 부품 포함

커버 홀더
커버 홀더는 천공 없이도 쉽게 조립되고, 
이 홀더 덕분에 아래쪽에 터미널 박스가 열반 
결합되어 있어도 커버를 젖혀 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음.

커버 경첩
커버 경첩은 박스 보호용 홈과 접혀 들어간 커버 
가장자리에 스크루로 쉽게 고정됨.

제공 범위:
– 조립 부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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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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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액세서리는 종합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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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 배송비

1591.000 12,120 원 4,000 원

(부가세 포함)
팩

3쌍

주문번호

판매가격 배송비

1592.000 6개 14,390 원 4,000 원

1592.010 2개 32,740 원 4,000 원

주문번호
(부가세 포함)

팩적합한 제품

아연 다이 캐스팅

스테인리스 스틸 1.4404 (AISI 316L)

판매가격
(부가세 포함)

1000.000_1 22,660 원

1000.000_2 18,130 원

1000.000_3 33,200 원

주문번호 항목

전면 도어 가공

바닥 플레이트 가공

몸체(전면 도어, 
바닥 플레이트 포함) 가공

비고

바닥 플레이트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판매가격 배송비

1580.000 8 4개 7,820 원 4,000 원

1590.000 8 4개 4,650 원 4,000 원

1594.000 8 4개 19,710 원 4,000 원

니켈도금 황동

아연도금 강판

주문번호
(부가세 포함)

팩벽면 간격
(mm)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1.4301(AISI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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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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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클로저◾ 
배전◾ 
공조◾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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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tal

리탈 소형 박스 온라인 판매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