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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문제는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 이 설명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저장하거나, 전자적, 전기적, 기계
적, 광학적, 화학적 방식으로 복사하거나 오디오 녹음 방식으로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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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머리말
이 설명서에서는 Mercedes-Benz Wallbox Home의 기계적, 전기적 설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설명서에서 설명된 작업 단계는 
전문 교육, 지식, 경험은 물론 관련 규정을 기초로 설치 설명서에서 설명된 작업 단계를 평가하고 수행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자격 전문 기사(기계적 설치) 또는 유자격 전문 전기공사 업체(전기적 설치)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Mercedes-Benz Wallbox Home 모델 버전은 제품 라벨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라벨에는 Mercedes-Benz 제품 식
별 번호(외부 밑면)와 ABL 모델 번호(내부 전자 구성품 커버)가 기재되어 있으나 기술 사양은 동일합니다. 설치 전에 항상 모델 
버전이 이 설치 설명서에서 설명된 모델 버전과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Wallbox 모델 버전은 이 설명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버전입니다:

Mercedes-Benz 제품 식별 번호 ABL 모델 번호
A0009067108 2W72M5

설명서 정보
이 설명서는 Mercedes-Benz Wallbox Home을 설치하고, 작동을 시작하고 멈추며, 작동 중 오작동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계 
및 설정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일부 섹션은 빠르고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서식을 사용했습니다. 

• 동일하게 유효한 옵션(이 설명서에서 흔히 사용됨)을 나열한 설명은 글머리 기호로 표시됩니다.

• 기능 수행 설명은 개별 작업 단계의 순서를 표시하는 숫자를 매긴 목록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이 설명서의 내용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하며, 특히 모든 안전 주의사항은 각별히 준수하십시오.

이 설명서에 사용된 모든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필요한 경우, 각 그림에 축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모든 기술적 세부 정보, 사양 및 디자인 특성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안전 주의사항
특히 다음과 같이 표시된 이 설명서의 경고 및 안전 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표시합니다:

위험!
이 기호가 표시된 섹션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전압에 주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안전 주의사항에 반하
는 조치를 취하면 중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기호가 표시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이 기호가 표시된 섹션은 Wallbox 자체 또는 기타 전기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호가 
표시된 조치는 각별히 주의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기호가 표시된 섹션은 신뢰성 있는 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추가적인 중요한 정보와 특별한 기능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호
가 표시된 조치는 경우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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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기재된 안전 주의사항
추가 작동 및 안전 주의사항은 Wallbox 내부의 전자 구성품 커버뿐만 아니라 하우징의 오른쪽 측면 및 밑면에 있는 라벨에도 기
재되어 있습니다. 기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표시합니다:

경고!

특히 Wallbox의 하우징 커버를 제거하기 전에 먼저 Mercedes-Benz Wallbox Home과 함께 제공된 작동 설명서를 상세히 확
인하십시오.

경고!

Wallbox 내부의 전자 구성품 커버를 제거하기 전에 먼저 설치 설명서(이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위험!

하우징을 열면, Wallbox의 내부와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구성품에 위험한 전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안전 정보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이 설명서를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 모든 경고에 주의하십시오.

• 모든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다양한 국가별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Wallbox의 밑면에 있는 제품 라벨에서 식별 번호를 
보고 Wallbox가 해당 국가에서 설치 및 작동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Wallbox는 현지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자격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서 설치하고 연결하며 작동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Mercedes-Benz Wallbox Home에는 타입 A 잔류 전류방식 회로 차단기(RCCB, 25페이지의 "용어집 및 정의" 참조)가 내
장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이 설명서에 설명된 Wallbox 버전에는 DC 고장 전류 감지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작동 중 최대의 안
전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국가별 현지 규정은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이들에서 트리핑 타입이 다른(예: 타입 B) RCCB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치 도중 및 설치 후 Wallbox의 모든 면은 최소 50c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Mercedes-Benz에서 이 장치용으로 제작되고 판매된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이 Wallbox를 흐르는 물이나 워터젯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IP 55에 따라 물이 장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대기가 폭발할 수 있는 곳(EX 영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공기 순환이 항상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스티커를 붙이거나 기타 물건 또는 물질로 덮어서
는 안 됩니다.

• 액체, 물체 또는 액체를 담은 어떠한 용기도 하우징에 올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 연결된 차량 및/또는 국가별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과전압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정된 Mercedes-Benz Wallbox Home의 충전 케이블은 작동 중 커넥터, 어댑터 케이블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Wallbox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서(20cm 미만) 무선 송신기를 작동하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송신기 작동을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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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감각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어린이 포함) 및/또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안전 책임자의 감독을 받거나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 경우 이 장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어린이가 장치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 Mercedes-Benz Wallbox Home는 최대 해발(AMSL) 고도 2,000 미터에서 설치하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일반 정보
이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현재의 기술 상태를 반영하며, 모든 기술 안전 요구 사항,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 
설명서의 안전 주의사항은 장치의 올바르고 안전한 설치는 물론 후속 작동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설명서에 들어 있는 안
전 정보 및 지침을 무시하거나 이와 다르게 조치를 취하면 감전, 화재,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유자격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서만 설치하고, 현지 규정 및 표준에 따라 연결한 후 작동을 확
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신체, 연결된 차량 또는 장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오작동이 발생하면 공인된 전기공사 업체에서만 수리해야 합니다.

Wallbox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면 먼저 17페이지의 "오류 감지 및 해결책"에 관한 섹션을 확인하십시오. 고장 또는 오작동이 
반복해서 발생하며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Wallbox의 가동을 중단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게 교체를 의뢰하거나 가까운 Mercedes-
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 하우징이 기계적으로 손상된 경우,

• 하우징 커버가 제거되었거나 더 이상 하우징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

• 물 및/또는 이물질이 장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 고정된 충전 케이블의 기능 또는 외관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 Wallbox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달리 손상된 경우.

위험!

하우징 또는 충전 케이블에서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설치를 중단하거나 가정용 전원 공급장치 내부의 업스트림 소형 회로 차
단기(다음에서 MCB라고 부름, 25페이지의 "용어집 및 정의" 참조)와 내장 RCCB를 통해 이미 설치된 Wallbox의 작동을 
멈추십시오. 이 경우 Wallbox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Wallbox를 교체하거나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설치 주의사항
Mercedes-Benz Wallbox Home 설치 시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장치가 항상 전원 공급장치의 보호 접지 전도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 업체는 보호 접지를 연결하고 확인해야 합니
다. 설치 후에는 유자격 전기공사 업체에서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항상 Wallbox를 사용하는 국가의 현지 안전 규정를 준수하십시오.

• 적절한 작동을 위해 Mercedes-Benz Wallbox Home용 전원 공급장치는 다른 다운스트림 전기 장치에 연결되지 않은, C 특성 
MCB(전원 공급장치 및 Wallbox 설정에 따른 30A 이하의 정격 전류)가 장착된 가정용 전원 공급장치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MCB 섹션에 관해서는 항상 국가별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Wallbox를 전력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려면, 업스트림 MCB와 내장 RCCB를 사용하여 전원 공급장치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 충전 절차 동안 장치의 정격 전압 및 전류가 현지 전력망의 파라미터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정격 출력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하십시오.

• Wallbox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간선 도로나 긴급 피난용 도로를 따라 설치하는 것을 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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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box를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특히 충전을 위해 Wallbox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충전 케이블에 어떠한 압력도 걸리지 않도록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과 Wallbox 사이의 거리는 최소 50cm, 최대 
5m여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Wallbox의 하우징이나 내부 배선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침을 무시하면 안전상으로 위험해 질 수 있으
며, 기본적으로 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보증이 즉시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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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전적으로 독일에서 제조되며 항상 IEC 61851-1, 모드 3에 따라 유럽 전역에 걸쳐 적용 가능한 
전기 자동차의 충전에 대한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합니다. 관련 내용은 24페이지의 "지침 및 표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자는 충전 출력이 광범위하고, 가정용 및 준공공용으로 설계된 타입 1 충전 플러그가 달린 고정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는 모델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모든 제품은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Wallbox는 타입 A의 내장 RCCB 및 통합된 DC 고장 전류 감지 
기능을 탑재했으며, 이는 가정용 전원 공급장치 및 전기 자동차의 보호 조치와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단락, 감전 및 기타 작동상 위
험을 방지합니다.

Wallbox는 특히 일상적인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Wallbox 전면의 멀티 컬러 LED 디스플레이로 언제
든지 현재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작동이 발생하면 Wallbox의 하우징을 열지 않고도 멀티 컬러 LED에 표시된 특
정한 오류 코드로 원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 의해 작동을 시작하면, 언제라도 Mercedes-Benz Wallbox 
Home을 충전할 수 있는데 충전할 때마다 통합된 키 스위치를 통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포장 해체 및 포함된 구성품
Mercedes-Benz Wallbox Home 패키지에는 설치 및 적절한 작동에 필요한 다양한 액세서리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
서 포장을 푼 직후 다음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성품 수량 설명

Wallbox 1
통합된 전자 장치가 있는 하우징 베이스, 내부 전자 구성품 커버 및 하우징 커버로 구성된 충전 스테
이션

Mercedes-Benz 

WALLBOX Home
DE Sicherheitshinweise & Kurzanleitung HR Sigurnosne napomene i kratke upute

EN Safety information & Quick Start Guide PL Wskazówki bezpieczeństwa &
Skrócona instrukcja obsługi

FR Consignes de sécurité & Guide de prise
en main RO Indicaţii de siguranţă & Scurt

îndrumar

IT Avvertenze di sicurezza & brevi
istruzioni RU Указания по техн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

крат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NL Veiligheidsinstructies & verkorte hand-
leiding SK Bezpečnostné pokyny & Stručný návod

PT Indicações de segurança e Guia Rápido SI Varnostni napotki in kratka navodila

ES Indicaciones de seguridad & guía rápida CS Bezpečnostní pokyny & zkrácený návod

DK Sikkerhedsanvisninger & Kort
vejledning TR Güvenlik bilgileri ve hızlı başlangıç 

kılavuzu

FI Turvallisuusohjeet & pikaopas HU Biztonsági tudnivalók és rövid 
útmutató

NO Sikkerhetsanvisninger og
hurtigreferanse AR األمان معلومات 

عيرسلا ءدبلا ليلدو

SE Säkerhetsanvisningar och snabbguide ZH 安全信息与
快速入门指南

ET Ohutusjuhised ja lühijuhend JP 安全情報および
クイックスタートガイド

LV Drošības norādījumi un ātro uzziņu
rokasgrāmata KR 안전 정보 및

빠른 시작 설명서

LT
Saugos nurodymai ir trumpas naudojimo 
vadovas

TH �้อมู�เ�ื่อค��ม��อ��ัย��
คู่มือเริ่มต้นฉบับย่อ

BG Указания за безопасност и
кратко ръководство TW 安全資訊及

快速入門指南

GR Οδηγίες ασφαλείας & Συνοπτικό
εγχειρίδιο

Artikelnummer: 0301481_c

빠른 시작 설명서 1 안전 주의사항이 포함된 빠른 시작 설명서(인쇄물)

설치 키트 1
1 x 4 칩보드용 나사 및 이와 쌍을 이루는 벽 플러그, 키 스위치용 키(2개), 하우징 커버 고정용 키(2
개), 드릴링 템플릿으로 구성된 벽 장착용 고정 장치 세트

포장을 풀었을 때 상기 구성품 중 하나라도 빠져있는 경우, Wallbox를 구입한 판매점에 연락하십시오.

모델 버전 식별하기
Mercedes-Benz Wallbox Home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응용 분야 프로필에 맞게 기계
적이나 전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 버전이 있습니다. 

Wallbox에 대해 특정한 Mercedes-Benz 제품 식별 번호가 기재된 제품 라벨이 
Wallbox의 밑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델 코드(A 000 906 XX XX)와 그 아래에 표시
된 전원 공급장치 정격(전압, 주파수, 전류)이 특히 식별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설치를 위해 하우징 커버를 열면, RCCB 액
세스 플랩의 안쪽에 추가적인 제품 정보 라벨이 보이는데 거기에도 ABL 모델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치 전에 반드시 Mercedes-Benz 제품 식별 번호 또는 ABL 모델 
번호를 가지고 사용자의 Wallbox 모델 버전이 이 문서에서 설치를 설명하고 있는 버전
인지 확인하십시오. 아래 표에서 Mercedes-Benz 제품 식별 번호와 ABL 모델 번호 간
의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W72M5000012W72M5
2W72M500001

      2018-05-30
~220-240V 60Hz 30A

-30°C to 50°C, IP55
IEC 61851-1
IEC 61439-7 ACS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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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제품 식별 번호 

ABL 모델 번호 그리드 연결 버전

A0009067108 2W72M5 제품 라벨 참조 IEC 62196-2 타입 1에 따른 고정된 충전 케이블, 약 6 m; 충전 출력 7.2kW

주의!

이 설명서에 포함된 정보와 기술 사양은 지침에서 언급되는 모델 버전에만 관련되며 다른 Wallbox 모델에 적용해서는 안 됩
니다: 이 버전들은 필요한 경우 해당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사용자의 Wallbox 모델 버전이 이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
오: 이 경우 절대로 Wallbox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Wallbox가 손상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Mercedes-Benz Wallbox Home의 구조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다음 구성품으로 구성됩니다:

1 하우징 커버
걸이형 립(상단 가장자리)과 잠금형 나사(하단 가장자리)를 사용하여 하우징 베이스에 고정할 수 있는 탈착식 외부 플라스틱 커버

2 전기 구성품 커버
RCCB(잔류 전류방식 회로 차단기)에 수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플랩이 통합된 전기 모듈용 내부 커버.

3 하우징 베이스
전자 모듈이 통합된 베이스, 타입 1 충전 플러그가 달린 고정된 충전 케이블 및 충전 플러그 보관 홀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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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커버(상세)

4 플라스틱 립 및 가이드
플라스틱 립은 하우징 커버를 하우징 베이스에 거는 데 사용됩니다. 2개의 가이드 핀이 하우징 커버의 수직 위치를 정확히 잡아
줍니다.

5 LED 영역
멀티 컬러 LED 디스플레이가 하우징 커버의 이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6 잠금 슬롯
잠금 슬롯은 잠금형 나사를 사용하여 하우징 커버를 하우징 베이스에 잠글 때 사용합니다.

전자 구성품 커버(상세)

7 M4 고정 나사용 구멍
이 구멍은 고정 나사(M4 x 10)를 사용하여 전자 구성품 커버를 하우징 베이스에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8 RCCB(잔류 전류방식 회로 차단기) 액세스 플랩
이 플랩을 통해 Wallbox의 RCCB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9 멀티 컬러 LED 디스플레이용 렌즈
멀티 컬러 LED 디스플레이는 이 렌즈를 통해 표시됩니다.

정면도 후면도

4

5

6

정면도

7

8

9



8

하우징 베이스(상세)

0 하우징 커버 슬롯
하우징 커버의 플라스틱 립 4를 이 슬롯에 삽입합니다.

q 데이터 케이블용 그로밋
이 그로밋은 하우징 베이스의 단자 영역에서 데이터 케이블의 구멍을 밀봉합니다. 데이터 케이블은 Mercedes-Benz Wallbox 
Advanced 등과 결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Mercedes-Benz Wallbox 
Advanced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www.yourwallbox.de/downloads/Mercedes-Benz/Advanced/

w 전원 공급장치 그로밋
이 그로밋은 하우징 베이스의 단자 영역에서 전원 공급장치의 구멍을 밀봉합니다.

e RCCB(잔류 전류방식 회로 차단기)
RCCB와 인접 PE 단자는 전원 공급장치 연결용입니다.

r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 개구부
이 개구부를 통해 최대 충전 전류를 설정하는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에 접근하여 설정 및 테스트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20페이지 참조).

t LED 디스플레이 개구부
멀티 컬러 LED 디스플레이는 이 개구부를 통해 표시됩니다.

y 하우징 커버용 잠금형 나사
이 잠금형 나사는 하우징 커버 잠금용입니다. 커버 키도 제공됩니다.

u 나사 슬롯
하우징 베이스는 이 2개의 슬롯을 장착 나사에 걸어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i 케이블 가이드
이 케이블 가이드는 표면 장착 전원 공급장치 케이블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o 나사 고정장치 개구부 
이 개구부는 이를 장착 슬롯 u에 건 후 2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하우징 베이스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후면도정면도

o

w

e

u

i
t

y

r

0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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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설치 및 작동
설치 장소의 일반 요구사항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전기 장치이며 따라서 실내 및 옥외 설치에 따라 이에 특정한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설치 장
소 선택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소방 및 사고 예방 등과 같은 전기 설치에 대한 모든 현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Wallbox는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언제라도 Wallbox의 고정된 충전 케이블이 차량의 충전 커넥터에 닿을 수 있도록, 주차 
지점이 Wallbox의 앞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 권장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하우징의 하단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120 ~ 140cm인 위치
입니다. 이러한 권장값은 현장 조건에 따라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작동 중 
Wallbox가 냉각되도록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허용된 작동 온도를 준수하
십시오(22페이지의 "기술 사양" 참조).

• Wallbox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하우징의 모든 면에서 최소 50 cm의 간격을 준수해
야 합니다. 

• 장착 영역은 표면이 평평하여 Wallbox 설치 시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 Mercedes-Benz Wallbox Home을 장착하는 데 필요한 면적은 최소 440 x 330 mm (H x W)
입니다. Wallbox의 뒤쪽 표면 전체가 장착 표면과 접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높은 주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
었습니다. 그러나 직사광선 등 외부 영향에 의해 최대 작동 온도를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됩니
다.

• Wallbox는 옥외 설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옥외에서는 Wallbox를 날씨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커버가 있는 위치
에만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원 공급장치 케이블의 요구사항
Mercedes-Benz Wallbox Home의 전기적 설치 시 항상 다음 표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IEC 60364-1과 IEC 60364-5-52에 따른 저전압 설치에 대한 규정상 모든 요건이 적용됩니다.

• 모델 버전 A0009067108은 제품 라벨에 표시된 정격 전압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설치 장소는 HD 60364-7-722:201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원 공급장치 케이블의 치수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전원 공급장치는 Wallbox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전기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필요한 경우, Wallbox 연결 전용으로 제작되고 인프라 배선과 구축을 위한 일반 요건을 준
수한 별도의 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원하는 정격 전력에 따라, 장치를 작동하기 전에 Wallbox의 설치를 현지 전기 회사에 등록
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전기 회사의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 케이블 치수는 원하는 정격 전류와 기타 사항(예: 케이블 길이, 재질, 배선 방법 등)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Wallbox의 단자 블록은 1.5 mm2 ~ 16 mm2 범위의 케이블 치수에 맞게 설
계되었습니다.

• 전원 공급장치 케이블은 벽 표면의 위 또는 아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장치 케이
블이 표면 위에 설치되어 있으면 케이블을 하우징 베이스의 단자 영역으로 유도하는 케이블 
가이드가 하우징의 뒷면에 제공됩니다.

최소 50cm

120 ~  
1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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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box의 전원 공급장치는 항상 자체 MCB(전원 공급장치 및 Wallbox 설정에 따른 30A 이하의 정력 전류)로 보호되어야합
니다. MCB 섹션에 관해서는 항상 국가별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Wallbox의 작동을 멈추려면, 가정용 업스트림 MCB와 내장 RCCB를 반드시 0(OFF) 위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 설명서에서 나열된 설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요건을 무시하거나 이와 다르게 조치를 취하면 감전에 의한 중상 
또는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제시된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Wallbox의 올바른 작동을 보장할 수 없습니
다.

주의사항!

Wallbox를 작동시킬 때 설정 모드에서 항상 최대 충전 전류를 구성해야 합니다(14페이지의 "설정 및 테스트 모드" 참조). 
Wallbox의 최대 충전 출력을 얻으려면 전원 공급장치 케이블을 30A용으로 치수를 정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일부 국가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요구 사항이 지역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다릅니다. 이 경우 Wallbox는 설치 국
가에 맞는 각 주전원 연결 유형을 준수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국가별 주전원 연결 체계에 대한 개요는 이 설명서의 27페이
지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한 www.yourwallbox.d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ourwallbox.de/downloads/documents/Mains_Connection_Schemes_Home_Advanced.pdf

기계적, 전기적 설치
Wallbox의 장착 위치를 결정하면 기계적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설치를 위해 다음 구성품이 필요합니다.

• 전동 드릴 또는 무선 드릴(제공되지 않음)

• 드릴 비트 Ø 8 mm, 벽 재질에 적합함(제공되지 않음)

• 이 지침에서 설명하는 Wallbox 모델 버전에 대한 드릴링 템플릿(제공됨)

• 톡스 비트 스크루드라이버(TX20, TX30) (제공되지 않음)

• VDE 블레이드 스크루드라이버(블레이드 두께 및 길이: 0.5 x 2.5 mm, 80 mm 권장) (제공되지 않음)

• 전원 공급장치 케이블을 삽입하기 위한 고무 그로밋을 절단하는 커터(제공되지 않음)

• 하우징 베이스 고정용 6 x 60 칩보드 나사 4개(제공됨)

• 필요한 경우: 장착 재질에 적합한 벽 플러그(제공됨: 8 x 40 나일론 벽 플러그)

• 필요한 경우 수평계(제공되지 않음)

위험!

다음과 같이 전기적 설치의 5가지 황금률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1. 모든 전압 소스 차단
2. 절단한 모든 장치 고정
3. 전압이 없는지 확인
4. 접지 및 단락
5. 전압이 흐르는 인접 구성품에 대한 액세스 차단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용 전원 공급장치 내부의 MCB와 내장 RCCB를 항상 비활성화하십시오. 또한 설치하는 동안 MCB
와 RCCB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감전에 의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Wallbox를 설치하십시오:

1. 원하는 설치 장소는 전원 공급장치 케이블의 치수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원 공급장치 케이블
을 특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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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릴링 템플릿을 선택한 장착 표면에 수직으로 위치시킵니다: 필요한 경우 
수평계를 사용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드릴 구멍을 표시합니다.

3. 표시된 대로 장착 구멍을 뚫습니다(Ø 8 mm). 재질에 따라 장착 나사용으로 
제공된 벽 플러그를 삽입합니다.

4. TX30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제공된 4개의 6 x 60 칩보드 나사 중 2
개를 2개의 상단 드릴 구멍에 삽입하고 벽에서 4 mm 떨어진 거리까지 조입
니다.

5. Wallbox를 작업 표면에 올려놓고, 제공된 하우징 커버 키를 사용하여 하우징 
베이스의 하단 가장자리에 있는 잠금형 나사를 엽니다. 그러고서 하우징 커
버를 위로 젖혀 제거합니다. 
 
참고: 하우징 커버가 긁히거나 기타 외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하우징 커버의 보호 필름은 설치를 완료하기 직전인 마지막 단계에서만 떼어
내십시오.

6. Wallbox의 상단 부분에서 TX20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내부 구성품 
커버를 하우징 베이스에 고정하는 M4 나사를 풀고 전기 구성품 커버를 제거
합니다. 나사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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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장 큰 그로밋 w의 멤브레인을 베어 냅니다: 이제 이 구멍을 통해 전원 공
급 케이블을 삽입합니다. 
 
참고: 그로밋 q로 밀봉된 2개의 작은 구멍은 예를 들어 Mercedes-Benz 
Wallbox Advanced를 통해 외부 충전 제어 모듈과 연결하는 데 필요합니다. 
연결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Mercedes-Benz Wallbox 
Advanced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www.yourwallbox.de/downloads/Mercedes-Benz/Advanced/

8. Wallbox의 하우징 커버를 설치 장소에 겁니다. 하우징 베이스의 상단 부분에 
4단계에서 설치된 나사에 끼우는 2개의 통합된 나사 슬롯 u가 있습니다. 
Mercedes-Benz Wallbox Home이 이제 설치 장소에 사전 설치되었습니다.

9. TX30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제공된 나머지 2개의 칩보드 나사를 하
우징 베이스의 하단 부분에 있는 2개의 구멍 o를 통해 3단계에서 설치된 
벽 플러그에 끼운 후 조여 하우징 베이스를 고정합니다. Mercedes-Benz 
Wallbox Home이 이제 장착 표면에 고정되었습니다.

10. 전원 공급장치에서 플렉시블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피복을 벗긴(12 mm 권
장) 전선 끝에 페룰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장 RCCB의 단자 블록을 풀고, 도
체를 단자 L1 및 L2/N에 삽입한 후 2.5 ~ 3 Nm의 토크로 조입니다. 
단자 L1을 조일 때는 항상 공장에서 설치된 도체의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십
시오! 
PE 단자의 스프링 작동식 메커니즘을 작동하고 전원 공급장치 케이블의 보
호 PE 도체를 여기에 부착합니다.

PE
L1 L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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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버전 A0009067108의 전원 공급 케이블이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명칭 도체 색상 연결 코딩
전류가 흐르는 도체 갈색 L1

중립 파란색 L2/N

보호 접지 녹색-노란색 PE

위험!

전류가 흐르는 L1 도체와 중성인 L2/N 사이에 250V 이상의 전압을 가하면 Wallbox의 전자 구성품이 손상된다는 점에 유의
하십시오.

주의사항!

일부 국가의 경우 이 설명서에 언급된 요구사항이 현지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다릅니다. 이 경우 Wallbox는 
설치 국가에 맞는 각 주전원 연결 유형을 준수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국가별 주전원 연결 체계에 대한 개요는 이 설명서의 
27페이지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한 www.yourwallbox.d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ourwallbox.de/downloads/documents/Mains_Connection_Schemes_Home_Advanced.pdf

주의사항!

Mercedes-Benz Wallbox Home에서 원하는 충전 전류는 설치 중에 설정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14페이지의 "설정 및 테
스트 모드" 섹션 이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전자 구성품 커버를 닫고 Wallbox를 가동하기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제품 라벨에 표시되고 펌웨어에서 구성된 정격 전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1. 하우징 내부의 전자 구성품 커버를 덮고 M4 x 10 나사를 사용하여 이를 제
자리에 고정합니다.

12. 하우징 커버를 하우징 베이스의 상단 가장자리에 걸고 제공된 커버 키를 사
용하여 커버를 잠급니다. 
 
참고: 하우징 커버를 도로 덮기 전에 Mercedes-Benz Wallbox Home 가동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읽어보
십시오.

Wallbox 작동하기
기계적, 전기적 설치를 마친 후, Mercedes-Benz Wallbox Home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
우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Mercedes-Benz Wallbox Home을 작동하십시오:

1. 가정용 배전함 내부의 업스트림 MCB를 켭니다.
2. 내부 전자 구성품 커버의 액세스 플랩 8을 열고 내장 RCCB를 켭니다(Wallbox는 전력망에 연결됨).
Wallbox가 전력망에 연결되면 시작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전자 구성품에 대한 테
스트가 포함됩니다. 

내부 검사 과정이 다음과 같이 Mercedes-Benz Wallbox Home 전면의 LED 디스플레이에 의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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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디스플레이 설명

LED가 흰색으로 한 번 깜박인 후

파란색으로 진동합니다.

이제 차량을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절차의 시작과 종료는 제공된 빠른 시작 설명서와 종합적인 Mercedes-Benz 
Wallbox Home용 작동 설명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종합 작동 설명서는 www.yourwallbox.de/downloads/
Mercedes-Benz/Hom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Wallbox에서 충전되는 차량의 작동 설명서도 참조하십시오.

Mercedes-Benz Wallbox Home이 제대로 작동되면 하우징 커버를 도로 닫고 제자리에 잠급니다: 이는 12단계 이후에서 설명합
니다.

주의사항!

Wallbox 작동 프로세스를 마치려면 Wallbox 내부의 최대 충전 전류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
위치를 사용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Wallbox의 기능을 최종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테스트 모드에서 Wallbox의 컨택터가 올바
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테스트 모드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됩니다.

설정 및 테스트 모드
Wallbox를 작동하거나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차량이 없는 경우 테스트 모드를 사용하여 Mercedes-Benz Wallbox Home의 기
능(컨택터, CP 및 RCD 트리핑)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전원 공급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전류가 사전 설정값과 
다른 경우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를 사용하여 설정 모드에서 Mercedes-Benz Wallbox Home의 최대 충전 전류에 대한 공
장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 라벨에 표시된 정격 전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Mercedes-Benz Wallbox Home의 전자 구성품 모듈 왼쪽에 있는 
개구부를 통해 공장에서 0 위치로 사전 설정된, 코드가 표시된 로
터리 스위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및 설정 모드에 대해 VDE 블레이드 스크루드라이버(0.5 x 
2.5mm)를 사용하여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를 개구부 주변
의 커버에 표시된 값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의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 설정하기" 섹션에서 이러한 값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를 사용하여 설정을 조정하려면 하우
징 커버를 제거하고, 작업 단계에 따라 전기 구성품 커버를 제거하
거나 도로 덮어야 합니다("기계적, 전기적 설치" 섹션의 11페이
지에서 설명된 5 및 6단계 참조). 

위험!

전자 구성품 커버를 열면, Wallbox의 내부와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구성품에 위험한 전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설정 또는 
테스트 모드에서 계속하기 전에 반드시 항상 가정용 전원 공급장치의 MCB와 Wallbox의 내장 RCCB를 끄십시오.
다음과 같이 전기적 설치의 5가지 황금률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1. 모든 전압 소스 차단
2. 절단한 모든 장치 고정
3. 전압이 없는지 확인
4. 접지 및 단락
5. 전압이 흐르는 인접 구성품에 대한 액세스 차단
그러지 않을 경우 감전에 의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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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모드
다음과 같이 테스트 모드에서 Mercedes-Benz Wallbox Home의 기능을 검사하십시오.

작업 단계 LED 디스플레이의 상태

1. 업스트림 MCB와 내장 RCCB를 통해 Wallbox의 전원 공급장치를 끕니다.

2. 내부 전자 구성품 커버를 제거합니다.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를 위치 E로 설정합니
다(16페이지의 표 참조).

3. 내부 전자 구성품 커버를 도로 덮습니다. 업스트림 MCB와 내장 RCCB를 통해 Wallbox의 
전원 공급장치를 켭니다. 

4. 이제 테스트 모드에서 Wallbox가 시작됩니다. 테스트 모드의 경우 충전 전류가 6A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 먼저 Wallbox가 내부 자동 검사를 수행합니다.

 › 내부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LED가 오류 코드 F2를 표시합니다. 17페이지페이
지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내부 검사에서 오류를 반환하지 않으면 6단계를 계속합니다.

위험!

테스트 모드 동안 위험한 전류가 Wallbox의 충전 컨택터에 가해지며, 이로써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컨택터들을 만지지 말고 각별히 주의하면서 다음 조치로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감전에 의해 중상
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작업 단계 LED 디스플레이의 상태

6. 테스트 모드에서 120초 동안 충전 플러그에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24페이지의 
"배선 시퀀스 타입 1" 참조). 또한 CP 접점 신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주파수와 듀티 사이
클, PE에 대한 측정). 120초 후 충전 기능이 잠기며 내장 RCCB가 트립됩니다.

7. 테스트 모드를 종료하려면 업스트림 MCB를 통해 Wallbox의 전원 공급장치를 끄고 RCCB
를 0 위치로 전환합니다. 

8. 내부 전자 구성품 커버를 제거합니다.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를 0 또는 F 위치(정상 
충전 작동을 위한 공장 설정)으로 설정하거나, 공장 설정과 다른 충전 전류에서 Wallbox를 
작동하려는 경우 다른 위치로 설정하십시오(다음 페이지의 표 참조).

9. 내부 전자 구성품 커버를 도로 덮습니다. RCCB를 I 위치로 전환합니다. 하우징 커버를 도로 
닫고 잠급니다. 

10. 가정용 배전함의 업스트림 MCB를 통해 Wallbox의 전원 공급장치를 켭니다. 

11. 시작하는 동안 Wallbox는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의 설정을 업로드한 후 스위치에서 
설정한 충전 전류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설정 모드
다음 단계에 따라 Mercedes-Benz Wallbox Home의 최대 충전 전류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작업 단계 LED 디스플레이의 상태

1. 업스트림 MCB와 내장 RCCB를 통해 Wallbox의 전원 공급장치를 끕니다. 

1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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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단계 LED 디스플레이의 상태

2. 내부 전자 구성품 커버를 제거합니다.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를 각 위치에 설정하여 
원하는 충전 전류를 선택합니다(다음 페이지의 표 참조).

3. 내부 전자 구성품 커버를 도로 덮습니다. RCCB를 I 위치로 전환합니다. 하우징 커버를 도로 
닫고 잠급니다.

4. 가정용 배전함의 업스트림 MCB를 통해 Wallbox의 전원 공급장치를 켭니다. 

5. 시작하는 동안 Wallbox는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의 설정을 업로드한 후 스위치에서 
설정한 충전 전류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 설정하기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를 사용하여 다음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설명 상세 설명
0 정상 작동 공장 설정

1

최대 충전 전류 설정

  8A

2 10A

3 13A

4 16A

5 20A

6 16A 불평형 감지의 20A

7 30A

8 16A 불평형 감지의 30A

9 20A 불평형 감지의 30A

A 32A

B 16A 불평형 감지의 32A

C 20A 불평형 감지의 32A

D 기능 없음 -

E 테스트 모드 차량 없이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충전 접점에서 가능한 전압(컨택터 닫힘)과 통신(CP)을 측정합니다

F 정상 작동 공장 설정

주의사항!

코드가 표시된 로터리 스위치를 사용하여 Wallbox의 정격 전류보다 높은 최대 충전 전류를 선택하면, 이 수동 설정이 무시되
면서 대신 최대 정격 전류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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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감지 및 해결책
Mercedes-Benz Wallbox Home의 작동 중 오작동이 발생하면 이는 하우징 커버 하단의 멀티 컬러 LED 디스플레이에 오류 코드
가 표시됩니다. LED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깜박입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진동하면서 깜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작동을 구별하는 방법과 오류 상태, 그리고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합니다.

작동상 오작동 및 해결책
안전한 작동을 위해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가정용 전원 공급장치 내부의 MCB와 내장 RCCB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
다. 오작동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작동을 복구하려면 먼저 오류의 유형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 유형 가능한 원인 제안된 해결책

LED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Wallbox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전원 공급장치가 차단됨: 업스트림 MCB와 내장 RCCB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켜십시오. 오류가 반
복되거나 계속 발생하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Wallbox가 설치 국가에 맞는 
각 주전원 연결 유형을 준수
하며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의 27페이지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한 www.yourwallbox.de 웹사이트의 국가별 주전원 연결 
체계에 대한 개요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주전원 연결 체계를 확인하십시오:  
www.yourwallbox.de/downloads/documents/Mains_Connection_Schemes_Home_Advanced.pdf

필요한 경우 이 개요에 따라 주전원 연결 체계를 변경하십시오.

Wallbox에서 내부 고장이 발
생했습니다.

새로운 Wallbox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전기 자동차가 인식되지 않
습니다.

충전 케이블이 차량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충전 플러그를 차량에서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하십시오: 오류가 지속되면 충전 케이블이 손상되었는지 점검
하고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LED에 오류 코드가 표시
됩니다.

Mercedes-Benz Wallbox 
Home이 오작동을 감지했
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오류 코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 절차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
류가 반복되거나 계속 발생하면 Wallbox의 작동을 멈추고(20페이지의 "제품의 작동 중지 및 재작동" 
참조) 업스트림 MCB를 끄십시오.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주의사항!

전원 공급장치가 고장나면 Wallbox의 작동을 멈추고(20페이지의 "제품의 작동 중지 및 재작동" 참조) 업스트림 MCB를 끄
십시오.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 또는 설치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오류 코드 및 해결책
다른 오류 상태가 발생하면 멀티컬러 LED가 특정한 반복 패턴으로 깜박입니다. 다음 목록에서 시각적 표시와 오류 간의 상관 관
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1: Wallbox의 메인 컨택터가 열리지 않습니다.
LED가 빨간색으로 한 번 깜박인 후 녹색으로 네 
번 깜박입니다.

해결책: 오류를 감지한 후 20초 내에 Wallbox가 Wallbox 내부의 RCCB를 끕니다. Wallbox 내부의 RCCB를 통해 전원 공급장치
를 다시 켭니다(20페이지의 "내장 RCCB 점검하기" 참조). 

오류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내부 오작동이 발생한 것이며 Wallbox를 교체해야 합니다. Wallbox의 작동을 멈추고(20페이지
의 "제품의 작동 중지 및 재작동" 참조)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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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2: Wallbox가 내부 오작동을 감지했습니다.
LED가 빨간색으로 한 번 깜박인 후 파란색으로 한 
번 깜박입니다.

해결책: 전원 공급장치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오류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내부 오작동이 발생한 것이며 Wallbox를 교체해야 
합니다. Wallbox의 작동을 멈추고(20페이지의 "제품의 작동 중지 및 재작동" 참조)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3: 내부 DC 고장 전류 모듈이 DC 고장 전류를 감지했습니다.
LED가 빨간색으로 한 번 깜박인 후 녹색과 파란
색으로 번갈아 가면서 두 번 깜박입니다.

해결책: 처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충전 절차가 30초 동안 중단되었다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오류가 즉시 다시 발생하면, 
충전 절차가 영구적으로 종료됩니다. 차량을 Wallbox에서 분리한 후에만 새 충전 절차가 가능합니다. 

오류가 반복되면 차량의 충전 시스템이 고장났을 수 있으며 Wallbox를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을 충전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이 밖에 반드시 차량의 작동 설명서에 제공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4: Wallbox가 내부 오작동을 감지했습니다.
LED가 빨간색으로 한 번 깜박인 후 파란색으로 세 
번 깜박입니다.

해결책: 전원 공급장치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오류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내부 오작동이 발생한 것이며 Wallbox를 교체해야 
합니다. Wallbox의 작동을 멈추고(20페이지의 "제품의 작동 중지 및 재작동" 참조)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7: 차량이 충전 절차에서 환기를 요구합니다.
LED가 빨간색으로 한 번 깜박인 후 파란색으로 
두 번 깜박입니다.

해결책: Wallbox가 60초마다 충전 절차를 자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Mercedes-Benz Wallbox Home에서 충전 절차 동안 환기가 필요한 차량을 충전할 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8: 파일럿 접점 CP와 보호 접지 PE 사이에서 단락이 감지되거나 차
량의 통신 인터페이스에 결함이 있습니다.LED가 빨간색으로 한 번 깜박인 후 녹색으로 두 

번 깜박입니다.

해결책: Wallbox가 60초마다 충전 절차를 자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충전 케이블에 손상이 있는지 점검
하십시오. 케이블에 손상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Wallbox와 차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
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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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9: 전류 모니터링 모듈이 충전 전류가 사전 설정된 최대 전류를 초
과한 것을 감지했습니다.LED가 빨간색으로 한 번 깜박이고 녹색으로 세 

번 깜박인 후 노란색으로 한 번 깜박입니다.

해결책: Wallbox가 60초마다 충전 절차를 자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차량과 Wallbox를 점검해야 합니
다: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10: 온도 모니터가 하우징 내부의 온도가 섭씨 80° 이상임을 감지
했습니다.LED가 빨간색으로 한 번 깜박이고 녹색으로 두 

번 깜박인 후 노란색으로 두 번 깜박입니다.

해결책: 온도 모니터가 충전 절차를 중단합니다.

• 하우징 내부의 온도가 섭씨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10분 후 충전 절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 하우징 내부의 온도가 섭씨 60° 미만으로 떨어지자마자 충전 절차가 즉시 다시 시작됩니다. 

오류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설치 장소에서 Wallbox를 보다 효과적으로 냉각하거나 빛이 닿지 않도록 가려야 합니다. 오류가 반
복되거나 지속되면 Wallbox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해야 합니다: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11: Wallbox 내부의 컨택터가 닫히지 않습니다.
LED가 빨간색으로 한 번 깜박인 후 노란색으로 
세 번 깜박입니다.

해결책: Wallbox가 60초마다 충전 절차를 자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가 두 번째로 발생하면 10분 후 충전 절차가 다시 시작됩
니다. 오류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내부 오작동이 발생한 것이며 Wallbox를 교체해야 합니다. Wallbox의 작동을 멈추고(20페이
지의 "제품의 작동 중지 및 재작동" 참조) 업스트림 MCB를 끄십시오.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15: 전류 모니터링이 사전 설정된 최대 부하 불평형이 초과되고 최
대 충전 전류가 떨어진 것을 감지했습니다.LED가 녹색으로 진동하면서 파란색으로 한 번 깜

박입니다.

해결책: 충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충전 출력이 떨어집니다. 오류가 반복되면 차량의 충전 시스템이 고장났을 수 있으며 최대 
부하 불평형을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이 밖에 반드시 차량의 작
동 설명서에 제공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16: 통합된 전류 모니터로의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오
류가 발생하는 동안 최대 충전 전류는 10A로 제한됩니다.LED가 녹색으로 진동하면서 빨간색으로 한 번 깜

박입니다.

해결책: 충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충전 출력이 떨어집니다. 오류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내부 오작동이 발생한 것이며 
Wallbox를 교체해야 합니다. Wallbox의 작동을 멈추고(20페이지의 "제품의 작동 중지 및 재작동" 참조) 업스트림 MCB를 끄
십시오.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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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설명

오류 F17: 온도 모니터가 하우징 내부의 온도가 섭씨 60° 이상임을 감지했
습니다. 최대 충전 전류가 6A로 제한됩니다.LED가 녹색으로 진동하면서 빨간색으로 한 번 깜

박입니다.

해결책: 충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충전 출력이 떨어집니다. 오류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설치 장소에서 Wallbox를 보다 효
과적으로 냉각하거나 빛이 닿지 않도록 가려야 합니다. 오류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Wallbox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해야 
합니다: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주의!

Wallbox가 계속 또는 영구적으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면, Wallbox의 작동을 멈추고(20페이지의 "제품의 작동 중지 및 
재작동" 참조)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충전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장 RCCB 점검하기
계속해서 Wallbox를 안전하게 작동시키려면 6개월마다 내장 RCCB의 기능을 수동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RCCB에는 테스트 기
능을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내부 DC 고장 전류 감지는 충전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매번 자가 테스트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동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LED 디스플레이가 오류 코드를 표시합니다(17페이지에서 참조).

다음과 같이 RCCB를 테스트하십시오:

1. Wallbox가 작동할 준비가 되면 제공된 키를 사용하여 하우징 커버를 제거합니다.
2. 전자 구성품 커버 내부의 내부 안전 스위치용 플랩을 엽니다.
3. T가 새겨져 있거나 Test가 표시된 버튼을 찾습니다.
4.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RCCB가 트립되면서 피벗 레버가 가운데 위치로 움직여야 합니다(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연결이 차단

됨).
5. 이제 RCCB를 완전히 껐다가(0 위치) 피벗 레버를 I 위치로 올려 다시 켭니다.
6. 플랩을 닫고 하우징 커버를 도로 덮은 후 키를 사용하여 잠급니다.

위험!

테스트하는 동안(피벗 레버가 가운데 위치에 있음) RCCB가 트립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Wallbox를 계속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Wallbox의 작동을 멈추고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제품의 작동 중지 및 재작동
필요한 경우, Mercedes-Benz Wallbox Home의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Wallbox의 작동을 멈추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
오.

1. 업스트림 MCB를 끕니다(전력망에 대한 연결이 차단됨).
2. Wallbox의 하우징 커버를 열고, 전기 구성품 커벙서 액세스 플랩을 연 후 RCCB의 피벗 레버를 0 (OFF) 위치로 돌립니다. 
3. 다음과 같이 전기적 설치의 5가지 황금률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이제 Mercedes-Benz Wallbox Home에서 충전 절차를 수행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유자격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서 설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Wallbox의 설치 제거를 원하지 않으면 하우징 커버를 하우징 베이스의 상단 가장자리에 걸어 하우징 커버를 
도로 덮고 제공된 키를 사용하여 커버를 잠급니다.

나중에 Wallbox를 작동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Wallbox의 하우징 커버를 제거하고, 전기 구성품 커벙서 액세스 플랩을 연 후 RCCB의 피벗 레버를 I 위치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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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세스 플랩을 닫습니다. 하우징 커버를 하우징 베이스의 상단 가장자리에 걸고 제공된 커버 키를 사용하여 커버를 잠급니다.
3. 업스트림 MCB를 켭니다.
Mercedes-Benz Wallbox Home가 전력망에 다시 연결되면, 시작 절차가 시작됩니다: 13페이지의 "Wallbox 작동하기" 섹션
에서 설명된 대로 이제 차량을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Wallbox 반송하기
설치 또는 후속 작업 동안 Wallbox가 계속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그래도 오류를 해결할 수 없으면 Wallbox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Wallbox의 작동을 중단하고 
유자격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게 설치제거를 의뢰하여 제거한 후 이를 Mercedes-Benz 기술 지원 센터로 반송하여 수리를 받으
십시오.

반송할 때는 Wallbox 제품 외에 '반송 체크리스트' 문서를 작성하여 소포에 동봉하십시오.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데이터는 정확하
고 완전해야 하며 고객과 설치 기사가 이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Wallbox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반송 체크리스트' 문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 www.yourwallbox.de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yourwallbox.de/downloads/documents/RMA_document_Home_Advanc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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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술 사양
버전 A0009067108

적합성 IEC 61851-1 / 61439-7

전원 공급장치 최대 3 x 16 mm² 크기의 전원 공급 케이블용

정격 전압 제품 라벨 참조

정격 전류 30A, 단상

정격 주파수 60 Hz

최대 출력 7.2 kW

충전 연결 IEC 62196-2 타입 1에 따른, 충전 플러그가 달린 고정된 충전 케이블, 약 6m

회로 보호 장치 타입 A 30mA RCCB 및 DC-RCM, IΔn d.c. 전자 장치 DC 고장 전류 감지 ≥ 6mA

컨트롤 / 사용자 지정
내부 RS485 인터페이스(외부 충전 제어용 인터페이스,  

사용자/설치기술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 없음)

업스트림 퓨즈 C 특성 MCB, 전원 공급장치 및 Wallbox 설정에 따른 정격 전류(단 30A 이하)

PE 시스템 TN-S

작동 온도 -30 ~ 50°C

보관 온도 -30 ~ 85°C

상대 습도 5 ~ 95%(비응축)

보호 등급 I

과전압 분류 III

오염도 3

정격 절연 전압(Ui) 4kV

정격 임펄스 전압(Uimp) 4kV

정격 파고 내전력(Ipk) 6kA

정격 단시간 내전류(Icw) 5kA

정격 조건부 단락 전류(Icc) 6/10kA(C 트리핑 특성)

정격 부등률(RDF) 1.0

보호의 정도(하우징) IP 55

충격 강도 IK08

치수(하우징) 438 x 328 x 170mm (H x W x D)

최대 고도 해발(AMSL) ≤ 2,000 m

단위당 중량(순중량) 약 8.5kg

단위당 중량(총중량) 약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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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도면 및 치수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완전히 조립되어 검사를 마친 후 인도됩니다. 다음 축척 도면은 설치에 필요한 하우징 치수와 
나사 슬롯에 대한 거리를 표시합니다.

고정된 충전 케이블이 있는 Wallbox
평면 및 입면(모든 치수 단위: mm)

후면도(하우징 베이스, 모든 치수 단위는 mm임)

 328 

 4
38

 

 170 

 328  170 

 4
38

 

www.yourwallbox.de

Betriebsbereit

Ladung wird angefordert

Outlet nicht verfügbar

Warten auf Freigabe

Ladevorgang freigeg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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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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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시퀀스 타입 1

지침 및 표준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다음 표준과 보호 등급을 준수합니다:

일반 지침 및 법규

지침 상세 설명

2014/35/EU 저전압 지침

2014/30/EU EMC 지침

2011/65/EU RoHS 2 지침

2012/19/EU WEEE 지침

ElektroG 전기전자장치 법규

장치 안전 표준

표준 상세 설명

IEC 61851-1: 2017 Ed. 3.0 전기 자동차용 유도 방식 충전 시스템 – 파트 1: 일반 요건

IEC/TS 61439-7:2014 파트 7: 정박지, 야영지, 시장 광장, 전기 자동차용 충전 스테이션과 같이 특정한 응용 분야용 스위칭 장치 조합

IEC 61000-6-2:2016 전자파 적합성(EMC) - 파트 6-2: 일반 표준 - 산업 환경에 대한 내성 표준

IEC 61000-6-3:2006+AMD1:2010 전자파 적합성(EMC) - 파트 6-3: 일반 표준 - 주거, 상용 및 경공업 환경에 대한 방출 표준

IEC 61000-6-7:2014 전자파 적합성(EMC) - 파트 6-7: 일반 표준 -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련 시스템(기능 안전)에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제작된 장비에 대한 내성 요구 사항

IEC 61851-21-2: 2018 Ed. 1.0 전기 자동차용 유도 방식 충전 시스템 – 파트 21-2: 오프 보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스템의 EMC 요구 사항

보호 등급 및 보호의 정도

보호 등급 / 보호의 정도 상세 설명

장치는 IEC 보호 등급 1을 준수합니다.

IP 55
보호의 정도: 터치에 대해 완전히 보호하고, 유해한 양의 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각도에서든 가벼운 물 분사로
부터 보호합니다(DIN EN 60529: 2014-09)

N

L3

PP

PE

L1

L2

CP

N

L3

PP

PE

L1

L2

CP

CS

L2/N

PE

CP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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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인증 및 적합성 선언
Mercedes-Benz Wallbox Home은 CE 마크를 부착합니다. 관련 적합성 선언은 

www.yourwallbox.de/downloads/documents/Declaration_of_Conformity_Home_Advanced.pdf

에서 전자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 및 정의
다음에서는 이 설명서에 사용된 중요한 약어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약어 상세 설명 의미

DC Direct Current 직류 

DC-RCM Direct Current Residual Current Monitor DC 고장 전류를 감지하는 모니터링 장치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MCB Miniature Circuit Breaker 초소형 회로 차단기

NHN Normalhöhennull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기준면(AMSL)

RCCB Residual Current Circuit-Breaker 잔류 전류방식 회로 차단기

상표
제3자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상표를 포함하여 이 설명서에서 언급된 모든 상표에는 제한 없이 각각 적용 가능한 상표법의 규정
과 상표를 등록한 해당 소유자의 재산권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표시된 모든 상표, 상표명 또는 회사명은 있는 그대로 해당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이거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모든 권리가 보유됩니다.

이 설명서에 사용된 상표에 대한 명시적인 식별 표시가 없더라도 해당 이름에 제3자의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Copyright © 2019

버전 1.1, MB-IM_Home-2019-06-07

All rights reserved.

이 설명서의 모든 정보는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업체 측에서 어떠한 책임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에 사용된 모든 그림은 디자인이 인도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조업체 측에서 어떠한 책임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이 설명서에 포함된 데이터 또는 가능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그 어떤 손해 및/또는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조업체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 이 설명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저장하거나, 전자적, 전
기적, 기계적, 광학적, 화학적 방식으로 복사하거나 오디오 녹음 방식으로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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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에 관한 조언
환경 보존 및 보호, 오염 방지, 자원의 재활용 개선을 위해, 유럽 위원회는 이에 의거하여 제조업체에서 
전기전자장치를 적절히 폐기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회수하는 지침(WEEE 지침 2012/19/EC 및 
EAG-VO)을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호가 표시된 장치는 유럽 연합 내에서는 분류하지 않는 가정용 쓰레기로서 폐기해서는 안 됩
니다. 적절한 폐기에 관해서는 현지 관계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재료는 표시된 대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재활용 또는 다른 방식으로 폐장치를 가공할 경우, 이
는 환경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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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s Connection Schemes

1

Country
Local  
frequency

Local voltage  
(domestic applications)

Phase L1 Phase L2 Phase L3 Neutral 1-ph 3-ph

Albania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Argentina 50 Hz 220 / 380 V L1 L2 L3 N x

Australia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L1 N x

Azerbaijan 50 Hz 220 / 380 V L1 L2 L3 N x

Bahrain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Bangladesh 50 Hz 220 / 440 V L1 L2 L3 N x

Bosnia an Herzegovina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Brazil 60 Hz 220 / 440 V L1 N x

Cayman Islands 60 Hz 120 / 240 V L1 L2 x

Chile 50 Hz 220 / 380 V L1 L2 L3 N x

China 50 Hz 127 / 220 V L1 L2 x

Colombia 60 Hz 120 / 240 V L1 L2 x

Eurasian Customs Union 
(Belarus, Kazakhstan, 
Russia)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Ecuador 60 Hz 120 / 220 V L1 L2 x

Egypt 50 Hz 220 / 380 V L1 L2 L3 N x

French Polynesia (Tahiti) 60 Hz 220 / 380 V L1 L2 x

Hong Kong 50 Hz 220 / 380 V L1 L2 L3 N x

India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Indonesia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Israel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Jamaica 60 Hz 110 / 220V L1 L2 x

Japan 50 / 60 Hz 100 / 200 V L1 L2 x

Jordan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Kosovo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Kuwait 50 Hz 240 / 415 V L1 L2 L3 N x

Laos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Lebanon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Macau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Macedonia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Malaysia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Mauritius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Mexico 60 Hz 127 / 220 V L1 L2 x

Montenegro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Morocco 50 Hz 220 / 380 V L1 L2 L3 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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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untry
Local  
frequency

Local voltage  
(domestic applications)

Phase L1 Phase L2 Phase L3 Neutral 1-ph 3-ph

New Zealand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L1 N x

Oman 50 Hz 240 / 415 V L1 L2 L3 N x

Pakistan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Panama 60 Hz 120 / 240 V L1 L2 x

Philippiness 60 Hz 220 / 380 V L1 L2 x

Qatar 50 Hz 240 / 415 V L1 L2 L3 N x

Saudi Arabia 60 Hz 230 / 400 V L1 N x

Serbia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Singapore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South Africa 50 Hz 220 - 250 / 380 - 433 V L1 L2 L3 N x

South Korea 60 Hz 220 / 380 V L1 N x

Sri Lanka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Taiwan 60 Hz 110 / 220 V L1 L2 x

Thailand 50 Hz 220 / 380 V L1 L2 L3 N x

Turkey 50 Hz 230 / 400 V
L1 N x

L1 L2 L3 N x

Ukraine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United Arab Emirates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Uruguay 50 Hz 230 / 400 V L1 L2 L3 N x

Vietnam 50 Hz 220 / 380 V L1 L2 L3 N x

Region Country
Local  
frequency

Local voltage  
(domestic applications)

Phase L1 Phase L2 Phase L3 Neutral 1-ph 3-ph

"Europe 

(without Norway and UK)"
50 Hz 230 / 400 V

L1 N x

L1 L2 L3 N x

Norway 50 Hz
230 V L1 L2 x

L1 L2 N x

UK 50 Hz 240 / 415V L1 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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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치 설명서의 발행 후 제조업체에서 기술적으로 제품을 다소 수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의 외관상 사소한 차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색상 
차이는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Daimler AG, Mercedesstr. 137, 70327 Stuttgar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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