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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능 설명
필수 

옵션 사양 콘텐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용성 

모델 시리즈 기준 
제조일 기준

국가별 가용성

Sudoku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스도쿠(Sudoku) 게임을 차 안에서 즐겨 
보십시오. 9x9 숫자 퍼즐 게임을 제공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 가기 
위해, 가능한 적은 실수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혼자서 퍼즐을 풀 수 
없다면, 언제든지 힌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힌트 기능을 너무 
자주 사용 하시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짝맞추기 (Pairs) 

짝맞추기 (Pairs)는 같은 그림의 카드를 찾아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매 라운드에서 전체 카드 중 두 장만 볼 수 있습니다. 카드가 표시 될 때 
그 카드의 위치와 게임을 기억해 두었다가 짝이 되는 카드를 찾아내 
보십시오. 이 게임은 솔로 모드 또는 듀얼 모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셔플퍽 (Shuffle Puck)

셔플퍽 (Shuffle Puck)은 퍽을 이용해 상대방 골대에 볼을 많이 넣는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방향과 슈팅 강도를 적절하게 조정한 후, 
퍽을 발사하여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하십시오. 벽면 및 
다른 퍽과 잘 조준한 후 충돌 시켜 원하는 점수를 얻어 보십시오. 
플레이어는 번갈아 가며 공을 쏠 수 있으며 먼저 다섯 골을 넣거나 
시간 종료 시 더 많은 골을 넣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테트리스® (Tetris®) 

테트리스®는 80년대를 대표하는 클래식 게임입니다. 최대한 많은 
줄을 제거하고 최고 점수에 도전하십시오. 클래식한 플레이 모드 외에 
중간중간 빠르게 진행되는 울트라 모드와 같은 다른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고객님이 원하는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트리스® 게임은 모든 EQS 차량에서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 EQS(21/04)

2.)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로어링 펄스 (Roaring Pulse)

Burmester®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의 일부로서 실내 공간을 위해 
특별하게 디자인된 사운드가 전기 주행 감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추가된 사운드인 "롤링 펄스(Roaring Pulse)"는 가장 외향적인 특성을 
가지며 기본적인 사운드 요소를 통해 대형 내연기관, 터빈 또는 자연의 
힘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파워풀한 요소를 연상시킵니다.

Burmester®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멀티미디어 시스템 메인 메뉴 >> 차량 >>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 설정

EQS (22/06)
EQE (22/06)

EQS SUV
1)

1)

1) 이 콘텐츠는 다음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 몰타, 멕시코, 헝가리, 루마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대만

C-Class (22/06)
EQS (21/04)

S-Class (22/06)
EQE

EQS SUV

1.) 미니 게임 멀티미디어 시스템 메인 메뉴 >> 앱

-

주의사항:

제품내용을사용하려면활성화된 Mercedes me connect 사용자계정이필요합니다.

고객님 Mercedes에대한개별사양구성에따라이패키지에는사운드익스피리언스, 미니게임, 프로젝션기능및기타다른디지털기능카테고리의기능중엄선되어포함됩니다.

가능한카테고리와해당기능은약정기간중언제든지변경할수있습니다. 

어떤콘텐츠를현재고객님의 Mercedes에서사용할수있는지에대한정보는아래기재된개요를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