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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9 LINCOLN MKC IS 
THE REFINED NEW FACE 
OF LINCOLN

2019 링컨 MKC가 눈부신 아름다움에 강인함을 더해 새롭게 탄생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강력하고 민첩한 모습으로 도심은 물론 오프로드까지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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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이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링컨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야 계절답다지만, 더워도 너무 더웠던 지난여름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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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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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할 제품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년 출시 예정인 노틸러스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예

정입니다. 고객님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링컨은 어떤 순간, 어느 곳에서도 링컨과 함께하는 고객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주는 명차로 자리

매김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링컨에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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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S ROAD

U R B A N    
L I F E
자동차는 도시 생활을 더욱 효율적이고 즐겁게 만들어준다.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된 링컨 2019 MKC는 순발력과 
스마트한 주행 보조 기능으로 도시에 최적화된 SUV다.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링컨 2019 MKC가 복잡한 
도심에서도 탁월한 안정성과 주행 감각을 선사한다. 
Editor 김민정 
Driving Writer 임유신(〈탑기어〉 편집장) 
Photographer 류창렬 
Model Slava Styling 이서연 
Hair & Makeup 주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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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의 시그너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한층 
고급스러운 2019 MKC는 럭셔리한 SUV란 무엇인지 
보여준다. 도심형 SUV, MKC는 세련된 외관으로 
비스니스 자리에서도 품격을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LINCOLN’S ROAD

트렌치코트 라르디니 by 신세계인터내셔날, 셔츠 에스.티.듀퐁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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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S ROAD

“안락한 실내 공간과 드라이빙을 돕는 다양한 
편의 기능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미래를 
향한 시티 라이프의 감성을 만끽할 수 있다.”

슈트와 셔츠 모두 에스.티.듀퐁 파리, 시계 페라가모 타임피스 by 갤러리어클락트렌치코트와 데님 팬츠 모두 브리오니, 신발 에스.티.듀퐁 슈즈, 가방 에스.티.듀퐁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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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S ROAD

“오가는 많은 차량과 좁은 골목으로 복잡한 
도심에서도 강력한 파워와 민첩성이 뛰어나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SUV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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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S ROAD

“2019 MKC의 콤팩트한 차체는 복잡한 도심을 헤쳐 
나가기에 알맞다. 날쌘 움직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2.0L GTDI 엔진은 직분사와 터보를 활용해 
245마력과 38.0kg·m에 이르는 강력한 힘을 낸다. 
밟는 대로 튀어나가고 원하는 대로 속도를 올린다.”

블레이저 라르디니 by 신세계인터내셔날, 니트 맨온더분, 팬츠 에스.티.듀퐁 파리, 
시계 페라가모 타임피스 by 갤러리어클락

재킷과 니트 베스트 모두 맨온더분, 
팬츠와 셔츠 모두 에스.티.듀퐁 파리, 슈즈 에스.티.듀퐁 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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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이끄는 럭셔리 크로스오버 SUV

복잡한 도시 생활은 의외로 단순하다. 업무 공간과 집, 아니면 이동을 위해 도로에

서 시간을 보낸다. 집을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또는 다른 공간으로 들어

가기까지 도로 위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다.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함께

하니 인생의 절반을 자동차와 보내는 셈이다.  

공간과 시간의 절반을 자동차가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와 함께하는 생활은 풍요

롭고 멋있고 보람차야 한다. 자신을 빛내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

여야 하므로 어떤 자동차와 함께하느냐는 인생이 걸린 큰 문제다. 타는 자동차에 

따라 생활은 물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떤 차를 골라야 할까? 다음 

다섯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하면 따질 필요도 없이 자신의 인생 자동차로 받아들

여도 된다.  

도시 생활 공식의 첫 번째는 빨라야 한다. 도시 생활의 기본은 재빨리 치고 빠지

는 순발력이다. 혼잡한 도심 정체에서 벗어나고 남보다 한발 앞서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2019 MKC의 콤팩트한 차체는 복잡한 도심을 헤쳐나가기에 알맞다. 

날쌘 움직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2.0L GTDI 엔진은 직

분사와 터보를 활용해 245마력과 38.0kg·m에 이르는 강력한 힘을 낸다. 밟는 

대로 튀어나가고 원하는 대로 속도를 올린다. 네바퀴굴림과 토크 벡터링 덕분에 

예상치 못한 급격한 몸짓 변화에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허둥대느라 체면 

구길 일이 없다.  

둘째, 멋있어야 한다. 자동차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데 일조하고 운전자와 잘 어

울려야 할 의무가 있다. MKC의 스타일은 당차고 다부지고 세련됐다. 도시의 건

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무미건조한 도로 위에 개성을 불어넣는다. 운전자가 정장

이나 캐주얼 차림이어도 멋지게 소화해낸다. 어떤 차림으로 어디를 가든 운전자

의 스타일을 살려준다. 

셋째, 지루하지 않아야 한다. 도시 생활은 자칫 삭막하고 건조해지기 쉽다. 함께하

는 시간이 길수록 늘 새로운 기분이어야 한다. 2019 MKC는 매 순간 도시 생활

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파노라마 루프를 통해 보이는 도시의 빌딩 숲, 프리미엄 사

운드 시스템에서 울려 나오는 콘서트 같은 음향, 만질 때마다 재미를 더하는 싱크

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분에 맞춰 일곱 가지 색으로 바꾸는 앰비언트 라이팅, 

운전 재미를 더하는 컴포트·노멀·스포츠로 나뉜 주행 모드 등 지루할 틈을 주

지 않는다. 

넷째, 똑똑해야 한다. 도시의 도로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온갖 위험 요소가 운전

자를 위협한다. 신경 쓸 일도 많아 운전자는 금세 피로해진다. 자동차는 운전자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MKC는 똑똑하게 스스로 판단해 운전자를 지켜

준다. 후측방 경고, 보행자까지 감지하는 충돌 경고, 전방 주차 센서, 차선 이탈 경

보 등 운전자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알아서 꼼꼼히 챙긴다. 머리가 좋으면 

손발이 고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자동차가 똑똑하면 운전자가 고생하지 않

는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운

전자가 할 일을 MKC가 대신한다. 

다섯째, 상황 적응력이 뛰어나야 한다. 도시 생활은 예기치 못한 변수의 연속이다. 

콤팩트 SUV를 혼자 타는 차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설사 혼자 탄다 해도 돌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사람을 여럿 태워야 하거나, 큰 짐을 실어야 할 일도 생긴

다. MKC는 콤팩트급이지만 실내는 여유롭다. 1, 2열에 편안한 공간을 확보했고, 

트렁크 공간도 기본 713L나 된다. 2열을 접으면 1503L로 늘어난다. 고급스러운 

공간은 누가 타도 잘 어울린다. 업무 관계자를 태우면 비즈니스 공간으로, 연인을 

태우면 근사한 데이트 공간이 된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환영받는다. 

2019 MKC를 타고 있노라면, 절반의 시간을 함께해야 할 차는 어떠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선택은 애초부터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지 모른다. 세상의 구

조가 의외로 간단하듯, 럭셔리 콤팩트 SUV도 MKC와 MKC가 아닌 차로 나뉜다. 

어떤 차를 골라야 할지 해답은 명쾌해진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LINCOLN’S ROAD

Cooperation

BRIONI(02-310-1665)

FERRAGAMO TIMEPIECE by GALLERY O’CLOCK(02-3284-1300)

LARDINI by SHINSEGAE INTERNATIONAL(02-3479-1622)

MAN ON THE BOON(031-8072-8388)

S.T. DOUPONT PARIS·S.T. DOUPONT SHOES(02-2106-3496)

“MKC의 스타일은 당차고 다부지고 세련됐다. 
도시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무미건조한 
도로 위에 개성을 불어넣는다.”

슈트 브리오니, 셔츠 에스.티.듀퐁 파리, 신발 에스.티.듀퐁 슈즈, 
시계 페라가모 타임피스 by 갤러리어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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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빠르기만 한 기능은 재미없다. 마음을 사로잡는 
세심한 배려와 시선을 끄는 화려한 면모도 필요하다. 
링컨이 편리함을 뛰어넘어 감성을 입힌 기술을 선보인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LINCOLN’S TECH

E M O T I O N A L
D E T A I L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도 100년이 넘었다. 1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

르는 동안 더는 새로울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나올 기술은 다 나왔다. 

그런데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이유는 응용과 진화 덕분이다. 기술

에 새로운 요소를 더하고 변형해 더 나은 기술을 선보인다. 응용과 진

화는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하지 않는다. 더 편하고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부분도 고려한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계를 넘

어 이동하는 거주 공간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링컨은 기술의 구현에

서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운전자와 탑승객의 감성을 자극

하는 감동을 전한다. 

힘들이지 않고 살짝 누르는 버튼식 변속

링컨은 변속 경험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꿨다. 가볍게 살짝 버튼을 누

르면 변속이 이뤄진다. 보통 자동차는 변속 행위를 중시해 변속 레버

나 다이얼이 센터페시아 중앙에 도드라지게 자리 잡는다. 링컨은 다르

다. 변속 버튼이 다른 버튼과 어우러진다. 마치 모든 기능이 다 같이 중

요하고 평등하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듯하다. 오디오 버튼을 다루듯 가

볍게 누르기만 하면 변속이 이뤄져 편리하다. 

30방향으로 조절되는 퍼펙트 포지션 시트

자동차 시트는 운전자의 평균 체형에 맞춰 제작한다. 누구나 

큰 불편 없이 앉을 수는 있지만, 개개인에게 완전히 맞추는 건 

무리다. 링컨 퍼펙트 포지션(Perfect Position) 시트는 30방

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 자신의 체형에 딱 맞는 자세가 나온

다. 표준 체형을 고려한 시트에 사람이 맞춰야 하는 게 아니

라, 사람에게 시트가 맞춘다. 몸에 꼭 맞는 시트가 바른 운전 

자세를 만들어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으로 이어진다. 

신경은 Down, 안전은 Up, 드라이브 어시스트 

운전을 하다 보면 피곤하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자동차가 알아

서 다 해주면 그보다 좋은 일도 없다. 특히 안전 분야는 더욱 그렇다. 

링컨은 각종 운전자 보조 기능을 선보여 운전자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한다. 피로 경보 시스템을 포함한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보행자 

감지 기능을 포함한 충돌 경고,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Active Park 

Assist), 후측방 경고 시스템을 포함한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360도 

카메라 장착 등. 운전자는 그저 차에 모든 것을 맡기고 편하게 달리기

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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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혁명,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SYNCⓇ
3

링컨의 SYNCⓇ3는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높은 완성도를 자

랑한다. 차내 기능 조절은 물론 모바일 기기 연결과 인터넷 기능 구현 

등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해낸다. 운전자 여러 명의 개인 프로필을 입력

하는 기능도 갖췄다. 시트나 미러, 페달 위치, 오디오, 공조 장치 상태 

등을 저장해놓으면 각 운전자에게 맞게 바로 세팅된다. 

품격을 높이는 레벨 울티마 오디오 시스템

고급차라면 오디오도 격에 맞아야 한다. 요즘 고급차 브랜드는 오디

오로 개성과 품격을 드러낸다. 링컨은 레벨(Revel®) 울티마 오디오 시

스템을 쓴다. 레벨은 세계적 음향 기업 하만의 고급 오디오 브랜드다. 

링컨 자동차에 최적으로 설계해 수준 높은 청취 환경을 제공한다. 음

악을 듣기 위해 차를 타고 싶게 하는, 차에서 내리기 싫을 정도로 음향

이 좋은 시스템이다. 

LINCOLN’S TECH

발동작으로 열리는 트렁크,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짐을 트렁크에 싣는 복잡한 일을 발동작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Hands Free Power 

Liftgate)는 트렁크 앞에서 간단히 발을 움직이면 자동으로 트

렁크가 열려 편하게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다.

스마트하게 작동하는 LED 헤드램프

헤드램프는 얼마나 밝게 비추느냐를 넘어 얼마나 똑똑하게 비추느냐가 더 중요해

졌다. 링컨의 LED 헤드램프는 회전 방향과 속도에 따라 비추는 범위를 달리한다. 

느린 속도에서는 넓게, 빠른 속도에서는 멀리 비춘다. 오토 하이빔은 앞유리에 달

린 카메라가 교통 상황을 판독해 상향등과 하향등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LED 헤

드램프는 반영구적이라 교환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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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 M I N G
W O R L D

이름을 보면 링컨의 역사가 보인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름 또한 링컨의 특색으로 자리 잡았다. 

Wir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LINCOLN’S ISSUE

자동차의 완성은 이름이다. 잘 지은 이름이 자동차의 성공을 좌우한다. 아무리 잘 만든 차라 해도 이름이 별로면 좋은 인

상을 줄 수 없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는 그동안 만들어낸 이름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름 짓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대체로 원칙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이름을 짓지만,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기도 한다. 차종이 많아지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시대의 유행에 따라 예외적인 이름을 붙이거나, 특별한 모델은 원칙에서 벗어나 

별도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1917년에 설립한 링컨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며 수많은 자동차를 생산했다. 이름의 역사 또한 깊다. 한 모델이 

큰 성공을 이루면서 역사적 이름이 탄생하거나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름이 생긴다. 시대의 흐름

에 맞는, 원칙에 따른 이름이 나오거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해 오래전 이름이 현시대에 부활하기도 한다. 이름을 보면 링

컨 브랜드를 알고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링컨 모델 이름의 세계는 오묘하고 흥미롭기 그지없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

과거에 명성을 떨친 이름이 현시대에 새롭게 부활한다. 워낙 유명했던 이름이라 

인지도가 높거나, 이름에 담긴 뜻이 좋아 한 번 쓰고 말기엔 아까워서 그러기도 한

다. 과거 명성을 물려받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쓰인다. 당시 모델의 특성을 

현시대에 재해석해 출시할 때도 예전 이름을 다시 꺼낸다. 

Zephyr 1935→2006년

1935년 말에 선보인 제퍼는 중형 세단으로 링컨 대중화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제퍼(Zephyr)는 미풍이라는 뜻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

(Zephyrus)로부터 따왔다. 2005년에 선보인 링컨의 현대적 중형 세단은 제퍼라

는 이름을 얻었다. 

Aviator 2002→2018년

애비에이터는 내비게이터 아래급 SUV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했다. 뜻

은 비행기 조종사다. 잠시 잊혀진 애비에이터는 2018년 뉴욕 오토쇼에 콘셉트카

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항공과 관련한 이름답게 비행기나 새에서 영감을 얻은 

요소를 대거 적용했다. 

Continental 1939→2017년 

링컨을 대표하는 모델. 1939년에 처음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온 장수 모델로, 세대

수만 10세대에 이른다. 2002년 9세대를 끝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2016년 10세대 

모델로 다시 등장했다. 컨티넨탈은 ‘대륙의’, ‘유럽의’라는 뜻인데, 유럽 컨티넨탈 

스타일 요소를 많이 담아 붙은 이름이다. 

알파벳 전통

알파벳 이름은 눈에 잘 들어와서 인식하기 쉽다. 시리즈 구분이 확실해 모델의 흐

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약어로 쓰는 경우 더 많은 뜻이 담긴다.  

L, K, H-Series 1910~1940년대

초창기 링컨 모델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링컨이 처음 만든 모델 이름은 L이었다. 

당시에는 링컨을 비롯해 여러 브랜드가 주로 알파벳이나 숫자 등 간단한 이름을 

썼다. 모델 L은 K로 이어졌다. H는 제퍼 후속 모델로 나왔다. 

MK-Series 2000~2010년대 

마크(Mark)는 기계 등의 형식 기호를 뜻하는데, 종종 자동차의 세대를 구분하는 

말로 쓰인다. 링컨 컨티넨탈의 경우 초대 모델 다음부터는 컨티넨탈 마크 II 이런 

식으로 마크가 이름처럼 따라붙었다. 이런 유서 깊은 마크라는 이름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MK 시리즈가 탄생했다. 중형 세단 MKZ를 시작으로 중형 SUV MKX, 대

형 세단 MKS, 크로스오버 투어링카 MKT, 콤팩트 SUV MKC 등이 나왔다.   

1940년형 컨티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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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명예

성공적 모델은 세대가 바뀌어도 그 이름을 유지한다. 한 모델이 수십 년 이상 이어

지기는 쉽지 않기에 같은 이름을 쓰겠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한 

이름을 오랜 세월 유지하면 이름의 가치는 엄청 커진다. 모델명을 넘어 브랜드를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여겨진다. 더 나아가, 시대나 비슷한 차종을 상징하는 이름

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컨티넨탈(Continental) 1939년~

링컨 모델이 MK 시리즈로 이름을 바꿨지만, 컨티넨탈만큼은 MK 작명법을 따르

지 않았다. 대형 고급 세단으로 링컨을 대표하는 이름인 데다 인지도가 워낙 높아 

그대로 살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 더구나 공백기를 거쳤기에 더욱 낯익은 

이름이 필요했다. 

내비게이터(Navigator) 1998년~

세단 중에서 컨티넨탈이 기함이라면, SUV 중에서는 내비게이터가 기함 역할을 한

다. 내비게이터 역시 MK 작명법을 따르지 않는다. 1998년에 출시해 풀사이즈 럭

셔리 대형 SUV 시장을 개척한 모델로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개성을 드러내는 주제 의식

이름에 규칙을 부여하기에는 알파벳이나 숫자, 또는 둘을 합친 알파뉴메릭이 유리

하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규칙을 세울 수 있다. 특정 주제나 의미가 비

슷한 단어를 이름으로 쓰면 된다. 

내비게이터, 애비에이터, 노틸러스

최근 링컨은 각 모델 이름에 독자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전략을 틀었다. 새로 나온 

SUV에는 애비에이터라는 이름을 붙였고, MKX 부분 변경 모델은 노틸러스로 이

름을 바꿀 예정이다. SUV 라인업의 개별 이름은 성격이 비슷하다. 내비게이터

(Navigator)는 항해자 또는 조종자를 뜻한다. 애비에이터(Aviator)는 비행기 조종

사다. 노틸러스(Nautilus)는 소설 《해저 2만리》에 나오는 잠수함 이름이자 세계 최

초의 원자력 잠수함 이름이다. 어원은 그리스어로 선원이나 뱃사람을 뜻한다. 비

행기나 배를 조종하는 사람으로 SUV 라인업의 공통된 뜻을 따른다.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규칙이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대체로 그 차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을 갖다 쓴다. 짧고 강렬하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도 하고, 친근하게 다가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기도 한다. 링컨 브랜드 안에도 단

독으로 쓰인 이름이 은근히 많다. 코즈모폴리턴(Cosmopolitan, 국제적인), 리도

(Lido, 해변 휴양지 또는 야외 풀장), 카프리(Capri, 카프리섬), 베르사유(Versailles, 

프랑스의 대표 궁전), 프리미어(Premiere, 초연) 등. 여러 이름이 역사 속 링컨 모

델에 쓰였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3세대 내비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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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세기는 대항해시대였다. 유럽의 각 국가들이 전 세계를 탐험하며 항로를 

개척하고 무역을 활성화했다. 당시 바다로 나가기 위한 필수품은 선박이었고, 

바람의 힘으로 나아가는 범선은 대항해시대의 주역이었다. 캐러벌선, 캐랙선, 갈

레온선 등 크기와 용도에 따른 배들이 발달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항해시

대를 이끈 주인공으로, 특히 스페인 해군은 ‘무적함대’라 불리며 대항해시대를 

주름잡았다. 그러나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에 패한 뒤 대양의 주도권은 영국

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신흥 세력으로 넘어갔다.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치열한 경쟁의 역사가 대항해시대에 펼쳐졌다.

요즘 자동차 시장은 SUV 시대라 불린다. SUV의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마치 대항해시대 같다. SUV라는 커다란 바다를 정복한 브랜드

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는다. SUV 라인업을 충실히 갖춘 브랜드는 세력

이 급성장하게 마련이다. 잘나가는 브랜드지만 SUV가 없어 고전하는 일도 생

긴다. 모든 브랜드가 SUV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새로운 SUV를 내놓고 서둘러 

함대를 조직한다. 

링컨은 오래전부터 SUV 라인업을 충실히 갖췄다. 함대 구성은 콤팩트급 MKC, 

크로스오버 MKT, 중형 MKX, 대형 내비게이터다. 최근에는 MKX와 내비게

이터 사이를 메우는 애비에이터를 선보였다. 크로스오버 전기차를 개발 중이

고, 전 모델에 하이브리드 버전을 준비하는 등 SUV 라인을 계속 강화해 럭셔리 

SUV 시장이라는 대항해시대에 준비된 강자로 나선다. 

크기를 뛰어넘는 다재다능함, MKC

MKC는 링컨 SUV 중 크기는 작지만, 역할만큼은 어떤 차에도 뒤지지 않는다. 

링컨 브랜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입문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인다. 크기가 작

다고 해서 내용까지 작지는 않다. 링컨이라는 럭셔리 브랜드의 모델인 만큼 수

준 높은 상품성과 정체성이 뚜렷한 스타일로 큰 만족을 이끌어낸다. MKC는 비

교적 최신 모델이다. 럭셔리 콤팩트 SUV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링컨 SUV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태어났다. 2013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첫선을 보였고, 

2014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초기에 날개형 그릴로 패밀리 룩을 따른 MKC는 

최근 최신 링컨 스타일로 변화를 주었다. 컨티넨탈에서 시작한 그물망 그릴을 

채택해 링컨의 정체성을 극대화했다. 

MKC는 크기에 비해 그 효과가 뛰어나다. 콤팩트급이지만 SUV의 특성을 잘 살

려 만족도를 높인다. 실용성과 공간 활용성, 경제성 등 SUV의 기본기에 충실하

면서, 크기가 적절해 움직임이 빠르고 역동적이다. 혼자 타기도 좋고, 가족용으

로도 무리가 없다. 

럭셔리 중형 SUV의 표본, MKX

MKX는 링컨 함대의 허리를 담당한다. 브랜드의 핵심 모델로 판매량을 책임지

고 있다. 중형 SUV는 만능이어야 한다. 어떤 대상, 어떤 요구도 만족시키는 특

성을 지녀야 한다. 공간 활용성, 성능, 실용성, 경제성, 고급성, 가격 경쟁력, 디자

인 등 어느 한 분야에서도 빠지지 않고 평균을 뛰어넘는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함대의 전면에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제압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MKX는 럭셔리 중형 SUV의 표본으로,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춘다. 

1세대 MKX는 2004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 콘셉트카로 등장했고, 양산 모델은 

2006년 12월에 나왔다. 애비에이터의 후속 모델로 등장해 본격적인 링컨 SUV 

시대를 열었다. 촘촘한 격자 그릴과 가로로 길게 이어진 테일램프는 우주선 같

은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2015년 부분 변경을 거치며 

링컨의 날개 그릴을 받아들였고, 2015년에는 2세대 모델이 판매를 시작했다. 

링컨의 새로운 디자인을 이어받을 MKX는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노틸러스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스타일과 이름을 바꿔 신선한 느낌을 강조한다. 링컨 함

대의 주력 모델로 더 큰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각오를 보여준다. 

A G E  O F  
E X P L O R A T I O N   
SUV 대항해시대가 열렸다. 브랜드마다 SUV 함대를 조직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링컨은 이미 잘 갖춰진 SUV를 앞세워 럭셔리 자동차 시장을 공략한다. 
Writer 임유신(〈탑기어〉 편집장)

MKC

M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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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크로스오버의 선구자, MKT

요즘 SUV와 함께 주목받는 분야는 크로스오버다. SUV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타 분야 차종의 장점을 집어넣은 차다. 사실상 링컨 브랜드 라인업에서도 MKC와 

MKX는 크로스오버로 분류해도 무방하다. 정통 SUV와 지상고를 낮추고 날렵하게 

뽑아내 도심에 맞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MKT는 MKC와 MKX보

다 크로스오버의 특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세히 보면 SUV와 왜건의 중간 

형태를 띤다. SUV와 세단의 장점만 뽑아 절묘하게 조합했다. 이름에서 T는 ‘투어링

(Touring)’을 뜻한다. 편하게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차라는 뜻이다. MKT는 이런 특

성을 바탕으로 링컨 함대에서 별동대 역할을 하는 특수 모델이다. MKT는 2008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2009년 양산 모델이 나왔다. 어떤 모델

의 후속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등장했고 MKX의 위급으로 자리 잡았다. 동급 시장

에서 흔치 않은 모델이라 더욱 시선을 끌었다. 

틈새를 절묘하게 메우는 신상, 애비에이터

애비에이터는 MKX와 내비게이터 사이를 메운다. 내비게이터의 특성은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대중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함대의 부지휘관쯤 된다고 할까. 겉으로 보

기에 내비게이터와 정체성 통일을 이뤄 링컨 함대 일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

러난다. 다른 점이라면, 각을 좀 줄여 부드러워 보인다는 것.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은 플랫폼과 3열이다. 새로운 뒷바퀴굴림 플랫폼을 사용했고, 7인승 SUV로 공간 

활용도와 실용성을 높였다. 최신 모델답게 링컨의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준

다. 트윈 터보엔진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링컨 모델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

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힘과 효율성, 친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킨

다. 요즘 고객들이 원하는 SUV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췄다. 

링컨이 애비에이터라는 이름을 처음 쓴 것은 아니다.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애

비에이터는 링컨의 중형 SUV로 라인업을 지켰다. 오랜 공백기를 거쳐 화려하게 부

활한 애비에이터는 아직 콘셉트카 단계다. 링컨은 콘셉트카에서 큰 변동 없이 양산

차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더 기대가 크다.  

링컨 SUV 함대를 이끄는 기함, 내비게이터

자동차 브랜드 라인업에서 가장 크고 비싸고 좋은 모델을 기함이라 부른다. 기함은 

해군 함정 가운데 지휘관이 타는 배를 말한다. 해군에서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자동

차 세계에서도 기함은 한 브랜드를 이끄는 모델을 뜻한다. 내비게이터는 링컨 SUV 

라인업에서 기함 역할을 한다. 크기, 고급성, 가격 등을 따져볼 때 당연히 차지해야 

할 자리다. 

내비게이터는 1998년에 처음 나와 20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대

형 럭셔리 SUV 시장을 개척한 모델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압도적 크기와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일로 팬층도 두껍다. 현재 모델은 4세대로 2016년 뉴욕 국제 오토쇼에

서 처음 선보였다. 2017년 서울모터쇼에서 선보여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기함답게 강력한 힘과 각종 첨단 기술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V6 3.5L 엔진의 최

고출력은 450마력에 이르고 변속기 단수는 무려 10단이다. 이전 세대보다 무게를 

100kg 가까이 줄이는 등 경량화에도 공을 들였다. 기본형은 길이가 대략 5.35m, 

롱 휠베이스는 5.67m로 길고 여유로운 3열을 갖췄다. 큰 체구에 맞게 미니밴이 부

럽지 않은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마치 커다란 배를 타는 듯한 풍요로운 자동차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MKT

애비에이터

내비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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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Q U E E N ’ S  
C A R
테니스의 여왕 세레나 윌리엄스(Serena Williams)가 링컨의 새로운 디지털 캠페인에 
등장했다. 생애 첫 자동차로 내비게이터를 선택한 세레나 윌리엄스는 자신의 경험과 
애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올-뉴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지털 캠페인 영상을 완성했다.    
Editor 김민정

무엇이든 첫 번째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세계 랭킹 1위인 여자 프로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는 스무 살이 되기 

전, 생애 첫 자동차로 링컨 내비게이터를 구입했다. 그녀는 동생과 함께 내비게이터에 ‘진저(Ginger, 생강)’라는 애칭을 

붙일 만큼 차량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처음 진저를 만났을 때 엄청 흥분했어요. 럭셔리 자동차 링컨 내비게이터, 진저는 안정성과 탁월한 주행력으로 저를 

한 단계 성장시켰지요. 진저는 제게 특별한 주행 경험을 선사했어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지요”라며, 테니스의 여왕

이라 불리는 세레나 윌리엄스가 내비게이터에 대한 찬사를 쏟아놓는다.

그녀는 진저와 8년을 함께했고, 그다음에는 조카에게 물려주었다. 링컨 내비게이터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만큼 세레

나 윌리엄스가 새롭게 선보인 올-뉴 링컨 내비게이터의 홍보대사가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23개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정말 놀라운 선수입니다. 가정을 꾸린 그녀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

면서 자선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운동 연습과 사업, 가정생활 등 쉴 틈 없는 바쁜 일상에서도 세레나 윌리엄

스는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내비게이터와 함께 삶의 품위와 평온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 에머트 링컨 자동

차 그룹 마케팅 매니저가 세레나 윌리엄스의 동반자인 내비게이터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전했다.  

링컨 내비게이터는 그녀가 테니스는 물론 가정, 사업에서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숨은 조력자나 다름없다. 

그녀는 “내비게이터의 럭셔리함은 정말 근사해요. 경기에 출전할 때 좋은 모습으로 등장해야 하는데, 내비게이터는 언

제나 제 모습을 멋져 보이게 하죠”라고 말한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자신의 경험과 진저에 대한 애정을 담아 이번 올-뉴 링컨 내비게이터의 소셜 미디어 캠페인 영상을 

완성했다. 영상에는 예쁜 딸 알렉시스 올림피아 오하니언을 출산하면서 가진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윔블던에서 준우

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복귀한 세레나 윌리엄스의 올-뉴 링컨 내비게이터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녀는 영상을 통해 “엄마로서 아이가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림피아에게 내비게이터

는 또 다른 방과 같아요. 낮잠도 자고, 놀기도 하면서 또 다른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저 역시 안정

감 있는 주행력으로 최상의 편안함을 누리며 안전한 드라이빙을 즐깁니다”라고 말한다. 

“전 항상 내비게이터와 연결되어 있어요. 진저를 처음 구입했을 때 너무 멋지고 안전해 ‘내가 진정한 최고의 럭셔리 자

동차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크게 와 닿을 정도였어요. 이번 캠페인 영상을 작업하면서 예전에 진저와 함께하던 순간

으로 돌아온 것 같아 더욱 즐거웠습니다”라고 말하는 세레나 윌리엄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비게이터와 함께 삶의 균

형을 이루는 멋진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레나 윌리엄스의 올-뉴 링컨 내비게이터 캠페인 영상은 링컨과 세레나 윌리엄스의 소셜 채널, 유튜브에서 직접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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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N T H LY  
J O Y
대부분 자동차는 한번 사면 오래 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링컨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자동차를 매달 바꿔 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매달 기쁨이 찾아온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자동차는 물론 주거 공간까지도 빌려 쓰는 공유경제는 전통적 소유 개념을 송두리

째 뒤흔들었다. 정기 배송을 뜻하는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은 2010년 이후 

등장해 개념 자체가 새롭지는 않다. 정기 배송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서비스로 

신문이나 잡지를 일정한 주기로 받아보는 것도 서브스크립션의 한 종류다. 요즘 

서브스크립션은 제품과 대상이 매우 다양해졌다.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건강, 컨설팅, 패션 등 각 분야에서 기발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이뤄진다. 

고가인 자동차는 쉽게 바꾸기도, 여러 대를 사기도 힘들다. 가격이 높은 만큼 감

가 폭도 커서 사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꾸면 손해가 크다. 살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나 부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가격이 높아서 구매하는 데 신중히 처리하기 

때문에, 자주 바꾼다면 시간적·정신적 낭비 요소도 크다. 어지간한 재력이 아니

고서는 마음에 든다고 여러 대를 한꺼번에 살 수도 없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자동차에도 이뤄진다면 마음에 드는 차를 살 때 따라붙는 

제약 조건이 사라진다. 매달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 주기적으로 타고 싶은 차를 

골라 탈 수 있다.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대여가 비용 면에서 이득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 새로운 차를 빨리 타보고 싶은 사람, 한 차에 금방 싫증을 느끼는 사

람에게 알맞다. 

여러 스타트업과 완성차 업체가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링컨도 

그중 하나다. 링컨은 럭셔리 서브스크립션 파일럿 서비스를 미국 로스앤젤레스 

서부에서 시작했다. 차종은 2017년형 링컨 모델이다. 링컨은 이미 2016년 로스

앤젤레스 서부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링컨 모델을 탈 수 있다. 

다양한 가입 기간과 주행거리를 선택할 수 있고, 광범위한 보험과 보증 혜택, 유

지 관리,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링컨 브랜드의 선호도 높은 픽업 & 딜

리버리 서비스도 받는다. 

링컨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차종은 MKX, MKC, MKZ, 컨티넨탈, 내비게이터다. 

12개월까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주행거리는 800km부터 무제한 설정할 수 

있다. 가격은 한 달에 625달러부터. 이용자는 매달 링컨 모델을 바꿔 탈 수 있다. 

서비스와 차종에 따라 가격은 달라진다. 내비게이터 상위 모델에 주행거리 제한 

없는 조건을 붙일 경우 시작 가격은 1855달러 수준으로 오른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 모델은 자동차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링

컨도 이에 대비해왔다. 링컨 CEO 쿠마 갈호트라는 지난해 LA 모터쇼에서 “장기 

리스는 링컨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확실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월함 

면에서 본다면 고객들은 3년 리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다른 형태의 소유 모델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링컨의 마케팅 수석 로버트 파커는 링컨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해야 하는 이

유를 설명한다.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았다. 

고객들은 휴대폰이나 기타 물품을 매달 요금 지급 후 사용하고, 이런 서비스의 확

장을 원한다. 링컨은 21세기에 맞게 서비스를 재구성하고자 했고, 서브스크립션

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는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링컨 서비스 기반 경험의 최신 

예다. 링컨은 서비스 기반 프로그램으로 2016년 픽업 & 딜리버리를 선보이고 시

행 중이다. 정비할 차를 가져가고 정비가 끝나면 차를 갖다 주는 서비스고, 정비 

기간 동안 탈 차를 제공한다. 2017년 이용 건수가 6만 건이 넘었다. 쇼퍼 프로그

램은 개인 기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이애미와 샌디에이고에서 파일럿 서

비스를 제공 중이고, 고객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개인 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기사는 주유나 쇼핑, 물품 배달, 자녀 픽업 등 추가적인 심부름도 해준다. 쇼

퍼 프로그램은 링컨 퍼스널 드라이브 서비스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또 링컨은 연관 범위를 넓혀, 회원 가입을 하면 공항이나 공연장에서 

곧바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세상이 변하면서 자동차를 둘러싼 환경도 바뀌고 있다. 자동차회사는 자동차 생

산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는다. 고객은 여러 방법으로 

자동차를 이용한다. 매달 자동차를 바꿔 타는 서브스크립션은 시작에 불과하다. 

예측하기 힘든 만큼 미래는 만들어가는 자의 몫이다. 링컨을 보면 자동차의 미래

가 보인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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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이민웅

S P O T L I G H T  
O N  
T A L E N T
방송가에는 ‘대세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순한 노력 그 이상의 사활을 건 땀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일 터. 인기 있는 쇼호스트이자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민웅 역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지금 
자리에 우뚝 섰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고온다습한 날씨마저 잊게 하는 미소와 훈훈한 외모, 
세련된 말솜씨를 지닌 대세 쇼호스트 이민웅을 만났다.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뚜렷한 이목구비, 훤칠한 키에 스타일 센스까지 갖춘 이민웅의 첫인상은 브라운관에서보다 훨씬 멋져 보였다. 예상보

다 작은 얼굴과 큰 키로 신체 비율이 모델만큼 좋다. “최근 살이 좀 빠졌어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라 운동과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요. 작은 변화도 화면에서는 커 보이거든요. 조금만 방심해도 그 차이가 금방 드러나죠.” 한 시간 

방송에 몇십 억의 판매고를 올리며 홈쇼핑계의 완판남으로 알려진 이민웅은 한 주에 5~6개의 생방송을 진행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언제나 최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 관리는 물론 방송 상품 준비에도 열과 성을 다한다. “상

품 판매 방송을 준비할 때 미리 사용을 해봐요. 관심과 집중으로 이 상품을 어떤 이야기로 풀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

죠. 사실 준비라는 것이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염두에 두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예

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죠.” 홈쇼핑은 대본 없이 진행되는 생

방송임에도 이민웅은 순발력 넘치는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아 채널을 고정하게 만든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유쾌함 

“생방송의 묘미는 순발력이에요. 워낙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해 사회

도 많이 봤고요.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요.(웃음) 그리고 긴장을 잘 하지 않아요. 그 덕분에 생방송에서도 제대로 실

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녹화방송보다 생방송을 더 좋아한다는 그에게 쇼호스트는 천직이나 다름없다.   

의상학을 전공한 이민웅은 대기업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자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넘치는 끼를 발산해보고자 퇴사를 결심했다. 그는 과감하게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도전했

다. 남자 쇼호스트가 거의 없고, 쇼호스트라는 직업조차 대중에게 익숙지 않은 시절이었다. 

“도전과 실패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때

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도 나중에 후회할까 봐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런데 역시 노력하니 되더라

고요.” 10년 차인 베테랑 쇼호스트 이민웅은 생방송을 위해 동시에 무언가를 진행하는 연습을 생활화한다. 그래서인

지 그가 진행하는 홈쇼핑 방송은 예능 프로그램인지 홈쇼핑인지 헷갈릴 정도로 재미있고, 시청자와 적극 소통하는 것

으로 유명하다.       

“홈쇼핑은 대부분 채널을 돌리다 보시기에 짧은 순간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해요. 요즘은 미디어 커머스라 

해서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방송이랑 연계해 홈쇼핑에서 할 수 있는 재미난 것을 많이 시도하거든요. 슈퍼주니어와 

함께 롱 패딩을 판매했고, 〈코미디 빅리그〉 게스트들과 ‘코빅마켓’을 진행했어요. 또 루시드폴은 새 앨범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유희열과 함께 출연, 귤 탈을 쓴 채 방송해 큰 인기를 끌었죠. ‘귤이 빛나는 밤에’라고, 루시드폴이 음반이랑 

제주에서 직접 키운 귤을 한정 판매했는데,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재미난 신개념 방송

을 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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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도전은 이제 시작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그는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상품을 판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가 링컨 자동차를 

판매한다면 어떨까. “자동차는 주로 차량 시승 예약을 받는 방송을 많이 진행해요. 소비자들은 차량의 제원과 성능보

다는 외관 디자인, 편의 기능 등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요. 링컨 자동차는 그런 감각적인 

기능이 많잖아요. 발동작만으로 트렁크 문을 열 수 있는 핸즈프리 리프트게이트, 여성들이 평행 주차를 힘들어하는데 

주차 공간을 빠져나올 때 자동으로 조향해주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충돌 위험에서 긴급 제동을 해주는 충돌 경고 시

스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브리지 오브 위어의 딥 소프트 가죽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센스 넘치는 기능과 특징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것 같습니다.” 링컨 자동차 하면 대형 세단의 이미지가 떠올라 성공하면 꼭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

다는 그는 사진 촬영을 위해 2019년형 MKC를 마주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동안 링컨은 쇼퍼드리븐 자동차라고 

생각했는데 오너드리븐으로도 손색없고, 고급스럽고 기품 넘치는 디자인이 감각적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인터뷰 당일에 비가 계속 내려서 비를 맞고 촬영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괜찮다며 카메라 앞에 선 그는 호탕했다. 사진

작가가 포즈를 요청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척척 카메라 셔터 속도에 따라 동작을 바꾸며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한 그는 

홈쇼핑을 넘어 예능 방송으로 영역을 확장한 만능 방송인이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 게스트 및 MBC 〈라디오 스

타〉에 출연했고 〈마이 리틀 텔레비전〉, 〈카트쇼〉, 〈남원상사〉를 통해 방송인으로서 인지도를 높였다. “예능 프로그램은 

웃기고 재밌어야 하니까요. 홈쇼핑과 달리 또 다른 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좋아요. 방송에서는 아직 

신인이기에 서툴러요. 그래서 더 도전의식도 생기고요. 욕심나는 분야는 MC입니다. 센스 넘치는 진행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MC가 되고 싶습니다. 홈쇼핑만큼 방송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가을 개편을 앞두고 있기에 좀 더 자주 시청자에게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긍정적 성향인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간다.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 어두운 무대 위 홀로 스

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열정을 다해 춤추는 발레리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발레리노처럼 하루하루 자신이 할 수 있

는 만큼 신나고 멋지게 춤을 춰 10년 뒤에도 그 무대 조명 아래에서 열정적으로 춤추고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열정

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거나 초라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자타 공인 대세 쇼호스트임에도 아직 성장하는 단계이며,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이민웅의 시작은 지금부

터다.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순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여과 없이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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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LY  T O  T H E  
F U T U R E
링컨 애비에이터(Aviator)는 이름 그대로 조종사다. 브랜드 SUV를 이끌고, 
럭셔리 SUV의 트렌드를 주도한다. 미래를 향해 앞서가며 럭셔리 SUV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Writer 임유신(〈탑기어〉 편집장)

비행기 조종사를 뜻하는 ‘애비에이터(Aviator)’는 참 멋진 말이다. 조종사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닌다. 남들은 쉽사리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홀로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가슴 벅차고 자부심이 넘친다. 

물론 항상 낭만이 넘치지는 않는다. 악천후가 닥치면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고, 혹여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라면 안전하

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간 후에는 더 큰 보람이 찾아오는 법. 

위험과 낭만이 공존하기에 모험심 많은 사람에게는 조종사의 세계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멋진 이름을 지닌 링컨 애비에이터는 올해 뉴욕 국제 오토쇼에 콘셉트카로 모습을 드러냈다. 중형급 MKX와 대형급 

내비게이터(Navigator) 사이를 메우는 애비에이터는 SUV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링컨의 의지를 드러낸다. 앞서 

나온 기함 내비게이터는 높은 완성도와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내비게이터가 인기라

지만 기함은 시장 확대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라인업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애비에이

터는 내비게이터의 장점을 물려받으면서 접근성을 높인 모델이다. 내비게이터가 이미지를 이끌고, 실질적인 수요는 

애비에이터가 감당한다. 

애비에이터는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자 하는 걸까? 목표는 분명하다. 링컨 사장 조이 팔로티코가 한 말에서 애비에이

터의 목표를 읽을 수 있다. “내비게이터 덕분에 링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애비에이터는 더 많은 고객을 링컨 전

시장으로 불러들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아한 디자인, 최첨단 기술, 정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반할 수밖

에 없어요. 무엇보다 3열을 갖춘 7인승 SUV를 원하는 가족이 탐낼 만한 차입니다.”

애비에이터는 한눈에도 링컨 SUV인지 알 수 있다. 내비게이터의 실루엣과 디자인 요소를 물려받아 정체성이 확고하

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은 링컨이라는 럭셔리 브랜드의 가치를 표현한다. 이름만이 아니다. 디자인도 항공과 연

관이 있다. 링컨 디자인 디렉터 데이비드 우드하우스는 “애비에이터는 유선형으로 완성했습니다. 차체는 앞에서 뒤로 

갈수록 얇아지는 구조인데, 비행기 날개와 비슷하죠”라고 말한다. 차체 라인은 새나 비행기가 비행 중 취하는 자세를 

본떴다. 랩어라운드 형태의 윈드실드도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실내에도 이어진다. 수평 라인을 강조해 공간은 더욱 여유로워 보이고, 마음에 평안을 주도록 최

대한 간결하게 다듬었다. 스티어링 휠에 달린 조작 버튼은 손쉽게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등 작은 부분까

지 인체공학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첨단 기술도 가득하다. 스마트폰 키는 자신의 휴대폰에 링컨 웨이 앱을 깔기만 하면 된다. 도어를 열거나 잠그고, 트렁

크를 열고, 시동을 거는 등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서스펜션 프리뷰 기능은 전방 상황을 미리 파악해 

서스펜션을 최적의 상태로 조율한다. 특히 포트홀이나 방지턱 등을 지날 때 효과가 크다. 코파일럿360은 진보한 운전

자 보조 시스템이다. 보행자 보호를 포함하는 자동 긴급 제동 기능, 후측면 차량 경고를 포함하는 사각지대 정보 시스

템, 차선 유지, 후방 카메라, 오토 하이빔 등을 포함한다. 후방 브레이크 보조는 후진하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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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비에이터는 주행 감성에서 고급차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뒷바퀴굴림 플랫폼을 받아들였다. 트윈 터보엔진으로 강한 

힘을 확보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 추가적인 힘과 친환경성까지 동시에 챙긴다. 링컨 드라이브 모드 

덕분에 운전자는 원하는 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차체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SUV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요구 사항도 많아져 만능 재주꾼을 원한다. 미니밴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시장에

서 전체 럭셔리 SUV 중 중형급 비중은 4분의 1에 달한다. 2017년만 해도 58만5000대가 팔렸다. 구매층 대다수는 

35~44세로 가정을 이룬 가장이다. 3열을 갖춘 7인승 SUV가 주목받는 상황이고, 애비에이터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애비에이터는 긴 휠베이스로 3열에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했고, 2열을 움직여 3열에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다.    

애비에이터는 링컨에서 처음 쓰는 이름은 아니다. 2002~2005년 당당하게 링컨 라인업을 지킨 모델이다. 중형급으

로 내비게이터 아래에 자리 잡았고, 당시에는 흔치 않던 3열을 갖춘 6인승(또는 7인승) SUV였다. 공간 활용을 중시하

는 요즘, 중형급 이상 SUV에서 3열은 필수다. 애비에이터는 오래전부터 시대의 흐름을 읽은 SUV였다. 애비에이터는 

링컨의 작명 정책이 바뀌면서 후속 모델부터는 MKX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애비에이터는 MKX의 후

속이 아닌 독자 모델이다. 공식 양산 모델은 2019년에 나오고 콘셉트카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내년 출시를 앞두고 애비에이터가 활주로에 대기 중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 미래를 향한 조종

이 시작됐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하이브리드는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중간 형태다. 엔진에 전기모터를 결합해 연료와 전

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모두 사용한다. 전기모터가 힘을 더하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으며, 전기모터 

덕분에 엔진 작동 시간이 줄어 효율이 높아지고 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든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완전히 대

체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낸다.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더욱 진보한 시스템이다. 배터리 용량을 확장해 전기모터가 감

당하는 비중이 높다.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달리는 중에 자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전기차처럼 플러그를 

연결해 따로 충전할 수도 있다. 배터리만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업계 평균치가 대략 40km에 이른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전기모터만으로도 달릴 수 있어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효율성이 높다. 

애비에이터는 링컨에서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했다. 단순히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트윈 터보와 전기모터가 결합해 스포츠카보다 강력한 힘을 낸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특유의 정숙성

과 부드러움까지 챙긴다. 차원이 다른 새로운 힘의 세계를 열어간다. 뛰어난 응답성과 정제된 주행감, 획기적

으로 줄인 소음과 진동 등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 링컨은 앞으로 모든 SUV와 크로스오

버 모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시작이 바로 애비에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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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FOR AUTUMN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반가운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엔 다른 계절에 
비해 자동차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데, 
자동차도 가을을 대비해야 한다. 
링컨 자동차 마스터 테크니션이 가을맞이 
차량 관리 노하우를 전한다.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링컨 자동차 마스터 테크니션 정유훈
2018년 선인자동차㈜ 기술지원팀 DTT(Dealer 
Technical Trainer)
2016년 (구)혜인자동차 (현)더파크모터스 입사 
DTT(Dealer Technical Trainer)
2015년 현대블루핸즈
2009년 동경공과전문학교 자동차학과 졸업 후 동
경스바루㈜ 입사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기온의 변화로 자동차도 사람 못지않게 가을을 탄다. 

계절이 바뀌면 차량을 점검해야 하는데, 여름 내내 주행을 많이 했다면 더욱 세심

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바닷가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면 차량에 염분이 묻어 

있기 마련. 염분은 차체 부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꼼꼼히 세척해야 한다. 눈에 보

이는 외관만 세차하기보다는 차량 하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압 세차기 등

으로 씻어내 부식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링컨 자동차 정유훈 마스터 

테크니션이 가을철 차량 관리 꿀팁을 전한다. 

 

공기 정화 필터 관리

에어컨 필터라 불리는 공기 정화 필터는 에어컨을 작동할 때뿐 아니라 히터를 작

동할 때에도 차량 내·외부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여름철 주행 시에는 항

상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차내 공기 정화 필터가 많은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필터 오염도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차내 공기 정화 필터의 적정 교환 시기는 6개

월 또는 1만km 정도 주행 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을에는 에어컨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에어컨 사용을 중지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씩(10분 정도) 가동하는 것이 에어컨의 수명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타이어, 오일류와 냉각수 점검

여름휴가 때 자주 장거리 운행을 했다면 타이어의 공기압, 마모 상태와 엔진오일, 

미션오일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차량 하체 점검으로 오일류의 누유 여부와 폭염 

속 엔진의 냉각을 담당한 냉각수 또한 양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추석 연

휴에도 장거리 운행을 할 예정이라면 서비스센터에서 미리 기본적인 차량 점검을 

꼭 받을 것.

안개등 점등 확인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안개가 자주 낀다. 안개 속을 주행할 때 전조등을 켜면 빛이 

반사되어 주행 중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때 안개등이 효과적인데, 필요

할 때 작동하지 않으면 당황하기 마련. 안개등의 작동 여부 점검을 잊지 말자. 

차량 열선 점검

아침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을에도 유리창에 서리가 끼는 경우가 있다. 열선은 유

리의 성에 방지 및 제거에 효과적인데, 작동하지 않으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

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 요즘 출시되는 차량에는 뒷유리와 사이드미러에도 

열선이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뒷유리의 열선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청소할 때도 부드러운 천으로 하고, 열선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물건은 근처에 

두지 않는다. 

배터리 점검

배터리는 사계절 내내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지속적인 에어컨 사용

으로 인해 배터리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있으면 

교체한다. 배터리를 청소할 때는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배터리 단자는 쇠 브러시

나 사용하지 않는 칫솔로 이물질을 털어낸다. 배터리 케이스와 터미널이 헐거우

면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전해액이 흘러나와 접속 불량 혹은 부식 등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배터리 단자 고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링컨 자동차 오너를 위한 꿀팁

링컨 자동차 최근 모델에는 GTDI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GTDI 엔진에는 터보차

저를 탑재하는데, 먼저 터보차저 차량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터보차저 차량은 예열과 후열이 필요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고속도로 주행 후 

휴게소에 들를 경우 주차장에서 시동을 바로 정지하면 고속 주행으로 수백 도까

지 온도가 오른 터보차저에 냉각수와 오일이 순환하지 못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터보차저는 공회전 또는 저속 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일반 간

선도로 주행은 신호등에 멈춘 사이 터보차저가 어느 정도 냉각되어 주행 후 바로 

주차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휴게

소에 주차하기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주차를 한 뒤 1분 정도 시동을 끄지 않고 엔

진을 작동해 터보차저가 냉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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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코리아는 매년 링컨 자동차 애호가, 팬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전하는 
다양한 문화 지원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링컨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팬들과 
함께 아메리칸 럭셔리 자동차의 위상에 걸맞은 전시, 공연, 영화 등을 즐기며 

소통하는 문화 지원 이벤트를 소개한다. 
Editor 김민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는 링컨 자동차는 세련된 디자인과 새로운 

기술력으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1917년 탄생 이후 오랜 시간 스타일과 

럭셔리를 기반으로 한 아메리칸 럭셔리 카(American Luxury Car)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온 링컨.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헤리티지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

해 품격과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링컨코리아는 미국 문화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링컨 자동차의 예술적 면모를 문화

와 접목해 링컨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지원 이벤트를 진

행하고 있다. 2013년 링컨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론칭 이래, 링컨 자동차의 철학

과 디자인 감성에 부합하는 최고의 문화 이벤트를 선정해 팬들에게 관람 기회를 

선사하는 것. 링컨코리아의 문화 이벤트는 재즈, 탱고, 회화, 댄스, 영화 등 여러 

예술 분야와 접목하는 것이 특징이며, 링컨 자동차의 예술적 감성을 한층 가까이

에서 경험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링컨 자동차의 우아함과 다채로운 감성을 문화로 소통하며 전하기 위해 2018년

에도 여러 문화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2018년은 링컨 자동차가 100주년

을 맞는 해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마련해 팬들의 예술적 안목

을 높이고 삶의 여유를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문화 지원 이벤트의 첫 시작은 지난 3월, 링컨 컨티넨탈의 다양한 매력에서 

영감을 얻어 진행한 〈바흐, 렘브란트를 만나다〉 공연이었다. 바로크의 대표 음악

가 바흐와 헨델, 미술가 렘브란트와 루벤스의 예술관을 비교하며 그 안에 담긴 철

학과 시선, 그들의 작품이 혼돈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무대였다. 17세기 음악계와 회화계의 라이벌, 당대 

문화 예술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대표 작품을 감상하는 공연으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관객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해 링컨 자

동차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전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코틀랜드 국립

발레단의 내한 공연 〈헨젤과 그레텔〉을 진행했다. 영국이 자랑하는 4대 발레단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이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림 형제의 동화 〈헨젤

과 그레텔〉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연극과 발레를 접목한 스토리텔링 중심의 

뮤지컬 같은 발레 무용극으로 동화적 낭만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화려한 춤과 

무대가 링컨 팬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지난 8월에는 MKZ 하이브리드의 반전 매력과 잘 어울리는 〈스타워즈 인 콘서트: 

새로운 희망〉에 링컨 자동차 팬들을 초대했다. 한여름 밤을 웅장하게 장식한 오

케스트라 라이브 연주와 오랜 시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영화 〈스타워즈〉

를 감상하는 콘서트에는 특히 부자(父子)들의 참여율이 높아 훈훈한 분위기를 자

아냈다. 

미국의 자유로운 음악을 상징하는 재즈와 미국 자동차를 대표하는 링컨 자동차가 

조우하는 〈재즈 나잇〉은 매년 그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문화 이벤트로, 올해 제5회 

〈재즈 나잇〉에서는 어떤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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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Z 하이브리드 신규 트림 출시

지난 7월 5일 링컨코리아는 효율적인 연비와 우아한 디자인, 최고의 드라이빙 퍼포

먼스로 주목받는, 400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링컨 MKZ 하이브리드 신

규 트림을 출시했다. 링컨 MKZ 하이브리드 라인에 새롭게 추가된 링컨 MKZ 하이

브리드 500A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50만 

원) 적용 대상 차량으로,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더해 차량 구매 시 추가 혜택까

지 누릴 수 있다. 링컨 MKZ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와 2.0L 직렬 4기통 앳킨스 사이

클 가솔린엔진, 전자 제어 무단자동변속기(eCVT) 조합으로 공인 연비 16.3km/L(도

심 16.5km/L/고속도로 16.1km/L)의 높은 연비를 실현한다. 가솔린엔진의 최고출

력은 141마력, 최대토크는 17.8kg·m이며 전기모드만으로 최고 137km/h의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 부드러운 주행과 안정적 조향감을 보장하는 링컨 드라이브 컨트롤

(Lincoln Drive Control), 노면 상태에 따라 바퀴로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 흡수시키

는 연속 댐핑 제어(Continuously Controlled Damping) 서스펜션, 다양한 주행 환

경에서 정밀한 핸들링을 돕는 전동 파워 스티어링(EPAS) 등 안전 주행과 운전 편의

성을 살린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2018 링컨 아카데미’ 성료

지난 2월 7일,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2018 링컨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2018 

링컨 아카데미’ 컨퍼런스에서는 올해의 세일즈 및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세

일즈 및 서비스 등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직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세일즈와 서비스 그리고 리셉션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컨설턴트 및 어드바이저, 베스트 전시장을 선정해 축하하

고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7년 세일즈 챔피언으로 선정된 더파크모터스 김주

연(마포 전시장) 세일즈 컨설턴트는 입사 3년 만에 세일즈 챔피언 자리에 올라 화제

가 되었다. 김주연 컨설턴트는 “앞으로도 고객 접점의 최전방에서 링컨을 선보이는 

세일즈 컨설턴트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

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링컨코리아 정재희 대표는 “링컨은 지난해 쉽지 않은 상황에

서도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냈으며, 세일즈와 서비스 부문에서 충실히 다져온 기본기

가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도 링컨을 대표해 차량을 선보이는 링컨코리

아 및 관계사 임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함께 롱런할 수 있

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 프리미엄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 서비스

1 직접 찾아가는 프리미엄 서비스

Premium Maintenance PlanPMP

PMP 업그레이드 

3년/60,000km 동안 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

프리미엄 정비 플랜(PMP)은 고객의 신차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드리며, 정비비 상승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합니다.  

링컨 ‘픽업 & 딜리버리’
링컨 모델 차량의 정기 점검 시 3년간 매년 2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바쁜 고객의 시간 절약을 위해 링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차량을 픽업하고 다시 전달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링컨 
2015년형부터 엔진오일 교환(정기 점검 포함)의 경우 3년 동안 최대 6회까지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편도 50km까지만 무상으로 제공하고, 톨게이트 비용은 고객 부담이며, 상기 프로그램은 회사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2년 추가해 5년/100,000km 내에 차량 유지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PMP 업그레이드 비용(VAT 포함)

가솔린
5년 또는  

100,000km
￦660,000

※ 링컨 PMP 서비스 항목 ◯ : 교환    △ : 점검 후 필요 시 교환 (정비사 판단) ▒ : 기본 3년 6만km 서비스

※3년/60,000km에 업그레이드 신청 가능

         점검주기    
   품    목

Month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1,000km 8 16 24 32 40 48 56 64 72 80 88 96

엔진오일 ◯ ◯ ◯ ◯ ◯ ◯ ◯ ◯ ◯ ◯ ◯ ◯

오일필터 ◯ ◯ ◯ ◯ ◯ ◯ ◯ ◯ ◯ ◯ ◯ ◯

에어크리너 ◯ ◯

에어컨 필터 ◯ ◯ ◯

와이퍼 블레이드(최대 1년 1회) △ △ △ △ △

브레이크 패드 점검 후 교환
(점검 후 필요 시 교환) △ △ △ △ △ △ △ △ △ △ △ △

온도 조절 시트 필터 ◯ ◯

＊보증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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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은 2018년 9월 기준

Reserve
엔진 형식 2.0L GTDI I4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변속 패들 포함)

배기량(cc) 1,999
최고출력(ps/rpm) 245/5,500
최대토크(kg·m/rpm) 38.0/3,000
구동방식 AWD
승차정원(명) 5
공차중량(kg) 1,850
공인연비(km/L) 복합 8.5, 도심 7.4, 고속도로 10.3
CO2(g/km) 204
등급 5

MKC

2.0L (FWD) 18" 타이어 2.0L (FWD) 19" 타이어 2.0L(AWD) 19" 타이어 2.0L Hybrid 18" 타이어 2.0L Hybrid 19" 타이어

엔진 형식
직렬 4기통 2.0L GTDI 엔진
(직접 연료 분사 터보엔진)

직렬 4기통 2.0L GTDI 엔진
(직접 연료 분사 터보엔진)

직렬 4기통 2.0L GTDI 엔진
(직접 연료 분사 터보엔진)

직렬4기통 2.0L iVCT 앳킨슨 사이클 엔진 
(영구 자석 AC 싱크로 전동모터 포함)

직렬4기통 2.0L iVCT 앳킨슨 사이클 엔진
(영구 자석 AC 싱크로 전동모터 포함)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전자제어식 무단변속기(eCVT) 전자 제어식 무단변속기(eCVT)
배기량(cc) 1,999 1,999 1,999 1,999 1,999
최고출력(ps/rpm) 234/5,500 234/5,500 234/5,500 141/6,000(시스템 총출력 : 191ps) 141/6,000 (시스템 총출력 : 191ps) 
최대토크(kg·m/rpm) 37.3/3,000 37.3/3,000 37.3/3,000 17.8/4,000 17.8/4,000
구동방식 FWD FWD AWD FWD FWD
승차정원(명) 5 5 5 5 5
공차중량(kg) 1,770 1,770 1,840 1,775 1,775
공인연비(km/L) 복합 9.9, 도심 8.3, 고속도로 12.8 복합 10.0, 도심 8.4, 고속도로 13.1 복합 9.6, 도심 8.0, 고속도로 12.5 복합 16.3, 도심 16.5, 고속도로 16.1 복합 15.8, 도심 16.2, 고속도로 15.3
CO2(g/km) 174 171 179 97 103
등급 4 4 4 1 2

MKZ

Reserve / 300A Presidential / 800A
엔진 형식 3.0L GTDI 3.0L GTDI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956 2,956
최고출력(ps/rpm) 393/5,500 393/5,500
최대토크(kg·m/rpm) 55.3/2,750 55.3/2,750
구동방식 AWD AWD
승차정원(명) 5 5
공차중량(kg) 2,145 2,145
공인연비(km/L) 복합 7.5, 도심 6.3, 고속도로 9.8 복합 7.5, 도심 6.3, 고속도로 9.8
CO2(g/km) 231 231
등급 5 5

CONTINENTAL

Select / Reserve
엔진 형식 2.7L GTDI V6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가솔린 직분사 터보엔진)

배기량(cc) 2,694
최고출력(ps/rpm) 340/5,750
최대토크(kg·m/rpm) 53.0/3,000
구동방식 AWD
승차정원(명) 5
공차중량(kg) 2,170
공인연비(km/L) 복합 7.6, 도심 6.6, 고속도로 9.3
CO2(g/km) 223
등급 5

MKX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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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
NETWORK 
링컨코리아는 서울 10개 전시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4개의 링컨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링컨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 공장 및 퀵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2018년 9월 기준

  SHOWROOM 

  SERVICE

서울

대치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02-3442-2300

신사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층 02-3444-1300 
서초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3 진석빌딩 1층 02-535-3800 
노원 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1층 02-6226-1000

동대문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46-2100

강서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12 영광빌딩 1층 02-2063-6300 
송파 전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02-6928-3000

방배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2 02-6929-3000

영등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02-6941-3000

마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9 02-6420-1000

경기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13-220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21-76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14-2004

용인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5번길 3 U타워 빌딩 1층 031-300-9600

부천 전시장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70 에스에이치타워 1층 032-710-3355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425-2212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한화생명빌딩 031-8034-1000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22-1000

인천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832-0001 

충청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0 042-823-2000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2-0007

청주 전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78 043-287-0007

부산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54 051-758-0075 
부산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로 55 센텀큐빌딩 051-741-5114 

울산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52-261-3388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5000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2000

경북 포항 전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37 054-285-8899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73-0005 

강원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20 033-762-0040

강릉 전시장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55번길 31 033-646-2300

춘천 전시장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28 033-263-4200

제주 제주 전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32 064-759-9881

서울

강북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16-1100

강서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84 02-3661-0011 
양재 익스프레스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8길 5 02-2057-8100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9 02-536-5150 
송파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02-2039-3001 
북부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77-4 02-6370-1000

용산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4-4 02-6177-1000

경기

분당 서비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01-7004

일산 서비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01-2888

수원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37-6340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360-1500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030-1000

인천
인천 중부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180번길 65 032-863-6080 
인천 구월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471-6080 

충청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624 042-226-7707

천안 서비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3-0009 
청주 서비스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78 043-288-0007

부산 
부산 수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62-9 051-758-0046 
부산 학장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43 051-715-2000

울산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10번길 7 052-258-8004

울산 익스프레스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52-227-6001

경남 창원 서비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12길 18 055-715-3003 
광주 광주 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5 062-515-1020 

대구 
동대구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55길 22 053-963-0011

대구 수성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0755 
경북 포항 서비스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76번길 12 054-281-7007

전북 전주 서비스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67 063-252-5400 

강원
강릉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경로 2255번길 31 033-901-2004

원주 서비스센터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221-10 033-762-0041 
제주 제주 서비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56 064-755-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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