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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YOU IN MORE 
WAYS THAN ONE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럭셔리 시대가 열렸다. 엔진과 전기모터의 장점을 살린 
링컨 MKZ 하이브리드는 높은 연비뿐 아니라 경쾌한 가속력으로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으로 향할수록 환경까지 생각한 MKZ 
하이브리드의 진가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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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S ROAD

T W O  
B E C O M E  
O N E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하나 되고, 하나가 둘인 듯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삶에서도 일과 여가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엔진과 전기모터가 만나 동력을 극대화한 MKZ 
하이브리드가 균형 잡힌 삶의 동반자가 되어준다. 

Editor 김민정 
Driving Writer 임유신(〈탑기어〉 편집장) 
Photographer 류창렬 
Model 위키(Wiki) 
Styling 이서연 
Hair & Makeup 주민구 
Place 모란미술관(031-594-8001), 카페우고스 남양주점(031-511-8318)

니트 원피스와 롱 베스트, 모자 모두 헬렌카민스키, 퀼팅 백 포멜카멜레, 
구두 레이첼콕스, 시계 페라가모 타임피스 by 갤러리어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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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S ROAD

균형과 조화의 결정체

올해 유독 관심을 끈 단어는 ‘워라밸’이다.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을 맞춰야 한

다는 신조어다. 굳이 이 말이 아니더라도 ‘균형’은 여러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늘 중요하게 여

기는 특성이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중 하나도 균형이다. 움직임은 물론 여러 요

소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특히 요즘은 두 가지 동력을 한데 모은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면서 

균형이 더욱 중요한 특성으로 떠올랐다.    

MKZ 하이브리드를 타면 균형이라는 말이 더욱 확실하게 와닿는다. 하이브리드는 우리 주변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와 다르다. 엔진은 같지만 전기모터가 추가로 힘을 낸다. 엔진과 

전기모터가 같이 힘을 내기 때문에 두 동력원의 조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MKZ 하이브리드

는 2.0L 직렬 4기통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가 짝을 이룬다. 두 동력원이 매끄럽게 호흡을 맞

춰 균형을 유지한다. 변속기는 변속 충격이 없고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전자제어식 무단변

속기를 쓴다. 서 있을 때나 달릴 때나 하이브리드인 듯 하이브리드가 아닌 듯, 일반 엔진 자동

차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점이라면 매우 조용하다. 자동차는 

소음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이브리드는 소음을 최소화해 자연의 원래 상태인 고요함을 

깨지 않으려 한다. 자연과 하나 되는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딥 그린 캐시미어 재킷, 헤링본 스커트 모두 질스튜어트 뉴욕, 블라우스 아워코모스

블랙 코트 레오나드, 스트라이프 슈트와 블라우스 모두 로레나 안토니아찌, 
블랙 구두 레이첼콕스, 시계 펜디 타임피스 by 갤러리어클락, 클러치백 포멜카멜레

“서 있을 때나 달릴 
때나 하이브리드인 듯 
하이브리드가 아닌 듯, 일반 
엔진 자동차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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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S ROAD

도심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체의 균형은 물론, 차를 이용하는 환경과 생활 역시 균형이 맞아야 한다. 일과 삶의 조화는 양쪽 모두 충

실해야 한다는 전제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평일과 주말, 일과 시간과 일과 후 시간은 각각 가치가 다르다. 그 가치

에 맞게 최선을 다해 시간을 보내고 활용할 때 삶의 균형이 이뤄진다.  

출퇴근 시간, 복잡한 도심에서 MKZ 하이브리드의 진가가 드러난다. 복잡함에서 오는 피로를 편안하고 정숙한 특

성으로 중화해 균형을 맞춘다. 하이브리드인 만큼 주목해야 할 부분은 효율성이다. 가다 서다를 반복할수록 엔진

보다는 전기모터가 힘을 더 쓰기 때문에 연비에 유리하다. MKZ 하이브리드의 복합연비는 1L에 16.3km고 도심

과 고속도로 연비는 각각 16.5km, 16.1km다. 보통 고속도로 연비가 더 높기 마련인데, MKZ 하이브리드는 도

심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보다 좋다. 하이브리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연비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수치로 보여

준다. MKZ 하이브리드는 중형 세단이다. 이 정도 크기면 연비가 그리 좋을 수 없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어 차와 연비의 균형을 맞췄다. 높은 연비는 곧 유지비 절감이다.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면 개인 

경제의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MKZ 하이브리드는 개인 경제의 균형까지 맞춰주는 고마운 존재다. 
버건디 슈트와 체크 코트, 셔츠 모두 지고트, 구두 레이첼콕스

“하이브리드인 만큼 주목해야 
할 부분은 효율성이다. 
가다 서다를 반복할수록 
엔진보다는 전기모터가 
힘을 더 쓰기 때문에 연비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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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S ROAD

자연에서 누리는 예술의 향연

M O R A N  M U S E U M  O F  A R T

자연경관이 수련한 남양주에 자리한 모란미술관은 넓은 야외 전시 공간과 현대미술

을 만날 수 있는 전시실을 갖췄다. 8600여 평에 이르는 넓은 야외 공간에서는 국내

외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연과 예술이 선사하는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실내 전시실에서는 이재효 작가의 〈자연을 만나다-이효재의 자연미학〉전

이 2019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나무, 돌, 나뭇잎 등 자연을 재료로 한 작품을 

완성하는 이효재 작가는 국내외 화단에서 ‘자연미학’의 조각가로 정평이 나 있다. 드

로잉에서부터 설치 미술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산물을 조형적으로 재현한 작품을 통

해 이효재 작가는 자연과 예술이 하나 된 또 다른 자연을 제시한다.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10번길 8

관람 시간 11~2월 09:30~17:00, 3·10월 09:30~17:30, 

4·9월 09:30~18:00, 5~8월 09:30~18:30(월요일 휴관) 

트위드 코트 질스튜어트 뉴욕, 셔츠 지고트

퍼 트리밍 판초 코트와 니트 터틀넥, 스커트 모두 지고트, 구두 타미 힐피거, 
스퀘어 백 포멜카멜레

“자동차 자체의 균형은 물론, 차를 이용하는 
환경과 생활 역시 균형이 맞아야 한다. 
MKZ 하이브리드는 편안하고 정숙한 특성으로 
삶의 균형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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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S ROAD

부드러운 커피 한 잔으로 누리는 휴식

W O O G O S  C A F E

북한강이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북한강로를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카페 우고스는 기하

학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건축물 2층에 자리하고 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에 들

어서면 통창 너머로 북한강의 풍광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카페 우고스는 갓 볶은 신

선한 원두만 고집해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산 좋고 물 좋은 남양주의 경치를 바

라보며 깊고 진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 주말에는 가족과 연인, 

각종 모임 및 동호회 모임으로 찾는 이들이 많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따뜻한 커피

와 함께 북한강의 전경을 감상하며 삶의 쉼표 같은 휴식을 즐겨보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109-13

운영 시간 11:00~20:00(월·화요일 휴무)

니트 원피스와 롱 베스트, 모자 모두 헬렌카민스키, 퀼팅 백 포멜카멜레, 
시계 페라가모 타임피스 by 갤러리어클락

“여가 시간은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 MKZ 하이브리드를 타고 교외로 
방향을 잡으면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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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추구하다

일과 후 또는 주말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치열하게 일에 

집중한 후 자신에게 쓰는 시간은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 MKZ 하

이브리드를 타고 교외로 방향을 잡으면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펼쳐진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향할수록 하이브리드의 친환경 특성이 더욱 도드라진

다. 맑은 하늘과 상쾌한 공기를 보존하려면 자동차는 더 혹독하게 배기가스 배출

량을 줄여야 한다.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특성이 강하다. 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

기 때문에 배기가스 배출이 적다. MKZ 하이브리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km

당 97g에 불과하다. 자동차는 세상에 없던 기계다.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배기가스를 내뿜어 환경의 균형을 깨뜨리는 부조화한 존재로 여긴다. 하이브리드

는 배기가스를 최소화해 자연과 기계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시도다.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균형은 자동차의 중요한 특성이다. 움직임에서 균형은 

안정과 안전이고 스타일에서 균형은 심미적 평안이다. MKZ 하이브리드는 굽은 

길을 만나도, 빠르게 달려도, 급하게 자세를 바꿔도 균형을 잃지 않는다. 도로 상

황에 맞게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연속 댐핑 제어, 주행 환경에 따라 스티어링 감도

를 조절하는 링컨 드라이브 컨트롤 등 첨단 안정화 장치가 조화를 이뤄 최적의 자

세를 유지한다. 

장거리를 달려도 든든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운전자 보조 기능 덕분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면 차가 알아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

템은 의도치 않게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하고 원래 자리로 되돌린다. 충돌 경고 시

스템은 충돌을 감지해 경고하고 제동을 미리 준비한다. 첨단 기술이 운전자의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해 기계와 인간의 균형을 맞춘다. 

럭셔리 모델은 예부터 역동성과 세련미를 중시했다. 운동 성능과 스타일의 균형

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시그니처 그릴과 LED 헤드램프로 고급스러운 면모를 강

조한 앞모습은 매끈하고 늘씬한 역동적 차체를 타고 흘러 미래지향적 뒷모습으로 

이어진다. 친환경차는 왠지 실용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스타일에서 과

감히 날려버린다. 고급스러운 감성이 실내로도 이어지는 안팎의 조화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볼스도프사의 최고급 가죽으로 감싼 스티어링 휠, 브리지 오브 위어 가

죽을 입힌 시트, 레벨 오디오 등 고급 소재와 장비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일곱 가

지 색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팅은 편안하고 아늑한 실내 분위기를 완

성한다. 싱크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모바일 생활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음성과 터치 등으로 여러 기능을 구현한다.  

MKZ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와 엔진의 조화가 일품이다. 파워트레인을 넘어 각 

부분에서 보여주는 조화와 균형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차와 운전자가 조화

를 이루며 하나 되는 일체감이 균형의 정점을 찍는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균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조화의 결정체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LINCOLN’S ROAD

Cooperation
FERAGAMO TIMEPIECE BY GALLERY O’CLOCK(02-3284-1300)

FENDI BY GALLERY O’CLOCK(02-3284-1300)

FORMEL CAMELE(02-2191-4545)

HENRY BEGUELIN(02-547-0076)

HELEN KAMINSKI(02-3433-6501)

JIGOTT(02-726-4502)

JILL STUART NEWYORK(02-6905-3451)

LEONARD(02-3449-5163)

LORENA ANTONIAZZI(02-3479-1762)

OURCOMOS(02-2234-8808)

RACHEL COX(02-6215-0070)

TOMMY HILFIGER(1544-3966)

“MKZ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와 엔진의 
조화가 일품이다. 파워트레인을 넘어 
각 부분에서 보여주는 조화와 균형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차와 운전자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되는 일체감이 
균형의 정점을 찍는다”

밍크 트리밍 코트, 딥 그린 캐시미어 재킷, 헤링본 풀 스커트 모두 질스튜어트 
뉴욕, 블라우스 아워코모스, 구두 레이첼콕스, 클러치백 헨리베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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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신비는 한도 끝도 없다. 인체의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는 근육이다. 근육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데, 대표적으로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

뉜다. 수의근은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으로, 팔다리나 입 근육 등이다. 불수의

근은 의식과 무관하게 움직이는데, 내장 근육이 이에 속한다. 우리말로 하면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데 수의근은 맘대로근, 불수의근은 제대로근이라 부른다. 

불수의근은 생명 유지와 관련이 있어 인간의 통제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자동차의 기능도 수의근과 불수의근처럼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자

동차의 안전을 위한 기능은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작동한다. 안전 이

외의 기능은 대체로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다. 기능을 굳이 쓰지 않아도 달리는 

데 문제가 없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차를 더 알차게 쓸 수 있다. 운전자가 어

찌할 수 없는 기능이라도 작동 원리를 알아두면 좋다. 차의 기능과 특성을 알면 

차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써야 가치가 올라가지만, 몰라

서 또는 귀찮아서 쓰지 않는 기능도 많다. 별것 아닌 기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써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있는지 구석

구석 파악해보자. 자동차를 타고 지낸 하루를 되돌아보면, 수의근과 불수의근처

럼 알아서 작동하는 기능과 의지를 갖추고 쓰면 좋은 기능이 드러난다. 

비 혹은 눈이 내려도 링컨이 든든한 이유는 인텔리전트 AWD 덕분이다. 따로 조

작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앞뒤 동력 배분을 최적화해 안정적

인 자세를 유지한다. 사실 날씨가 좋을 때도 인텔리전트 AWD는 열심히 일한다. 

굽은 길이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도 네 바퀴에 힘을 적절히 나눠 안정적

인 자세 유지와 핸들링 향상을 돕는다. 

출퇴근길 정체는 도시에 산다면 피할 수 없다. 지루한 정체 속에서 가장 힘든 부

분은 페달을 계속 밟는 오른발이다. 자동변속기 때문에 왼발은 자유를 얻지만, 

오른발은 여전히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두 개를 책임진다. 오토 홀드 기능을 켜

면 오른발의 짐을 일부 덜 수 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정차 상태를 유지하

고 가속페달을 밟기 전까지 멈춰 서 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오른발의 

휴식 시간을 더 늘린다. 대부분 크루즈 컨트롤은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에서 사

용하는 기능이라 생각하는데 ‘어댑티브’ 한 단어를 더하면 복잡한 도심에서 매우 

편한 기능이 된다. 앞차와 속도는 물론 거리까지 조절해주니 더없이 편하다. 섰

다가 출발하는 스톱 앤 고 기능까지 들어 있다면 금상첨화. 크루즈 컨트롤은 켜

줘야 제구실을 한다. 

고속화도로로 나가 속도를 올리면 스티어링 휠이 좀 단단해져야 안심이 된다. 어

댑티브 스티어링은 스티어링 휠과 앞바퀴의 조향비를 역동적으로 조절해 속도에 

따라 조향 성능과 응답성을 달리한다. 저속에서는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고

속에서는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움직임을 유도한다. 

힘겨운 출근길을 뚫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차는 많고 공간은 비좁다. 운

전을 아무리 오래 해도 주차는 늘 어렵고 힘들다.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의 도움을 

받으면 주차가 한결 편하다. 시스템이 초음파를 이용해 공간을 찾고 스티어링 휠

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운전자가 할 일은 변속 레버와 브레이크 및 가속페달만 조

작하면 된다. 

O N E  
T E C H  D A Y
자동차를 타는 순간 의지하지 않더라도 알게 모르게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적극적으로 기술을 활용한다면 자동차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1 모바일 시대에 맞게 자동차 인터페이스도 터치를 적극 사용한다. 링컨은 일찌감치 터치를 받아들이는 혁신을 추구했다. 
2 자동차를 타면 알게 모르게 많은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3 헤드램프는 로빔과 하이빔을 자동으로 조절해 시야를 최대한 밝고 넓게 확보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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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무실에서 잠깐 업무를 본 뒤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 양손에 가득 자잘한 

짐을 들고 차를 향해 간다. 짐을 트렁크에 싣기 전 차에 올려놓을 곳도 마땅치 않

고, 바닥에 놓자니 지저분하고. 이럴 때는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 기능이 유용하

다. 트렁크 밑에 발을 갖다 대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린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 

목적지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와 국도와 산길 등 여러 도로를 거쳐야 한다. 장거리

를 가야 하지만 그나마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제구실

을 톡톡하게 해서 편하기 그지없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까지 작동하면 실내가 

조용해져 운전 환경이 더욱 좋아진다. 음파를 이용해 소음을 상쇄해 실내 정숙성

이 향상된다.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달리다 보면 자칫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차선 이탈 경

보 시스템은 꼭 켜두는 것이 좋다. 의지와 상관없이 차선을 벗어나면 정상 차선으

로 복귀하도록 스티어링 휠에 복원력을 더하고 진동으로 경고한다. 충돌 경고 장

치도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윈드실드에 경고등을 깜박이거나 경고음을 낸다. 만

일의 경우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를 맹신하면 곤란하지만, 운전자의 

주의력 부족을 보완해주는 고마운 기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연속 댐핑 제어 기능을 포함한 링컨 드라이브 컨트롤 덕분에 승차감은 늘 최상이

다. 노면 상태와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을 분석해 주행 특성이 도로와 조화를 이루

도록 서스펜션의 탄력과 충격 흡수 정도를 신속하게 조절한다. 주행 모드도 컴포

트·노멀·스포츠 중 고를 수 있어 취향에 맞게 달릴 수 있다. ‘중간이 제일 무난

하니 노멀에 고정하자’는 생각은 버리고, 기분에 따라 컴포트나 스포츠도 선택해

보면 차를 다시 보게 된다.

굽은 산길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신경이 곤두서게 마련이다. 인텔리전트 

AWD가 안정성을 높이지만,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토크 벡터링 덕분이다. 

급격한 코너에서 코너 바깥쪽 뒷바퀴에 토크를 최대한 전달해 코너링 성능을 극

대화한다. 

오르막과 내리막, 굽은 길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산길에서는 수동 변속 기능을 적

극 활용해야 한다. 변속기를 D에만 놓고 주야장천 달리지 말고 단수를 상황에 맞

게 바꿀 것. 셀렉트 시프트 자동변속기는 스티어링 휠에 패들을 설치해 수동으로 

단수를 바꿀 수 있다. 오르막길에서는 단수를 낮춰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나 신호를 받고 서기 위해 속도를 줄일 때 쓰면 된다. 속 편하게 D에만 놓고 달려

도 되지만, 그러면 차를 적극적으로 다룰 기회를 놓친다. 

겨울이라 해가 일찍 기울어 초저녁부터 깜깜하다. 지방 국도나 시골길은 도심과 

달라서 아주 어둡다. 맞은편 차 상황을 봐가며 하이빔과 로빔을 켜는 일도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은근히 번거롭다.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는 운전자의 번

거로움을 덜어낸다. 스티어링 휠의 회전 방향과 자동차 속도에 맞춰 움직이고 코

너에서 시야를 넓힌다. 앞에 차가 없으면 상향으로 비추다 차가 나타나면 하향으

로 바꾼다. 마치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가듯 알아서 야간 시야를 확보한다. 

일을 모두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를 링컨 모델과 지내면서 많은 기술

을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직접 기능을 쓰기도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차는 

굴러가겠지만 자동차와 교감은 한계에 부딪힌다. 자동차와 친해지고 더 편하고 

즐겁게 타려면 의지를 갖고 차를 다뤄야 한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계기반 등 선명하고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한 장비의 발전이 눈부시다.

1, 2 링컨 모델은 첨단 기술의 결정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삶의 질을 높인다. 
3 굽은 길에서는 AWD와 각종 자세 제어장치 덕분에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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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S FOCUS

G R A N D  
A L I G N M E N T
최근 1, 2년 사이 링컨은 부분 변경 모델을 선보였다. 
모델 전체가 통일된 모습으로 한데 정렬해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Writer 임유신(〈탑기어〉 편집장)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일렬로 정렬하는 현상을 행성 정렬, 그랜드 얼라인먼트라

고 한다. 행성들은 반지름이 다른 궤도를 그리며 다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돈다. 

행성 9개가 일렬로 늘어선 적은 기록에 없다. 9개는 아니지만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5개 행성이 일렬로 놓이는 현상은 지난 1000년 동안 12번 일어났다. 선조

들은 5개 행성 중 3개 이상이 한데 모이는 경우를 오위합취라고 불렀다. 일부에

서는 이런 현상을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주 탐험이나 천체 

관측을 할 때는 아주 이롭다고 한다. NASA의 보이저호는 이때를 노려 1977년 

우주로 떠났다. 당시 보이저호는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궤도를 돌면서 추진력을 

얻어 속력을 내는 스윙바이(Swingby) 기술을 도입했다. 행성이 일렬로 정렬하는 

때에 맞춰 스윙바이 기술을 활용해 행성 근처를 차례대로 지나치며 소중한 업적

을 남겼다. 행성 정렬은 매우 희귀한 현상이기에 ‘우주 쇼’라 불린다. 

자동차 브랜드 안에서 각 모델은 행성 같은 존재다. 각기 크기와 역할은 물론 모

델 체인지 주기도 다르다. 독자성을 띠지만 브랜드라는 태양 아래에서 태양계의 

일원으로서 균형을 이루며 제구실을 해낸다. 링컨 브랜드 안에도 행성들이 공전

하며 브랜드의 균형을 맞춰간다. 세단 라인업은 컨티넨탈과 MKZ, SUV는 네비

게이터, 에비에이터, 노틸러스, MKC가 라인업을 채운다. 

이들은 출시 시기와 모델 변경 주기가 모두 다르다. 사실상 링컨을 비롯한 대부분 

브랜드가 모델 체인지를 일시에 하지는 않는다. 신차 효과를 한꺼번에 내기보다

는 시차를 두고 이어 가는 게 전략상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연히도 링컨 라인업은 

최근 1, 2년 사이에 신차나 부분 변경 모델이 한데 모였다. 행성 정렬급으로 시기

가 일치한다. 스타일도 시그니처 그릴로 통일한 패밀리 룩을 완성했다. 마치 새로

운 디자인 입히는 작업을 일시에 완성한 듯 강렬한 인상을 전한다. 

네비게이터는 SUV 시장 인기에 힘입어 럭셔리 대형 SUV 시장의 대표 모델로 

떠올랐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며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SUV 라

인업 변화를 주도한 모델로 링컨의 SUV의 새로운 이미지를 이끌어간다. 

에비에이터는 라인업의 빈 곳을 메우는 완전 신모델이다. MKX와 네비게이터 사

이에 자리 잡아 링컨 SUV의 경쟁력을 키운다. 3열을 갖춘 7인승에 트윈터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옵션을 마련하는 등 실용성과 역동성, 친환경성을 동시에 구

현해 시장 확대를 노린다. 

MKX는 노틸러스로 이름을 바꾸고 링컨의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 완성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링컨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핵심 모델로서, 경쟁력을 키워 

브랜드를 유지하는 중책을 더욱 충실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MKC 역시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얼굴을 바꾸고 날로 커지는 콤팩트 SUV 시장

에 대응한다. 브랜드 안에서 크기는 가장 작지만 링컨 브랜드에 입문하려는 사람

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나간다. 

컨티넨탈은 여전히 신차처럼 보일 정도로 신선한 감각을 드러낸다. 완전 신차로 

등장해 신차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SUV 시대에도 여전히 대형 세단은 브랜드

를 상징하는 기함으로 인정받는다. 컨티넨탈의 존재감이 곧 브랜드의 가치로 이

어진다.  

MKZ도 부분 변경 때 링컨의 새로운 얼굴로 바꿔 여전히 신차 같은 감각을 전한

다. 가장 보편화한 세그먼트인 중형 세단 자리를 지키며 링컨의 허리를 책임진다. 

SUV 시장 확대로 자칫 불균형에 빠지기 쉬운 세단과 SUV의 관계에 수평을 맞

추는 역할을 해낸다. 

2019년은 링컨 브랜드가 그랜드 얼라인먼트를 맞이한다. 신차를 비롯해 새 차 

같은 차들이 한 곳에 모여 정렬한다. 그랜드 얼라인먼트는 우주 탐험과 관측을 하

기에 가장 좋은 우주 쇼다. 링컨 브랜드가 뻗어나가기 위한 기회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링컨 쇼를 기대

할 만하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노틸러스와 네비게이터 사이를 메우는 에비에이터. 완전 신차다. 
2 노틸러스는 완전 변경에 가까운 부분 변경을 거치며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 

3 컨티넨탈은 여전히 신차처럼 보이는 신선한 감각을 자랑한다.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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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O U R N E Y  
W I T H  
N A U T I L U S
링컨을 대표하는 SUV MKX가 노틸러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돌아온다. 
‘항해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링컨의 브랜드 테마 ‘여행’으로 인도할 준비를 
끝마쳤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링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슨 차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아마 대부분은 세

단과 SUV에서 기함 역할을 하는 컨티넨탈(Continental)이나 네비게이터

(Navigator)를 생각할지 모른다. 상징성과 존재감으로 따지면 두 차가 먼저 떠

오르는 게 당연하다. 직접 경험 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차

는 MKX다. 2016년 이후 MKX는 링컨의 베스트셀링 모델 자리를 지킨다. 크기

나 가격으로 따졌을 때 가장 적합하고 매력적인 차라 링컨 모델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다. 특히 SUV가 인기를 끄는 요즘 시대에 MKX의 매력은 한층 돋

보인다. 

MKX에 대해 알면 링컨이라는 브랜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21세기는 혁신과 

쇄신의 시대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여러 브랜드

가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 링컨도 예외는 아니다.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브랜

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쳤다. 2004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는 새로운 

링컨을 알리는 컨셉트 카 3종을 선보였다. 도심형 크로스오버를 지향하는 에비

에이터, 풀사이즈 픽업 마크 LT, 럭셔리 컨버터블 마크 X다. 에비에이터(Aviator)

와 마크 X는 통일된 전면 디자인으로 새로운 디자인 정체성을 드러냈다. 안팎으

로 고급스럽게 다듬은 마크 X는 링컨 럭셔리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평을 받았다. 

에비에이터는 당시 판매 중인 에비에이터 SUV의 후속을 암시하는 컨셉트 카였

다. 크로스오버처럼 날렵한 차체, 촘촘한 격자형 그릴과 헤드램프를 한 면으로 

연결한 개성적인 전면부, 테일게이트를 유리로 구성하고 테일램프를 일자형으로 

연결한 독특한 후면부로 시선을 끌었다. 양산차로 나오는 과정에서 비록 파격적 

유리 테일게이트는 일반적 형태로 바뀌었지만, 에비에이터는 컨셉트 카의 특성

을 최대한 살린 미래적 모습으로 선보였다. 이름 또한 바뀌어 2006년 말 등장할 

때 MKX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세단은 MKZ가 링컨의 변화를 

이끌었고, SUV 분야는 MKX가 책임졌다.  선과 면의 조화, 포근하면서 세련된 색상 조합이 고급 중형 SUV의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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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X는 도심형 럭셔리 패밀리 SUV로 링컨 브랜드 안에서 제구실을 톡톡히 해

냈다. 여유로운 실내, 고급스러운 감성, 적절한 동력 성능 등 시장이 요구하는 바

를 만족시키며 링컨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았다. 1세대에 이어 2015년에는 2세

대 모델이 선보였다. 날개형 그릴로 완성한 세련된 겉모습과 첨단 기능, 한층 고

급스러운 실내로 더욱더 높은 만족을 끌어냈다. MKX는 이례적으로 2세대 모델

이 나오기 전 컨셉트 카로 미리 선보였다. 2014년 베이징 모터쇼에 선보인 MKX 

컨셉트 카는 세대 변경 모델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보통 컨셉트 카는 완전

히 새로운 차를 만들 때 선보인다. 세대 변경 모델에 앞서 컨셉트 카를 선보인 것

은 그만큼 링컨이 MKX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에비에이터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링컨 라인업을 지킨 중형 SUV다. 에비

에이터 후속이 MKX다. 2018년 에비에이터라는 이름이 부활했다. MKX의 후속

은 아니고 MKX와 네비게이터 사이를 메우는 차로 새롭게 등장했다. 

MKX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핵심 가치는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분 변경 모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앞모습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링컨은 엠블럼 형태를 디자인 요소로 

삼은 시그니처 그릴과 이에 맞춘 헤드램프로 앞모습을 통일했다. MKX도 링컨의 

변화를 받아들여 다른 모델과 통일감을 살렸다. 

디자인 변화보다 더 큰 변화는 이름이다. MKX라는 이름은 ‘노틸러스(Nautilus)’

로 바뀔 예정이다. 노틸러스는 영어 사전에 ‘앵무조개’라고 나오는데, 어원을 거슬

러 올라가면 라틴어 뱃사람(Nautis)에서 유래했다. 쥘 베른의 과학소설 《해저 2

만 리》에 나오는 잠수함 이름 또는 미국이 만든 세계 최초 원자력 잠수함 이름으

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링컨 모델의 이름은 배 또는 항공과 관련이 있다. 넓게 보

면 탐험이나 여행으로 확장할 수 있다. 네비게이터는 ‘항해자’, 에비에이터는 ‘비

행사’, 컨티넨탈은 ‘대륙’을 뜻한다. 

링컨은 2000년대 중반 브랜드 쇄신 작업을 하면서 이름을 MK+알파벳으로 통

일했다. 이제 다시 고유 이름으로 정책을 바꿨다. 알파벳과 숫자 조합을 사용하는 

이름(알파뉴메릭)은 요즘 너무 흔해졌다. 과거 럭셔리 브랜드 위주로 사용하던 이

름이지만, 보편화하면서 고유 가치도 옅어졌다. 흔한 데다 유사한 이름까지 많아

져 혼동하는 일까지 생긴다. 알파뉴메릭은 개별 모델보다는 브랜드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링컨은 알파벳+숫자를 썼지만 다른 브랜드와는 조금 다른 전략을 유지했다. 컨

티넨탈이나 네비게이터는 워낙 유명한 이름이라 예외를 뒀다. 알파뉴메릭 이름

이 흔해지면서 차별화된 가치를 전하기 힘들어졌다. 링컨 전 사장 쿠마 갈호트라

는 이렇게 말했다. “링컨은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장인정신을 담은 브랜드를 추구

한다. 이런 성격에 알파뉴메릭은 적합하지 않다.” 모델 이름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동안 쌓아 올린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링컨은 과감

하게 개별 이름으로 전략을 틀었다. 컨티넨탈과 네비게이터처럼 개별 모델의 가

치와 위상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새로 나온 SUV의 이름은 에비에이터로 붙였다. 

부분 변경을 거친 MKX는 노틸러스라 불릴 것이다.

노틸러스는 MKX의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이름까지 바꾼 각오만큼 많은 변화를 

거쳤다. 2.7L V6 엔진은 유지하고 3.7L V6 엔진은 2.0L 터보 엔진으로 교체했

다. 두 엔진 모두 스타트-스톱 기능을 넣었고, 변속기는 8단으로 단수를 늘렸다. 

스티어링 휠은 컨티넨탈과 같은 것을 써서 고급스러운 감각을 키웠다. 계기반은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바꿔, 요즘 첨단 유행인 디스플레이화를 따랐다. 운전자 

보조 기능의 집약체인 코-파일럿 360도 도입했다. 회피 조향 보조는 제동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힘들 때 조향을 보조해 사고를 막는다. 울트라 컴포트 시트는 22

방향으로 자세 조절이 가능하다. 13개 또는 19개 스피커를 갖춘 레벨 오디오 시

스템도 빼놓을 수 없는 고급 장비다. 

노틸러스는 부분 변경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손을 대는 큰 변화를 이뤘고 국

내에는 내년 여름에 선보일 예정이다. SUV가 대세인 이때 새로운 SUV에 기대

하지 않을 수 없다. 항해자라는 이름을 새로 달고 나온 노틸러스. 링컨의 브랜드 

테마 ‘여행’ 속으로 노틸러스를 타고 떠나는 기분 좋은 상상에 빠져도 좋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그릴을 활용한 패밀리 룩을 완성해 더욱 링컨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SUV지만 크로스오버다운 늘씬하고 매끄러운 보디라인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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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U E  
L U X U R Y
럭셔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링컨이 보여준다. 고급스러운 
제품은 물론 제품을 뛰어넘는 경험까지,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링컨의 럭셔리 전략을 알아본다. 
Writer 임유신(〈탑기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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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찾는 여정’, ‘사라진 경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는 특성은 예부터 있었다. 자동차 회사들이 

끊임없이 신차를 내놓는 이유도 새로운 것을 찾는 특성을 겨냥해서다. 요즘 흐름의 

특징은 이런 특성의 경계가 사라졌다. 유행이 경계 안에서만 맴돌던 과거와 달리 경

계 없이 흘러간다. 경계가 사라지니 유행의 범위도 매우 커졌고, 새로운 흐름이 생겨

난다. 

과거 자동차 구매자의 취향은 대체로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다. 세단을 선호하는 사

람들은 차를 새로 사거나 바꿀 때 주로 세단을 선택한다. 해치백이나 SUV 등도 마

찬가지다. 요즘은 다르다. 형태의 경계를 넘어 SUV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다. 가솔린이나 디젤 등 전통적 내연기관도 새로운 동력원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진

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친환경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사는 미래차 개념이 강했

다. 지금은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자동차로 엄청난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대중차와 

럭셔리 카도 예전에는 경계가 뚜렷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중차 구매자들이 대거 

럭셔리 카로 몰린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보편

화한 것에 지루함을 느끼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늘었다. 그동안 희

소하고 작은 영역을 차지하던 부분이 새로운 자극을 찾는 사람들의 타깃이 됐다. 친

환경차, 고성능차, 럭셔리 카 등 소수의 전유물로 여기던 차들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

리기 시작했다. 

럭셔리 카의 발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럭셔리 카는 가격이 비싸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차였다. 럭셔리 카 브랜드도 브랜드 가치를 위해 희소성과 고가 전략을 유지해

왔다. 시장이 커지면서 전략에도 변화가 생겨 보다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주력

한다. 모델 가짓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고, 라인업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소형차를 내놓는 등 보편화에 나섰다. 전 세계 럭셔리 카 시장 성장

률은 연평균 4%로, 3%대인 대중차보다 높다.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은 

10%가 넘는다. 2019년에는 세계 럭셔리 카 시장 규모가 1000만 대를 넘어선다는 

전망도 나왔다. 

럭셔리 카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졌다. 제품만으로 차별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고객 경험이나 구매 및 보유 단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브랜드와 서비스 전반

에 걸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럭셔리 카 브랜드가 해마다 판매 기록

을 깼다거나, 초고가 브랜드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들려올 정도로 럭셔리 카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자동차가 모여들어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럭셔리 카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유수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한다. 시장 규모도 크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 럭셔리 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젊은 층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 

링컨은 미국에서 탄생해 미국 시장을 지키는 전통 브랜드다. 미국 럭셔리 카 시장

을 가장 잘 아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링컨은 럭셔리 카 시장이 전통적 세단에서 

SUV나 크로스오버로 이동한다고 전망한다. 특히 소형과 중형급의 인기가 높아지

리라 판단한다. 신형 네비게이터는 여전히 신선한 감각으로 대형 SUV 시장을 든든

히 지킨다. 중형과 소형은 새롭게 다듬은 노틸러스와 MKC로 대처한다. 노틸러스와 

네비게이터 사이를 메우는 에비에이터는 완전 신차로 선보일 예정이다. SUV 라인

업을 MKC부터 네비게이터까지 네 종류 모델로 촘촘히 메워 SUV 시장의 영향력을 

높였다. 컨티넨탈과 MKZ는 세단 라인업을 지키며 SUV 라인업과 균형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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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통일한 정체성도 2019년을 밝히는 요소다. 엠블럼 형상에서 영감을 받은 

시그니처 그릴로 얼굴을 통일해 럭셔리 카다운 면모가 한층 강해졌다. 링컨 고유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스타일을 살려 럭셔리 카 구매자들이 원하는 수준과 모습을 완

성했다. 

링컨이 강조하는 부분은 고객 경험이다. 제품보다 고급스러운 경험이라고 할 정도

로 다채로운 고객 만족 제도를 운용한다. 링컨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고객 경험을 중

시하는 브랜드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링컨은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패션 아일랜드에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열었다. 링컨이라는 브랜드를 

알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라운지에서 휴식을 즐기고 

스토리 월에는 링컨의 역사와 관련된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신만의 링컨 모

델을 구성하고, 블랙 라벨 트림과 레벨 오디오 사운드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테스트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도 된다. 

1년 만에 8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고, 조사에 따르면 그중 85%는 링컨 모델

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90%는 센터를 방문한 이후 링컨 브랜

드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2017년에는 텍

사스주 댈러스 익스피리언스 센터가 문을 열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캘리포니

아 다음으로 럭셔리 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링컨 전 사장 쿠마 갈

호트라의 말에서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링컨 

고객의 개별 경험을 중시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그

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링컨이 제공하는 경험은 ‘힘들이지 않는 소유(Effortless Ownership)’를 추구해 자

연스럽고 편안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갈호트라 사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

다. “우리 고객들이 말하는 오늘날 궁극의 럭셔리는 시간입니다. 링컨이 마련하는 

경험과 방법은 희소한 가치에 초점을 둡니다.” 링컨만의 방식으로 고객이 시간을 아

끼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대표적 서비스는 ‘픽업&딜리버리(Pickup and Delivery)’다. 발레 서비스는 정비 등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대체 차를 제공하고 고객차를 가져갔다

가 정비를 마친 후 다시 갖다준다. 파일럿 프로그램인 퍼스널 드라이버 서비스를 이

용하면 일시적으로 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편하게 탈 수 

있다. 홈 테스트 드라이브는 고객이 시승 일정을 예약하면 시승차를 집으로 보내 편

안하게 타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블랙 라벨은 개인화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다. 자동차 자체에 블랙 라벨 트림을 둬서 

개인 취향에 맞는 색상과 소재를 제공한다. 자신만을 위해 만든 차를 탄다는 만족감

이 높다. 특화된 멤버십 서비스도 따라붙는다. 쇼룸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증 범위 확대를 비롯해 연간 디테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

을 누릴 수 있다. 

럭셔리 카 시장이 커지면 제품 자체로 차별화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럭

셔리 카를 샀을 때 누리는 경험에서 차이가 갈린다. 최근 몇 년 사이 제품 개선과 새

로운 경험 제공에 주력한 링컨은 2019년에도 이러한 전략에 집중한다. 아메리칸 

럭셔리 대표 브랜드로서 차별화된 가치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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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 다재다능하고 트렌드까지 만족시키는 차는 단연 SUV다. SUV 전

체가 인기를 끌지만 그중에서도 콤팩트급 SUV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중형은 

SUV 시장의 허리를 책임지는 핵심 체급이었고, 대형은 존재감을 앞세워 자신만

의 영역을 확고히 다졌다. 콤팩트급은 그동안 군데군데 비어 있다 SUV가 인기를 

끌면서 빠르게 채워지는 중이다. 새로운 차들이 많이 나오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

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콤팩트급 SUV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전 세계 

SUV 판매 중 콤팩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는다. 

콤팩트급의 크기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고 업체도 명확하

게 구분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분류로 하면 준중형급에 집어넣을 수 있

다. MKC는 링컨 브랜드가 자사 최초로 선보인 콤팩트 SUV다. 2013년 북미 국

제 오토쇼에 컨셉트 카로 선보였고, 2014년 양산 모델을 팔기 시작했다. 국내에는 

2014년 가을에 들어왔고, 얼마 전 부분 변경 모델을 선보였다. 최근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결국 답은 콤팩트 SUV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1인 가족이 늘어난다

핵가족화는 예전부터 진행됐지만, 요즘은 2인 이하 가족도 꽤 많이 늘었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인구 비중이 높아졌다. 혼자 무엇을 한다

는 ‘혼~’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다. 자기만족으로 

큰 차를 사면 모를까, 혼자 사는데 큰 차는 필요 없다. 혹시 모를 가족의 확장을 고

려한다면 너무 작은 차는 비합리적이다. 혼자 타도 무리 없고, 혹시나 누군가를 더 

태워야 할 때를 대비한다면 MKC 같은 콤팩트급이 제격이다. 

부담 없는 생애 첫차

첫 차를 살 때만큼 고민을 많이 하는 때도 없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팔리

는 소형이나 준중형 세단을 사면 되지만, 이제는 옛날 얘기다. 첫 차를 SUV로 사

는 사람들이 늘었다. 유행 따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세단보다 SUV가 장점

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야가 넓어 운전하기 편하고 실용적이라 첫 

차로 막 굴리기 좋다. 첫 차로 너무 큰 차는 부담 백배다. MKC 같은 콤팩트급이라

면 혼자 타기에도, 가족을 태우기에도 적당하다. 

세컨드 카, 은퇴 후 자동차

한 가정에 차 한 대인 시대는 지났다. 가족 수 또는 용도에 따라 두 대 이상 굴리는 

집이 늘었다. SUV가 인기를 끌지만 아직도 퍼스트 카로 세단을 굴리는 사람이 많

다. 한 대가 세단이라면 다른 한 대는 SUV를 고르면 균형이 맞는다. 세컨드 카이므

로 굳이 클 필요도 없다. 큰 차를 타던 사람도 은퇴 이후에는 유지비나 탑승 인원을 

고려해 작은 차로 넘어간다. 차 사는 데 남의 눈치 볼 필요는 없지만, 큰 세단에서 작

은 세단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주변 시선에 신경이 쓰인다. SUV로 바꾸면 그런 

시선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개성을 고려해 고른 차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전 차급의 SUV화

대부분 브랜드는 세단이 주축을 이루고 SUV가 곁드는 식으로 라인업을 구성해왔

다. 아무래도 잘 팔리는 차 위주로 전략을 짤 수밖에 없어서다. SUV가 인기를 끌

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비어 있던 차급에 SUV가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다. SUV

의 주력은 중형이나 대형이었다. 콤팩트급 이하가 붐을 이룬 지는 그리 오래되

지 않았다. 링컨은 크기로 따질 때 위에서부터 네비게이터, 에비에이터, 노틸러스, 

MKC로 촘촘하게 SUV 라인업을 운용한다. 

모여 있어야 시장도 커진다

비슷한 업종이 밀집해 있는 거리를 종종 보게 된다. 저래서 어디 장사 되겠나 싶지

만 오히려 특화된 거리로 알려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 지금 콤팩트 SUV 시

장은 난리가 아니다. 너도나도 신차 내놓기 바쁘다. 고급차와 대중차 가리지 않고 

시장에 몰려든다. SUV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던 곳이라 더욱더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차종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만큼 시장도 빨리 커지고 각 브

랜드가 혜택을 본다. 

S U V  
T R E N D  S E T T E R
SUV 트렌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론은 콤팩트 SUV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재다능하고 어디서든 만족을 끌어내는 콤팩트 SUV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MKC는 최근 링컨의 새로운 스타일에 맞게 변신해 더욱 고급스러운 감성을 전한다.

링컨의 웰컴 매트. 고급차라면 차의 크기와 무관하게 사소한 부분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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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솔린 SUV

한때 ‘SUV는 곧 디젤’이라는 공식이 성립했다. 힘 좋고 연비가 높아 SUV는 디젤

이 잘 어울린다는 인식이 강했다. 지금은 아니다. 디젤 사태 이후 디젤에 대한 인식

이 나빠지면서 디젤의 인기가 급락했다. 가솔린엔진에 터보를 달면 디젤만큼 강한 

토크를 낼 수 있고, 기술의 발달로 연비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가솔린엔진은 가속

이 매끄럽고 조용하다. 콤팩트급은 대형 SUV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무게

가 가벼워 가솔린엔진을 얹어도 연비와 힘에서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  

작지만 강하다

크기는 작더라도 능력은 커야 한다. 움직임이 힘차고 자유로우려면 힘도 세야 한

다. MKC에 얹은 2.0L 엔진은 터보에 직분사를 더해 최고출력이 245마력에 이

른다. 최대토크도 3000rpm에서 38.0kg·m에 이르는 넉넉한 힘을 쏟아낸다. 

AWD로 안정성을 높이고, 연속 제어 기능을 갖춘 서스펜션, 토크벡터링, 차선 이

탈 경고,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싱크3 등 각종 안전 및 편

의 장비를 가득 넣었다. 크기만 콤팩트일 뿐 내용은 풀사이즈다. 

두 배로 넓어지는 매직 스페이스

SUV라도 콤팩트급은 공간이 작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SUV를 타본 사람은 알

겠지만 트렁크 해치도어와 2열 폴딩만으로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생긴다. MKC

는 시트를 다 세웠을 때 트렁크 공간이 713L에 이른다. 2열을 접으면 1503L로 두 

배 이상 넓어진다. 전 좌석에 타든 앞좌석에만 타든 넓고 여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콤팩트급 SUV가 인기를 끄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널찍한 공간이다. 

복잡한 도심도 거침없는 편안한 운전

큰 차도 각종 보조 장치 덕에 편안하게 운전하는 시대지만, 근본적으로는 크기가 

작아야 몰기 쉽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SUV는 시트 포지션이 높아 시야가 넓

다. MKC는 SUV 이름을 달았지만 SUV와 세단의 장점을 모은 크로스오버에 가

깝기 때문에 운전하는 감각이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넉넉한 힘으로 빠르게 치

고 나가며, 작은 차체로 민첩하게 움직이기에 복잡한 도심을 달리는 데 적합하다. 

트렌드×트렌드=콤팩트×럭셔리

최신 트렌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SUV와 럭셔리다. 희소한 가치를 찾는 사람

들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을 형성하던 럭셔리 시장으로 사람들이 눈길을 

돌린다. MKC는 링컨이라는 럭셔리 브랜드가 만든 콤팩트 SUV다. 최신 상위 트

렌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담았다. 게다가 미국 럭셔리 브랜드는 희소가치가 더욱 

높다. 자신만의 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된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콤팩트급이지만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시장을 이끈다.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 효율성 있게 공간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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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티넨탈 오너 김한민 영화감독

W I T H  
A H E R O
영화 〈명량〉은 2014년 개봉 당시 누적 관람객 수 1760만 명을 기록한 
역대 최고 관객 수의 영화다.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영화 〈명량〉의 
히어로는 단연 김한민 감독이다. 컨티넨탈 프레지덴셜 랩소디 블루의 
오너 김한민 영화감독과의 인터뷰 속으로.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Cooperatin S.T Dupont Paris(02-2106-3496)

영화계에는 ‘천만 영화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천만 영화’는 그 자체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다. 한국 영화사를 통틀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은 22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역사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

전을 그린 영화 〈명량〉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 불굴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역사적 순간을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

라는 김한민 감독의 일념으로 완성되었다. 

이순신 장군을 새롭게 조명하거나 그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영화가 아닌,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무인 이순신을 담백하게 표현해 관객의 공

감대를 이끌어낸 천만 감독 김한민. 그렇게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김한민 감독은 링컨 컨티넨탈 프레지덴셜 랩소디 블루 오너다. 영롱

한 파란빛의 컨티넨탈 프레지덴셜 랩소디 블루를 타고 인터뷰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도착한 김한민 감독. 인터뷰하기 앞서, 거리에서 잠깐 

그의 차량과 사진촬영을 진행했는데 쑥스러워하면서도 사진작가의 카메라 앵글에 맞춰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에게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Q 최근 근황이 궁금합니다.

A 영화를 기획하고 개발, 제작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영화 〈최종병기 활〉 조감독이었던 정세교 감독의 입봉작 〈오! 문

희〉(나문희, 이희준 주연) 제작과 봉오동전투를 다룬 원신연 감독의 〈전투〉(유해진, 류준열 주연) 공동 제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른 작품도 여러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들과 함께 기획, 개발 중이고요.

Q 최고 흥행을 기록한 영화 〈명량〉은 감독님에게 어떤 의미의 영화인가요?

A 예전부터 역사 3부작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병자호란이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완성한 〈최종병기 활〉이고 두 번째

가 바로 임진왜란 시대의 이야기인 〈명량〉입니다. 교훈적이거나 계몽적이지 않게 인간 이순신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난중일기〉에는 명량해

전의 승리가 ‘실로 천행이었다’고 적혀 있는데,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거든요. 절박한 순간에는 인간의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명량

해전은 자기 극복과 희생이라는 장군의 본질이 드러난 전투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담고자 노력했고, 그 진심이 관객과 통한 것 같습니다.  

Q 다시 한번 〈명량〉을 관람한다면, 감독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A 해전에서 단순히 12척의 배가 왜적선 300여 척을 물리쳤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장졸과 민초들이 두려움을 극복

하고 나아갔는지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그 정서적 전환을 생각하면서 본다면 또 한 번 감동이 전해지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셔츠 에스.티. 듀퐁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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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사 영화를 기획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역사 3부작이라는 기획 자체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선조들의 빛나는 정신적 가치를 전하기 위함입니

다. 불굴의 의지 같은 인간으로서 갖는 위대한 지점을 보고, 느끼고, 감동받아 헛헛한 지금 시대를 극복하

는 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역사 영화를 통해 감동과 울림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Q  감독님에게 영화란?

A 영화는 나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자극해주는 친구 혹은 나를 단련시키는 아버지, 나를 품어주는 어머니

와 같아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Q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얻나요?

A 지금 시대에 이런 영화가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관객에게 이런 것을 말하고 싶다

는 것이 생기면 바로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지요. 생활하면서 이 시대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제게는 영감

이 됩니다. 

Q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명량〉, 〈한산〉, 〈노량〉 세 편으로 기획한 이유는요?

A 한 편의 영화로 ‘생즉사 사즉생(살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

다)’을 각오한 이순신이란 인물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으로 불리는 

명량해전, 한산도대첩, 노량해전을 시리즈로 구상했습니다. 영화 〈한산〉과 〈노량〉에서 깊이 있게 이순신을 

다룬다면 그가 싸웠던 해전의 지점을 관객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산〉과 〈노

량〉 두 작품 모두 현재 시나리오는 완성된 상태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Q 현재 제작 중인 영화 〈오! 문희〉와 〈전투〉를 소개해주세요.

A 배우 나문희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오! 문희〉는 코믹 휴먼 추적극입니다. 제가 어느 시나리오 심사에 

참석했다가 읽는 순간 매료되어 제작까지 하게 되었지요. 손녀딸이 당한 뺑소니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인데요. 할머니와 보험회사 사고 조사원인 아들이 범인을 찾기 위해 추적하는 이야기

입니다. 영화를 통해 치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족의 의미와 모자의 관계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

예요. 〈오! 문희〉는 2019년 가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신연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 〈전투〉는 대

일 항쟁기에 대한독립군이 최초로 승리한 봉오동전투를 소재로 그 기적을 이끈 독립군의 4일간 사투를 담

은 이야기예요. 이 영화 역시 2019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Q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영화가 있나요?

A SF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역사적 영화와 SF 영화는 시간이 현재가 아닌 공통점이 있지요. 단지 시간

이 역사적인 시대,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주제를 가지고 SF적으로 

표현해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싶습니다. 

Q 링컨 컨티넨탈 프레지덴셜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두 달 전, SUV 차량을 구입하려고 링컨 자동차 전시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전시된 컨티넨탈의 디자

인이 너무 멋져 첫눈에 반했습니다.(웃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계약했지요.

Q 컨티넨탈의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뭔가요?

A 컨티넨탈의 스페셜 에디션인 프레지덴셜 랩소디 블루, 실내는 샬레를 선택했는데 멋스러운 블루 컬러

부터 산뜻함이 느껴지는 화이트의 실내 공간, 넓은 개방감을 선사하는 듀얼-패널 문루프까지 진심으로 모

든 면이 만족스러워요. 차량 가까이에 다가서면 웰컴 매트가 비쳐지는데 저를 반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 좋

습니다. 마사지 기능, 발 동작만으로 트렁크를 여는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30방향으로 체형에 맞

게 조절되는 퍼펙트 포지션 시트 등의 최첨단 기능이 다양하게 탑재된 것도 마음에 듭니다. 레벨 오디오 

사운드도 정말 최고고요. 앞차와의 간격을 파악해 속도를 줄여주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안전하고 편

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운전의 묘미를 즐기고 싶을 때는 스포트 모드로 설정하는

데, 엔진과 변속기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체가 단단해져 드라이빙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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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 N D E R F U L  
H A R M O N Y
조화와 균형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선율은 뛰어난 기술력과 감각적 디자인으로 
탄생하는 자동차와 닮았다. 음악은 링컨 자동차의 우아한 디자인에 영감을 준다. 
웅장한 교향곡 같은 품격 높은 디자인 감각을 선보이는 링컨 자동차는 음악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 캠페인 등 문화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Editor 김민정

때로는 위안이 되고, 때로는 활력이 되는 음악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 있다. 음과 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아

름다운 선율은 행복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러한 음악은 링컨 자동차가 추구하는 고품격의 유려한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링컨 자동차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된 재즈와 함께 미국 문화의 아이콘으

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미술과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지원 활동을 펼치는 링컨은 특히 음악과 관련한 활

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음악 선율로 전하는 차량 경고음

링컨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운전자에게 전하고자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차량 경고음을 완성했다.  

2018년 LA 오토쇼에서 선보인 올-뉴 에비에이터(All-New Aviator)의 여섯 가지 경고음이 바로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Detroit Symphony Orchestra) 연주자들이 녹음한 소리로 감각적인 링컨의 디자인과 잘 어울린다는 반

응을 이끌어냈다. 아름다운 경고음 소리를 위해 링컨 차량 하모니 팀은 소리를 분석해 차량에 어떻게 적용될지 설명했

고, 이에 맞춰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여러 번 녹음을 진행했다. 링컨 차량 하모니 관리자 제니퍼 프레스콧

(Jennifer Prescott)은 “링컨만의 럭셔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항상 고민한 노력의 결과로 경고음에 

음악을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적화된 음의 조합을 찾기 위해 125가지 이상의 옵션음을 만든 뒤 내부 청취 과정

을 거쳐 하나의 차임벨로 좁혔다. 링컨 팀은 오케스트라에 특정 음의 차임 모음곡을 요청했고, 음악적 파노라마를 찾기 

위해 약 100회의 녹음과 청취를 반복했다고 한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음은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올

린, 비올라, 타악기 뮤지션에 의해 녹음되었다. 타악기를 연주한 조지프 베커(Joseph Becker)는 “링컨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소리에 잘 담아내기 위해 많은 실험을 거쳤다”며, “언어를 음악으로 바꾸는 작업이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

혔다. 링컨은 안전벨트 경고음을 비롯해 25개의 교향악 사운드 경고음을 완성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음악과 자동차

의 기술력이 펼친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다. 

완벽한 사운드 시스템이 돋보이는 광고  

세계적 블루스 기타리스트로 손꼽히는 개리 클락 주니어(Gary Clark Jr.)가 지난해 링컨 컨티넨탈 광고에 등장해 화

제가 되었다. 링컨과 개리 클락 주니어가 만든 60초 분량의 광고 제목은 ‘코드(Cord)’로 지난해 그래미 시상식에서 두 

번에 걸쳐 방송되었다. 영상은 19개의 스피커가 탑재된 레벨 울티마 사운드 시스템이 천재 뮤지션인 개리 클락 주니

어와 조화를 이룬다는 내용으로 링컨과 완벽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레벨이 제작한 특별한 앰프가 등장해 이목을 집중

시켰다. 링컨의 장인정신과 레벨의 수준 높은 오디오 기술력이 집결된 앰프는 컨티넨탈의 그릴과 우드 그레인, 가죽, 

LED 링컨 로고가 접목되어 특별함을 더했다.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 같은 코드 광고는 시청자들의 깊은 음악적 감

성을 자극했다.

블루스 기타리스트 개리 클락 주니어와 링컨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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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의 낭만을 선사하는 재즈나잇

링컨코리아는 링컨의 예술적 감성을 여러 음악적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분방한 재즈와 접목한 

재즈나잇을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된 재즈

는 흑인 노예들의 한이 서려 영혼이 살아 숨 쉬는 음악이다. 비록 탄생 배경은 다르지만, 밝고 

경쾌하면서도 때로는 애잔한 감성이 녹아 있는 매력적인 재즈는 우아하면서도 파격적으로 상

반된 매력을 갖춘 링컨 자동차와 많은 공통점을 지녔다. 

링컨 자동차가 진행하는 미술, 영화, 댄스 등 문화 지원 이벤트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밤에 펼쳐진 재즈나잇은 2013년 4월, 링컨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론칭과 함

께 시작되었다. 제1회는 국내 정상급 재즈 디바 말로(Malo)와 우아함 속 폭발적 발성의 재즈 

보컬리스트 차은주가 참여해 첫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 이후 매년 회를 거듭하면서 다

양한 재즈 보컬들과 밴드들이 참여해 평소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재즈 아티스트들을 보다 가

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재즈나잇은 링컨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깊은 여운을 선사하는 감미로운 재즈 선율과 화려한 무대로 겨울밤을 로맨틱하게 만들어주는 

재즈나잇은 링컨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2월 1일 제6회 재즈나잇이 재즈 클럽의 성지로 알려진 원스 인 어 블루 문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재즈나잇에서는 좀 더 특별한 재미를 불어넣기 위해 ‘레트로’ 콘셉트로 진

행했다. 드레스 코드 또한 레트로로 진행해 개화기 의상을 멋지게 소화한 링컨 팬들의 스타일

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3년 연속 재즈나잇을 빛낸 재즈 보컬리스트 이주미와 낭만적인 

스윙 재즈를 연주하는 남성 밴드 마드모아젤S, 재즈의 대중화를 이끄는 일렉트로닉 재즈 그

룹 HG 펑크트로닉까지 서로 다른 분위기의 재즈 무대가 링컨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150명의 링컨 팬으로 하여금 매년 겨울을 기다리게 하는 링컨 재즈나잇은 올해도 어김없이 

그 기대에 부응하며 낭만적인 재즈 선율이 오감을 깨우는 겨울밤의 추억을 선물했다. 

김영철, 박정애 부부

와인을 좋아하는데 재즈 음악을 들으며 즐기니 그 풍미가 더욱 깊이 느

껴지네요. 제가 드럼 뮤지션이라 음악 관련 행사에 많이 참석하는데, 재

즈나잇은 정말 훌륭하네요. 미국에서 링컨 자동차를 탔는데 그때의 부

드럽고 편안한 주행력과 강력한 외관 디자인이 잊히지 않아 고민할 필

요도 없이 MKC를 구입했어요.   

김다능 고객

원래 재즈를 좋아하는데 이런 특별한 행사에 초대되어 너무 감사해요. 

지인들과 함께 레트로 드레스 코드에 맞춰 스타일링하는 것도 즐거웠습

니다. MKZ를 소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버튼식 시스템이 편리하고, 파

노라마 글라스 선루프로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아요.

박미희, 조태수 부부

지난 6월 특유의 그릴 디자인이 멋스러워 페이스 리프트되기 전 마지막 

모델인 MKC를 선택했어요. 안정적인 주행력과 정숙한 실내, SUV임에

도 세단 못지않은 승차감에 만족합니다. 재즈나잇은 처음 참여했는데, 

분위기가 근사해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신애순, 공윤수 부부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좋은 재즈 선율을 즐기니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 행복합니다. 도심보다는 교외로 나갈 때 MKX를 운전해요. 

안전성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링컨의 크루즈 컨트롤은 꼭 필요할 때 

적절히 작동해 더욱 신뢰가 갑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이주미

일렉트로닉 재즈 그룹 HG 펑크트로닉

스윙 재즈 남성 밴드 마드모아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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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IECE

WINTER 
PREPARATION 
동장군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겨울이 시작됐다.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을 잘 나려면 자동차도 전반적 관리와 점검으로 
월동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겨울보다 매서운 추위가 예보된 만큼 
철저한 차량 관리로 안전하게 겨울나기를 해보자.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도로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은 운전자로서는 그리 반갑지 

않은 계절이다. 운전은 안전과 직결되기에 겨울철에는 더욱 세심한 차량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여느 때보다 차량 관리가 중요한 겨울, 링컨 자동차 하만도 마

스터 테크니션과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할 차량 관리 요령과 알아두면 유용한 정

보를 전한다. 

쾌적한 실내를 위한 히터 및 항균 필터 관리

겨울에는 외부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등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된다. 추운 겨

울 히터를 가동하면 공조 장치가 폭넓게 작동된다. 링컨의 차량은 히터를 켜면 운

전자가 설정한 온도 조절을 위해 냉방 장치도 작동될 수 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난방 장치를 작동해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겨울철 차량 관리의 

기본. 송풍 장치의 이물질을 여과하는 항균 필터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미리 점

검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다.

안정성을 높이는 타이어 관리

최근 출시된 차량은 최상의 주행 안정성과 접지력을 위해 고성능 타이어를 사용

한다. 그러나 노면의 온도가 저하되고 빙판이 많은 겨울에는 고성능 타이어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최상의 접지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겨울이 시작되는 

지금,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는 2개만 교체하면 주행 안정

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에 모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이어는 날씨 

변화에 민감하므로 공기압을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자.

한파에 대비하는 배터리 관리

배터리는 증류수와 극판의 화학작용을 통해 작동한다. 이 화학작용은 기온 변화

에 매우 민감하므로 교환 시기가 오래되면 성능이 저하되어 추운 날씨에 시동이 

걸리지 않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상단 부분의 점검 창을 통해 

잔량을 체크하고 특히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는 겨울밤에는 두꺼운 천

이나 배터리용 보온재로 감싼 뒤 주차하면 도움이 된다.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

에서 외부 장치를 계속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링컨 자동차 오너를 위한 꿀팁

스마트한 시트 활용 

링컨 차량은 대부분 온도 조절 기능과 바른 자세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멀티-

컨투어(Multi-Contour) 시트가 장착되어 있다. 편안한 자세와 적절한 온도를 조

절해 안락한 운전이 가능하다. 만약 차량을 여러 명이 운전한다면 메모리 시트 기

능으로 여러 운전자의 시트 위치를 저장할 수 있다. 운전자가 시트 위치를 맞춘 

뒤 시트 메모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삐’ 울리는 알림음이 두 번 발생했을 때 리

모컨의 잠김 또는 열림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설정된다.

GTDI　엔진 관리

링컨의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하고 모두 GTDI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GTDI 엔진은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는 연료 장치와 공기를 과급하는 터보

차저가 결합된 엔진이다. 모든 차량은 엔진이 정상 온도에 도달했을 때 연비와 출

력이 제 능력을 발휘한다. GTDI 엔진은 운행 전과 운행 종료 전 5분 동안 예열과 

후열을 진행하면 시스템의 보호 효과와 더불어 출력과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예열은 연료 장치 및 기계 장치에, 후열은 터보차저의 보호와 성능 발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천하는 것을 잊지 말자.

손쉽게 여닫는 창문과 루프 글라스

링컨 자동차는 리모컨으로 창문과 루프 글라스를 쉽게 여닫을 수 있다. 차량이 잠

긴 상태에서 리모컨의 ‘열림’ 버튼을 길게 누르면 모든 창문과 루프 글라스가 열

리고, 반대로 ‘닫힘’ 버튼을 길게 누르면 모두 닫히게 된다. 하지만 차량과 멀리 떨

어진 상태에서 잘못 작동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계기반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센터에서도 설정 가능하다.

링컨 자동차 마스터 테크니션 하만도
2018년 선인자동차 기술지원팀 DTT(Dealer 
Technical Trainer) 
2017년 선인자동차 기술지원팀장 발령
2017년 포드서비스 최우수 정비사 입상
2017년 Ford Technical Skills Competition 우승
2016년 선인자동차 DTT 발령(Dealer Technical 
Trainer) 
2013년 Ford Master Technician 취득
2006년 선인자동차 입사
2005년 현대자동차 산학협력 경진대회 1위
2003년 동의과학대학 자동차과 졸업
1999년 자동차 정비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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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MKC 출시

링컨 자동차가 우아함과 SUV 고유의 역동적 성능이 완벽하게 조화된 콤팩트 SUV, 

2019 MKC를 출시했다. MKC는 지난 2014년 국내 첫 출시 이후 프리미엄 콤팩트 

SUV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9년형 MKC는 새로

운 디자인과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기존 링컨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퍼포먼스 모두 

향상된 모델이다. 2019 MKC는 링컨의 시그니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링컨 고

유의 헤리티지를 전달하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링컨 디자인 아이덴티

티를 계승했다. 2019 MKC의 차체 라인은 매끄럽게 이어지면서도 굵은 선으로 강조

된 벨트 라인과 어우러져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전 모델 대비 낮아

진 벨트 라인과 새롭게 디자인한 헤드램프의 조화는 역동적이면서 안정감을 제공해 

링컨 SUV 특유의 강인한 인상을 준다. 2.0L GT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45ps, 

최대토크 38.0kg·m를 달성했으며, 강력한 터보차저와 정교한 연료 직분사 시스템

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2.0L의 콤팩트한 엔진으로 기존 V6 엔진에 필적하는 성능을 

발휘한다.

‘링컨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진행

링컨은 지난 11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30개의 전시장에서 자사 전 차량

을 체험할 수 있는 고객 시승 행사, ‘링컨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Lincoln Driving 

Experience)’를 진행했다.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해 기획한 이번 행사는11월 10일 원주, 광주 전시장을 시작으로 

12월 9일 서울 서초와 강서 전시장까지 총 30개 전시장에서 링컨 전 차종을 대상으

로 실시했다. 시승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은 링컨 컨티넨탈, MKZ, MKC, MKX 등 원

하는 링컨 모델을 시승했으며, 특히 각 전시장별로 마련된 시승 코스를 주행하며 링

컨의 뛰어난 주행 성능과 첨단 기능을 체험했다. 또 가죽공예, 목공예, DIY 아로마 디

퓨저 제작 등 각 전시장에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을 펼치며 고객들과 소통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LA 오토쇼, 올-뉴 에비에이터 공개

링컨은 2018 LA 오토쇼(Los Angeles Auto Show)에서 올-뉴 에비에이터(All-

New Aviator)를 공개했다. 링컨 고유의 장인정신과 디자인 철학이 접목된 올-뉴 

에비에이터는 7인승 중형 프리미엄 SUV로 브랜드 핵심 가치 콰이어트 플라이트

(Quiet Flight)를 통해 진일보한 디자인 비전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오토쇼에서 공

개한 링컨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Lincoln Aviator Grand Touring)은 역동적이

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퍼포먼스를 겸비한 모델로 링컨 브랜드 최초로 트윈 터보 3.0

리터 V6 엔진과 최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이 결합되어 부드러운 주행 감각 및 강력한 

토크를 선사한다. 조이 팔로티코(Joy Falotico) 링컨 브랜드 회장은 “링컨은 고객을 

위해 한 단계 진화된, 최고의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에비에이터는 힘과 아름다움이 퍼포먼스 및 기술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델”이

라고 전했다. 한편 링컨 올-뉴 에비에이터는 2019년 하반기에 한국에도 출시할 예

정이다.   

‘링컨 인비테이셔널 2018’ 성료

링컨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는 지난 10월 경기도 이천 웰링턴 CC에서 

‘링컨 인비테이셔널 2018(Lincoln Invitational 2018)’ 고객 초청 골프 대회를 치렀

다. 1996년 링컨의 첫 번째 딜러사로 시작해 22년을 함께해온 선인자동차는 ‘링컨 

인비테이셔널 2018’ 골프 대회를 올해 9회째 주최하고 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링컨 오너 총 100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선인자동차는 메달리스트와 우승, 준우승, 3

위, 다 버디 등 수상자에게 골프 클럽 세트, 호텔 숙박권, 태블릿 PC 등을 포함해 다양

하고 푸짐한 상품을 시상했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김동섭 오너가 차지했다. 선인자

동차는 대회에 참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오일 점검이 포함된 무상 차량 점검 서비

스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 도수 치료 및 핸드 마사지 서비스, 타로 이벤트 등 고객 편

의 및 라운드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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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 LINEUPS
*제원은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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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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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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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어식 무단변속기(eCVT) 전자 제어식 무단변속기(eCVT)
배기량(cc) 1,999 1,999 1,999 1,999
최고출력(ps/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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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000 17.8/4,000
구동방식 FWD AWD FWD FWD
승차정원(명) 5 5 5 5
공차중량(kg) 1,770 1,840 1,775 1,775
공인연비(k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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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179 97 103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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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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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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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 30 2K 빌딩 02-635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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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064-759-9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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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오포서비스센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창뜰윗길6번길 26 031-726-2008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360-1500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4 031-80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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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판금도장 전문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114 051-64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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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  080-300-3673(365일 24시간 운영)

50       L I N C O L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