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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begin on a bright note.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 곁에 링컨 네비게이터가 함께 합니다. 네비게이터에 가까이 다가서면 시그니처 라이팅이 헤드램프 아래로  

물 흐르듯이 점등되고, 그릴 위에 자리 잡은 링컨 스타 로고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전동 사이드스텝과 백라이트 도어 핸들,  

웰컴 매트 조명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반겨줍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년형 네비게이터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VEL ULTIMA

20 SPEAKERS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년형 네비게이터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주의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운전하지 마십시오.  

세부 내용 및 시스템 제한 사항은 오너스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2무선 충전 기능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VITALIZE IN YOUR SANCTUARY

링컨 네비게이터는 ‘나만의 힐링 공간’을 추구합니다. 

탑승자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탑재되었으며, 퍼펙트 포지션 시트, 액티브 모션(Active 

Motion®) 마사지, 열선과 통풍 기능을 갖춘 운전석과 

동반석 시트는 운전자의 편안한 주행을 돕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1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시인성이 높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면 10

인치 터치스크린으로 차량과 주변 전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빈의 무선 충전 패드2에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충전할 수 있습니다.

STAY INFORMED AND ENTERTAINED

네비게이터 안에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을 연결해 

나만의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즐기거나 간단한 

음성명령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GAGE WITH DYNAMIC AUDIO

링컨 네비게이터에 탑재된 레벨(Revel®) 오디오 

시스템은 음향 전문 엔지니어들에 의해 설계되어 원음에 

가까운 최상의 음질을 만들어 냅니다.  

넓은 음역대의 사운드는 간단한 세팅으로 개인의 기호에 

맞춘 콘서트홀이나 무대의 원음을 생생하게 재연해 

냅니다. 링컨 네비게이터가 선사하는 사운드와 함께라면 

그 어떤 여정이라도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PAMPER YOUR PASSENGERS

장거리 여행에서부터 일상 주행에 이르기까지 네비게이터는 탑승자를 위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넉넉한 2열 레그룸과 함께 파노라마 루프는 차내를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2열의 캡틴시트 적용시에는 최대 7명이 앉을 수 

있으며, 2열의 벤치시트 적용시에는 최대 8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2  

2열 좌석에서는 2개의 10인치 스크린을 통해 링컨 플레이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USB, 12V 콘센트, 230V 콘센트를 이용하여  

전자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TRAVEL WITH EASE

리어범퍼 하단부에 간단한 킥 모션을 취해 리프트게이트를 열 수 있으며,  

3열 시트 버튼을 눌러 트렁크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적재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네비게이터 7인승 모델 2네비게이터 8인승 모델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년형 네비게이터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운전자 지원 기능들은 보조적이며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 그리고 차량 제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년형 네비게이터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JOURNEY WITH CONFIDENCE

운전자 지원 테크놀로지는 여러 센서와 카메라의 상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변 환경에서도 운전자가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운전자 지원 기능들은 보조적이며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 그리고 차량 제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LINCOLN CO-PILOT360™

‘링컨 코-파일럿 360’은 운전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돕습니다.  

21MY 네비게이터 ‘링컨 코-파일럿 360’은 아래의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UTO HIGH-BEAM HEADLAMPS 

BLIND SPOT DETECTION WITH CROSS-TRAFFIC ALERT

LANE-KEEPING SYSTEM 

PRE-COLLISION ASSIST WITH ACTIVE BRAKING 

REAR VIEW CAMERA

ADDITIONAL ASSISTANCE

링컨 네비게이터에는 다양한 운전자 지원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운전 편의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NHANCED ACTIVE PARK ASSIST

FORWARD AND REVERSE SENSING SYSTEMS

RAIN-SENSING WINDSHIELD WIPERS

360-DEGREE CAMERA

ADAPTIVE CRUISE CONTROL

HEAD-UP DISPLAY



GLIDE EFFORTLESSLY

도로를 우아하게 활공하는 네비게이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네비게이터에 적용된 각종 테크놀로지들로 이러한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편안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링컨 네비게이터의 강력한 엔진을 경험해 보십시오.  

트윈 터보차저 3.5리터 V6 엔진은 457마력과  

71Kg·m/3,500 rp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3.5리터 엔진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적절한 기어를 적용하는  

10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하여 링컨만의 강력한 퍼포먼스 

주행을 실현합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년형 네비게이터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년형 네비게이터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NHANCE THE WAYS YOU MAKE MEMORIES

21MY 네비게이터에 적용된 각종 첨단 기능들은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야간 운행에도 오토 하이빔이 포함된 LED 헤드램프, Rain Sensing Wiper, Rear Wiper 등이 안전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THRIVE WITH LINCOLN DRIVE MODES

링컨 네비게이터는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는 최적의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합니다. 노브를 돌려 다양한 링컨드라이브 모드(Lincoln Drive Mode)를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스템은 네비게이터에 포함된 각종 기능들을 선택한 모드에 맞게 조정하여 각 모드별로 놀라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클러스터의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 모든 환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선택을 돕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운전 중에는 항상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가능한 한 보이스 작동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운전 중 휴대기기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몇몇 기능들은 차량이 주행 기어에 물려 있는 동안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모든 휴대폰과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으며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기기가 있어야 합니다. 싱크3는 사용 중 제 3자 제품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제 3자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 그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호환

커맨드: 음성으로 가능합니다 
COMMAND: WITH YOUR VOICE 

싱크3 보이스 컨트롤 기술1은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와 

네비게이터를 연결해 주며 전화와 음악 등의 기능을 

스티어링 휠 버튼 및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큰 화면에서 익숙한 휴대폰 인터페이스를 보기 

위해서는 아이폰(iPhone®)과는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2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는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2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조작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CONTROL: FROM NEARLY ANYWHERE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인치 LCD 스크린을 통해서도  

각종 기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차량과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CONNECT: WITH IN-VEHICLE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싱크3로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의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Infinite Black

1

Silver Radiance

2

Pristine White1

3

Asher Gray

4

Burgundy Velvet1

5

Signature Navy

6

Ceramic Pearl1

7

Green Gem

8

Flight Blue

9

EXTERIOR FINISHES

INTERIOR PALETTE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컬러는 대표적일 뿐 실제 인테리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Russet with Santos Rosewood
Reserve 1–8

Medium Slate with Gray Ash Swirl
Reserve 1–6, 9

Cappuccino with Espresso Ash Swirl
Reserve 1–9

Ebony with Santos Rosewood
Reserve 1–9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년형 네비게이터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Navigator Reserve

22" Alloy Wheel

WHEEL



S P E C I F I C AT I O N

모델 Navigator 3.5L Navigator 3.5L 

트림 Reserve Reserve

탑승 인원 7 8

MECHANICAL

엔진

Twin-Turbocharged 3.5L V6 Engine ◯ ◯

연료 가솔린 가솔린

변속기

Paddle Activation이 포함된 10단 자동 변속기 ◯ ◯

4-wheel drive(4WD) ◯ ◯

링컨 드라이브 모드 ◯ ◯

Normal / Normal 4x4 Auto / Excite / Slippery / Conserve / Deep Condition

어댑티브 서스펜션 ◯ ◯

트레일러 토우 프렙 팩 ◯ ◯

Piano Key Shifter ◯ ◯

오토 홀드 ◯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 ◯

오토 스타트 스탑 ◯ ◯

EXTERIOR

Wheels / Tires ◯ ◯

22″ 16-Spoke Bright Machined Aluminum Wheel with Dark Tarnish Premium 
Painted Pockets

22″ All-Season BSW Tire – 285/45R22

헤드램프 ◯ ◯

LED 헤드램프

오토 램프 on/off

LED 주간 주행등

LED 안개등

LED 링컨 시그니처 라이팅

Lincoln Embrace ◯ ◯

어프로치 디텍션

다이내믹 시그니쳐 라이팅 페이드 온오프

도어 핸들 조명

링컨 로고 웰컴 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워 선세이드가 포함된 Panoramic Vista Roof® ◯ ◯

모델 Navigator 3.5L Navigator 3.5L 

트림 Reserve Reserve

탑승 인원 7 8

파워 러닝 보드 ◯ ◯

후방 센싱 시스템 ◯ ◯

Easy Fuel® 캡리스 주유구 ◯ ◯

장애물 감지 센서가 포함된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 ◯ ◯

레인센싱 와이퍼 ◯ ◯

INTERIOR/COMFORT

1열 ◯ ◯

Active Motion®, Power Thigh Extender가 포함된 퍼펙트 포지션 시트

프리미엄 가죽 시트

열선/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2열

열선 시트

프리미엄 가죽 시트

센터 콘솔이 포함된 캡틴 시트 ◯ –

40/20/40 스플릿 벤치 시트 – ◯

3열 ◯ ◯

링컨 소프트 터치 시트

파워 리클라인이 포함된  60/40 PowerFold® 스플릿 벤치 시트

230V 파워 컨버터 ◯ ◯

열선 스티어링 휠 ◯ ◯

메모리가 포함된 파워 틸트 & 텔레스코핑 스티어링 칼럼 ◯ ◯

12″ LCD Display 계기판 ◯ ◯

SYNC®3 ◯ ◯

음성 인식 켜뮤니케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10″ 터치스크린

Apple CarPlay® & Android Auto™

20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REVEL® Ultima 오디오 시스템 ◯ ◯

Lincoln Play™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 ◯

Tri-Zone 온도 조절 장치 ◯ ◯

무선 충전 패드 ◯ ◯

LED 앰비언트 라이팅 ◯ ◯

메모리가 포함된 파워 위치 조절 브레이크 및 페달 ◯ ◯

링컨 고객센터 1600 - 6003 / infokr@lincoln.com 대한민국에서 인쇄되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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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Lincoln Navigator 3.5 (배기량 3,496 cc, 공차중량 2,820 kg, 자동 10단)

복합연비 : 7.2 km/ℓ(도심연비 : 6.4 km/ℓ, 고속도로연비 : 8.6 km/ℓ)

등급 : 5 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 238 g/km

DIMENSIONS & ENGINE

EXTERIOR

전장 :  5,335 mm

전폭 :  2,075 mm

전고 :  1,940 mm

휠베이스 :  3,110 mm

CAPACITIES

탑승인원 :  7/8명

연료탱크  :  93.5 ℓ

ENGINE

Navigator 3.5-Reserve : Twin-Turbocharged 3.5L V6 Engine

배기량 :  3,496 cc

최고출력 :  457 ps/5,500 rpm

최대토크 :  71 kg·m/3,500 rpm

모델 Navigator 3.5L Navigator 3.5L 

트림 Reserve Reserve

탑승 인원 7 8

SAFETY/SECURITY

에어백 ◯ ◯

듀얼 스테이지 운전자 및 동승자 에어백

앞좌석 동승자 감지 시스템 

롤 오버 센서가 포함된 사이드 커튼 에어백 – Safety Canopy®

1열 사이드 시트 에어백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기능 ◯ ◯

개별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 ◯

LATCH(Lower Anchors and Tether Anchors for Children) ◯ ◯

MyKey® ◯ ◯

후방 카메라 ◯ ◯

SecuriCode™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 ◯ ◯

원격 시동 ◯ ◯

DRIVER ASSIST TECHNOLOGY

LINCOLN CO-PILOT360™ ◯ ◯

차선 유지 시스템

– 운전자 경고

– 차로 준수 경고

– 차로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 액티브 브레이킹

– 전방 충돌 경고

– 차간 거리 표시

오토 하이빔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후측방 경고 포함)

어드밴스 트랙(AdvanceTrac®) (전자 제어 주행 안정장치(RSC®) 포함) ◯ ◯

360도 카메라 ◯ ◯

크루즈 컨트롤 ◯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

자동 주차 보조 기능 ◯ ◯

전방 센싱 시스템 ◯ ◯

Hill Descent Control™ ◯ ◯

트랙션 컨트롤 ◯ ◯



LINCOLN-KOREA.COM

AN EFFORTLESS DOOR-TO-DOOR EXPERIENCE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는 바쁜 고객님을 위해 직접 찾아가 차량을 픽업한 뒤 정비를 

마친 후 다시 전달해드리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엔진 오일 교환(정기점검 포함)의 

경우 3년 동안 최대 6회까지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단, 편도 50Km까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며. 톨게이트 비용은 고객 부담)

WARRANTY

링컨의 보증 서비스는 고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신차 출고일로부터  

5년/10만km 이내(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에 무상 보증수리가 제공됩니다.  

(배터리 보증 : 3년/6만km 이내, 먼저 도래하는 사항 적용)

EXTENDED SERVICE PLAN

링컨의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서비스(ESP)는 프리미엄 정비 서비스(Premium 

Maintenance Plan)로 3년/6만km(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까지 일반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폭넓은 정비 서비스까지 제공하므로 차량의 

유지 관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 소모품과 정비 대상은 링컨이 정한 품목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24 HOURS ROADSIDE ASSISTANCE

링컨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행 중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차량 고장으로 

운행불가 시, 현장으로부터 50km범위 내 가장 가까운 링컨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견인해드리며, 차량의 연료가 소진되었을 때 및 타이어가 파손되었거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도움을 드립니다.  

링컨 고객을 위한 긴급출동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됩니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 080-300-3673(주행거리 6만km 이내 제공)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컨코리아 홈페이지(www.lincoln-

korea.com) 참조

LINCOLN GENUINE PARTS & SERVICE

링컨이 설계, 제작, 추천하는 순정 부품을 사용하면 완벽한 품질, 조립, 기능이 

보장됩니다. 순정 부품은 포드 모터 컴퍼니가 보증하며 링컨 딜러 네트워크가 

지원합니다. 링컨 딜러의 테크니션들은 고객의 차량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테크니션들은 포드 모터 컴퍼니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며, 고객의 차량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부품을 사용합니다.

LINCOLN ORIGINAL ACCESSORIES

링컨 순정 액세서리는 1년/2만km 동안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링컨 라이선스

액세서리(LLA)는 액세서리 생산업체의 보증 규정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링컨 

라이선스 액세서리(LLA)는 포드 모터 컴퍼니의 기술적 요구에 맞게 설계하거나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액세서리 생산업체가 설계하고 개발한 것입니다. 

모든 제한 보증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선택된 모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차의 

전반적인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되었으며, 귀하께서 계신 지역에 공급되지 않는 기능이나 

선택 장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열거된 사항은 귀하의 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모델과 

기능에 관한 것이며 인쇄 시점 기준의 정보입니다. 포드 모터 컴퍼니의 정책에 따라 제품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링컨은 언제든지 본 발행물에 표시된 모든 

모델의 제품 규격과 색상, 사항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가까운 링컨 딜러를 통해 귀하가 

계신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별 선택 가능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