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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LINCOLN AV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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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할 2023년형 에비에이터가 찾아옵니다. 	마음 편히 떠나셔도 좋습니다.

An elegant 
excursion aw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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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 o m e n t to r e m e m b e r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에비에이터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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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의 명가 LINCOLN이 소개하는 	
2023년형 에비에이터는 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링컨의 대표 SUV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메리칸 럭셔리를 느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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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way, effortles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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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w e r  o f  S A n t u A r y

지금까지의 드라이빙은 피로와 긴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운전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른 경험을 해보십시오. 	일상에서 벗어난 편안한 휴식, 2023년형 에비에이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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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에이터의 LED 헤드 램프는 지나갈 길을 넓고 멀리 밝혀주어 	우리의 여정에 안전을 더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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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race the path  
befo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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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u rS to b e h o ld

링컨 에비에이터에 가까이 다가서면 	에비에이터는 나를 항상 밝게 반겨줍니다. 	외부 램프는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주변을 밝혀주고, 	라이트 터치 도어 핸들은 손쉽게 차량에 	탑승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링컨 에비에이터와 나만의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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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w i n -t u r b o c h A rg e d 3 .0 - l it e r v6

인텔리전트 AWD와 함께 적용된 twin-turbocharged engine은 10단 변속기와 적절히 조화되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편안한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또한, 링컨 드라이브 모드는 드라이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드립니다. 

A thrilling union 
of power and poise.

P S

405 
kg · m o f to r q u e

57.7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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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형 에비에이터는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모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링컨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을 조절하여 노면 상황에 알맞은 모드를 선택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만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Thrive with Lincoln  
Driv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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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rgence of  
comfort and convenience.

세상에 집만큼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비에이터는 집을 떠나 있을 때도 그에 버금가는 편안함을 제공해 드립니다. 에비에이터로 한 걸음 들어서면 	장인 정신이 깃든 실내 인테리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에 장착된 각종 	편의 장치들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게도 안락함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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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 r A n d Pe rS Pec t i v e

에비에이터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은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작동이 가능하여 전자 기기 작동에 대한 피로감을 덜어드립니다. 파노라믹 비스타 루프를 개방하면 따스한 햇살이 차량 내부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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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pace for the 
sanctuary you s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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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디자인된 에비에이터의 실내는 탑승자를 아늑하게 감싸드립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에비에이터의 인테리어를 느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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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your favorite  
apps with you.

co n n ec t A n d co m m A n d

에비에이터에 탑재된 SYNC3 음성 인식 기능1은 통화 및 음악 감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음성 명령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 n -A PP A n d i n  co n t ro l

에비에이터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기능2들을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즐겨 사용하시던 스마트폰 기능들을 	에비에이터에서도 즐기십시오.

1운전 중에는 항상 집중하며, 가능한 한 음성 명령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운전 중 휴대기기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몇몇 기능들은 차량이 주행 기어에 체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모든 휴대폰과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기기에서 데이터 서비스가 활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싱크4는 사용 중 제3자 제품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제3자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 사용자와 제3자 제품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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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 충전 기능은 모든 스마트폰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비에이터에는 무선 충전 기능1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을 위해 별도로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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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l Ultima 3D 오디오 시스템은 음원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사운드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전해줍니다. 여러 가지 청취 모드를 선택하면 각각의 다른 특색을 잘 느낄 수 있으며 그중 나만을 위한 최적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비에이터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들은 차량 내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적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에비에이터에서는 ‘사운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다.’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ngage with  
dynamic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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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전 중에는 항상 집중하며, 가능한 한 음성 명령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운전 중 휴대기기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몇몇 기능들은 차량이 주행 기어에 체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모든 휴대폰과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기기에서 데이터 서비스가 활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싱크3은 사용 중 제3자 제품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제3자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 사용자와 제3자 제품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Ay i n f o r m e d A n d 
e n t e rtA i n e d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1 	운전 중에도 평소에 즐겨듣는 음악을 들으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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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ake every journey  
a confident one.

링컨 에비에이터를 운전하는 동안에는 차량이 운전자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비에이터에 설치된 전자식 파워 조향 기능(EPAS)는 쉽고도 매끄러운 운행을 도와줍니다. 	이와 더불어 올 휠 드라이브는 끊임없이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운전자가 자신감 있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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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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n co ln co - P i lot 3 60

2023년형 에비에이터에 포함된 운전자 지원 기술1들은 귀하의 여정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에도, 	갑작스러운 도로 여건 악화에도 운전자 지원 기술은 늘 귀하와 함께합니다.
Auto High-Beam Headlamps 

Blind Spot Information System

Cross-Traffic Alert with Braking

Lane-Keeping System

Pre-Collision Assist with Active Emergency Braking (AEB)

Rear Parking Sensors

Rear View Camera

l i n co ln co - P i lot 3 60 ™  PluS

에비에이터에게 안전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운행 중 안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안전 기능1들도 함께 제공됩니다.
Adaptive Cruise Control

Evasive Steering Assist

Reverse Brake Assist

Experience a package of 
advanc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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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d for st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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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 에비에이터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은 몸에 잘 맞는 슈트를 입은 것과 같이 타인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링컨만의 DNA가 잘 표현된 프런트 그릴에서부터 리어 램프까지 이어지는 세련된 디자인은 보다 큰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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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 exterior & interior  
design.

에비에이터에 깃들어 있는 장인 정신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전문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이 에비에이터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 재질에서부터 컬러까지 그 모든 것이 장인들의 세심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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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istine White Metallic  
Tri-coat1

4 

Jewel Sandstone Premium  
Colorant

2 

Ceramic Pearl Metallic  
Tri-coat

5 

Asher Gray Metallic

3 

Silver Radiance Metallic1

6 

Flight Blue Metallic

9 

Infinite Black Metallic1

7 

Gilded Green Metallic

8 

Diamond Red Metallic  
Tinted Clearcoat1

exterior finiSheS

1Available with Jet Package.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컬러는 대표적일 뿐 실제 인테리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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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ny
Santos Rosewood Reserve 1–9

Sandstone
Espresso Ash Swirl Reserve 1–9

Roast
Standard: Santos Rosewood Reserve 1–9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컬러는 대표적일 뿐 실제 인테리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terior PAlette

A	 	Aviator reserve 	
22" bright-machined Aluminum wheel  

with magnetic-Painted Pockets

b	 	Aviator Jet Package 	
22" black Aluminum wheel

c	 	Aviator black label 	
22" bright machined Aluminum wheel  

with ebony Painted Pockets

wheel

A CB



2023 LINCOLN AVIATOR®

Lincoln Aviator Flight Destination Chalet

Pristine White Metallic Tri-coat ◯ ◯ ◯
Flight Blue Metallic ◯ – ◯
Silver Radiance Metallic ◯ ◯ ◯
Diamond Red Metallic Tinted Clearcoat ◯ ◯ ◯
Infinite Black Metallic ◯ ◯ ◯
Chroma Caviar Dark Gray Metallic ◯ ◯ ◯

blAck lAbel interior PAlette blAck lAbel exterior colorS

blAck lAbel interior theme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컬러는 대표적일 뿐 실제 인테리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 L I G H T

Luggage Tan Venetian/Darker Full Engine Turn

D E S TI N ATI O N

Mahogany Red Savannah/Khaya

C H A LE T

Alpine Venetian/Silverwood

Pristine White Metallic Tri-coat

Diamond Red Metallic Tinted Clearcoat

Flight Blue Metallic

Infinite Black Metallic

Silver Radiance Metallic

Chroma Caviar Dark Gray Metallic



2023 LINCOLN AVIATOR®

※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모델 Aviator 3.0L Aviator 3.0L Aviator 3.0L

트림 Reserve Jet Package Black Label

DRIVER ASSIST TECHNOLOGY

링컨 코-파일럿360™(Lincoln Co-Pilot360™) ◯ ◯ ◯
	 오토 하이빔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BLIS®) (후측방 경고 시스템 포함)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긴급 자동 제동 기능이 포함된 충돌 방지 보조 기능
	 후방 카메라
링컨 코-파일럿360™ 플러스(Lincoln Co-Pilot360™ Plus) ◯ ◯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충돌 회피 조향 보조(Evasive Steering Assist)
	 후방 제동 보조
360도 카메라 ◯ ◯ ◯
원격 시동 시스템 ◯ ◯ ◯
오토 홀드 ◯ ◯ ◯

SPECIFICATION

DIMENSIONS & ENGINE

EXTERIOR

전장 	 5,065 mm

전폭 	 2,020 mm

전고 	 1,760 mm

휠베이스 	 3,025 mm

ENGINE

Twin-Turbocharged 3.0L V6 Engine

배기량 	 2,956 cc

최고출력 	 405 ps/5,500 rpm

최대토크 	 57.7 kg·m/3,000 rpm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Lincoln Aviator 3.0 (배기량 2,956 cc, 공차중량 2,395 kg, 자동 10단)      
복합연비 : 8.1 km/ℓ(도심연비 : 7.0 km/ℓ, 고속도로연비 : 10.0 km/ℓ, 복합 Co2 배출량: 212 g/km)
등급 : 5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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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Aviator 3.0L Aviator 3.0L Aviator 3.0L

트림 Reserve Jet Package Black Label

MECHANICAL

연료
	 Twin-Turbocharged 3.0L V6 Engine ◯ ◯ ◯
연료 휘발유 휘발유 휘발유
변속기
	 SelectShift® 10 Speed 자동 변속기 ◯ ◯ ◯
피아노 키 시프터 ◯ ◯ ◯
푸시버튼 스타트 ◯ ◯ ◯
오토 스타트 스탑 ◯ ◯ ◯
AWD(All Wheel Drive) ◯ ◯ ◯
링컨 드라이브 컨트롤 ◯ ◯ ◯
	 Conserve / Deep Condition / Excite / Normal / Slippery ◯ ◯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 ◯ ◯
EXTERIOR

Jet Package – ◯ –
Wheels/Tires

	 	22″ Bright Machined Aluminum Wheel with 	
Magnetic Painted Pockets ◯ – –

	 	22″ Black Aluminum Wheel – ◯ –
	 	22″ Bright Machined Aluminum Wheel with 	

Ebony Painted Pockets
– – ◯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 ◯ ◯ ◯
	 오토 램프 On/Off ◯ ◯ ◯
	 LED 안개등 ◯ ◯ ◯
	 LED 주간 주행등 ◯ ◯ ◯
	 LED 턴 시그널 ◯ ◯ ◯
	 오토 하이빔 ◯ ◯ ◯
액티브 그릴 셔터 ◯ ◯ ◯
파노라믹 비스타 루프 ◯ ◯ ◯
이지 퓨얼 캡리스 연료 주입구 ◯ ◯ ◯
루프랙 사이드 레일 ◯ ◯ ◯
Heated Visio™ Wiper Blades ◯ ◯ ◯
INTERIOR/COMFORT

무선 충전 패드 ◯ ◯ ◯
시트

모델 Aviator 3.0L Aviator 3.0L Aviator 3.0L

트림 Reserve Jet Package Black Label

1열 시트
	 - 프리미엄 가죽 시트 ◯ ◯ –
	 - Savannah 가죽 시트 – – ◯
	 - 3가지 테마별 인테리어 – – ◯
2열 시트
	 - 외측 좌석 열선 및 통풍 기능 ◯ ◯ ◯
	 - 35/30/35 벤치 시트 ◯ ◯ –
	 - 풀 센터콘솔 – – ◯
3열 시트
	 - 50/50 Power Fold Bench Seat ◯ ◯ ◯
열선 기능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 ◯ ◯
파워 틸트/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 ◯ ◯
SYNC® 3 ◯ ◯ ◯
	 음성 인식 커뮤니케이션
	 센터 스택 LCD 터치 스크린
운전자용 LCD 계기판 ◯ ◯ ◯
Quad-Zone 전자식 온도 조절 장치(QEATC) ◯ ◯ ◯
앰비언트 라이팅 ◯ ◯ ◯
리어 도어 선세이드 ◯ ◯ ◯
Revel® Ultima3D 오디오 시스템 ◯ ◯ ◯
SAFETY/SECURITY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 ◯ ◯
어드밴스트랙(AdvanceTrac®) (전자제어 주행 안정 장치) 	(RSC®) 포함) ◯ ◯ ◯
에어백 ◯ ◯ ◯
	 듀얼 스테이지 운전석 및 동반석, 사이드 에어백
	 운전석 무릎 에어백
	 보조석 글로브 박스 무릎 에어백
	 	롤오버 센서가 포함된 세이프티 캐노피 시스템	(Safety Canopy®)
LATCH - 유아/어린이 안전시트 장착용 앵커 시스템 ◯ ◯ ◯
마이키(Mykey®) ◯ ◯ ◯
시큐리코드(SecuriCode™) 키리스 엔트리 패드 ◯ ◯ ◯
시큐리록(SecuriLock®) 패시브 도난 방지 시스템 ◯ ◯ ◯
SOS 포스트 크래시 얼러트 시스템 ◯ ◯ ◯
트랙션 컨트롤 ◯ ◯ ◯
전방 센싱 시스템 ◯ ◯ ◯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 ◯ ◯



AN EFFORTLESS DOOR-TO-DOOR EXPERIENCE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는 바쁜 고객님을 위해 직접 찾아가 차량을 	픽업하고 정비를 마친 후 다시 전달해 드리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엔진 오일 교환(정기점검 포함)의 경우 3년 동안 최대 4회까지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단, 편도 50Km까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며, 톨게이트 비용은 고객 부담)
WARRANTY신차 출고일로부터 5년/10만km 이내(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에 	무상 보증수리가 제공됩니다. (배터리 보증 : 3년/6만km 이내, 먼저 도래하는 사항 적용)
내비게이션 앱과 관련한 하드웨어는 ㈜엠핀스가, 소프트웨어는 	㈜케이티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의 공급계약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내비게이션 앱의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엠핀스의 보증정책에 따라 ㈜엠핀스가 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내비게이션 앱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 콘텐츠는 ㈜케이티에서 관리하며, ㈜케이티의 보증정책에 따라 	㈜케이티에서 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TENDED SERVICE PLAN링컨의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 서비스(ESP)는 프리미엄 정비 서비스(Premium Maintenance Plan)로 3년/6만km (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까지 일반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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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CE링컨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행 중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차량 고장으로 운행불가 시, 현장으로부터 50km 범위 내 가장 가까운 링컨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견인해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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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ICE링컨이 설계, 제작, 추천하는 순정 부품을 사용하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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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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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coLn-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