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OLN NAVIGATOR®

AN EFFORTLESS DOOR-TO-DOOR EXPERIENCE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는 바쁜 고객님을 위해 직접 찾아가 차량을 픽업한 뒤 정비를 마친 후 다시 전달해
드리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엔진 오일 교환(정기점검 포함)의 경우 3년 동안 최대 6회까지(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단, 편도 50Km까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며. 톨게이트 비용은 고객 부담)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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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k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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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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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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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korea.com) 참조
LINCOLN GENUINE PARTS &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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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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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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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lming presence.
Y O U R

W A Y ,

E F F O R T L E S S L Y

2022년형 네비게이터의 파워풀하면서도
조용한 매력에 빠져보십시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장인의
손길이 닿은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룹니다.
네비게이터는 운전자의 만족을 위해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링컨 네비게이터와 함께 강력하지만 
고요한 드라이빙을 즐겨보십시오. 
테크놀로지와 세련된 터치로 재해석된 장인 정신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만들어 냅니다. 
링컨 네비게이터의 여러 기능들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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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F R E S H E S

Y O U R

S P I R I T

A calming presence.
E F F O R T L E S S

D R I V I N G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지금부터 네비게이터와 함께하는 경험들은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네비게이터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누려보십시오. 

2022년형 네비게이터의 파워풀하면서도
조용한 매력에 빠져보십시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장인의
손길이 닿은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룹니다.
네비게이터는 운전자의 만족을 위해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네비게이터와 함께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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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F R E S H E S

Y O U R

S P I R I T

매혹적인 디자인과 당당한 품격, 그리고 우아하게
점등되는 링컨의 다이내믹한 램프들은 네비게이터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도어 핸들 라이트와 링컨
웰컴 매트 조명이 네비게이터로 다가가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22년형 네비게이터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터에 장착된 LED 헤드램프는 심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간 운행 시에는 프런트 디자인과 잘 어우러져
차량을 돋보이게 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성능이
만족감을 더합니다.

A bright
outlook.
W E L c O m E S

Y O U

A revitalizing sanctuary.

네비게이터의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는 탑승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눈을 사로잡는 대형 스크린은 운전 중에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자동 조정 설정이 가능한 온도 조절 장치는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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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E R G I z E S

Y O U

A cabin that
comforts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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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게이터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2열에 적용된 캡틴 시트는 
2열 탑승자들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탑승자가 많을 때에는 3열 좌석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비게이터에 적용된 파노라믹 비스타 루프를 통해 차량 내에서도 개방감과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Made for the journey.

기나긴 여정을 위한 많은 짐들을 
챙겨가실 때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비게이터의 뒷좌석을 접어 더 넓은
적재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버튼 조작만으로 
뒷좌석 폴딩이 가능합니다.

T R AV E L I N G W I T h E A S E
여럿이 함께 여행을 가신다면, 편리하게 설계된 2열의 폴딩시트를 안전하게 조작한 이후 탑승자가 손쉽게 3열로 좌석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프트 게이트를 열 때에도 리모컨이나 버튼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개폐하실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터의 여러 기능들에는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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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Nc ® VOIcS
E OcUONNDT RTO
h LAT S TAY S W I T h YO U
네비게이터에 탑재된
SYNC
4에는 음성
명령 기능이
포함되어
With
a variety
of premium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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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zed
experience
for every
driver,
있습니다.
with 360L1 is unlike any other entertainment
experience you’ve had in a vehicle. Plus, with a
Platinum Plan trial or paid subscription,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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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
I O N in the vehicl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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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phone with the SiriusXM app, and at home on
SYNC4를 사용하시면 Apple CarPlay와 Android Auto 기능을
compatible connected devices.
케이블 연결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을 차량 내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하십시오.

E N J OY B E T T E R V I E W A N D TO U c h
네비게이터에 적용된 와이드 스크린과 선명한 화면은 보다
명확하게 운행 관련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비게이터의 터치스크린은 부드러운 터치만으로도 운전자가
원하는 기능을 즉각적으로 실행합니다.

The wireless charging 
pad2 lets you keep 
devices charged 
clutter-free – without 
any cord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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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coln Connect™3 enables 
a 4G LTE Wi-Fi hotspot
connection for up to 10
devices at once.4

Trial length and service availability may vary by model, model year or trim. radio features, content and
display may vary by vehicle. Some features may not be available while driving. Your trial subscription will
automatically stop at the end of your trial period. Subscriptions offered and sold separately by SiriusXM
for continued use after trial. Services are subject to the SiriusXM customer Agreement and Privacy Policy
available at siriusxm.com which includes complete terms and how to cancel which includes online methods or
calling 1-866-635-2349. All fees, content and features are subject to change. 2Qi wireless charging may
not be compatible with all mobile phones. 3 Lincoln connect, the Lincoln Way App, and complimentary
connected Service are required for remote features (see Lincoln Way Terms for details). connected service
and features depend on compatible AT&T network availability. Evolving technology/cellular networks/vehicle
capability may limit functionality and prevent operation of connected features. connected service excludes
Wi-Fi hotspot. 4 Don’t drive distracted or while using handheld devices. Use voice controls.

V O I C E - A C T I VAT E D S Y N C ® 3

E N G A G E W I T h E L E VAT E D A U D I O
2022년형 네비게이터에 장착된 Revel Ultima 오디오는
차량 내 최적의 위치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쉽게
접해보기 힘든 궁극의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운전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사운드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 항상 즐겨듣는 음악을 원하는 방식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하여 
케이블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충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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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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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게이터에 장착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은 
바로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차량 곳곳에 장착된
센서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들을 감지하여 
안전 운전을 도와드립니다.

S TA N D A R D L I N c O L N c O - p I LOT 3 6 0 ™ 2 . 0
Auto High-Beam Headlamps
Blind Spot Information System with Cross-Traffic Alert
Evasive Steering Assist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Stop-and-Go, Lane Centering Assist
Lane-Keeping System with Blind Spot Assist
Pre-Collision Assist with Automatic Emergency Braking (AEB)
360-Degree Camera with Rear Camera
Front/Side/Rear Parking Sensors
Reverse Brake Assist

1 운전자 지원 기능들은 보조적이며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 그리고 차량 제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2년형 네비게이터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An empowering
wealth of possibilities.

Lincoln Drive Mode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행 중인 도로 환경에 맞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 시스템에 의해
최적의 주행을 위해 각종 기능들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모드 변경 후에는 계기판에서도 변경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 m B R A c E

T W I N -T U R B O c h A R G E D 3 . 5 - L I T E R V 6

G L I D E E F F O R T L E S S LY

3.5L V6 엔진과 조화를 이룬 10단 Selectshift 자동 변속기는
네비게이터 운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터의 큰 차체를 부드럽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비게이터에 장착된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거친 노면 상황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 A c h

m O m E N T

446 mAx.pS
7 1 m A x . KG · m O F TO R q 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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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형 네비게이터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IOR cRAFTSmANShIp
단순히 경험과 스킬을 넘어 그들의 열정이 투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비게이터의 우아한 실내를 감싸고 있는
소재부터 컬러까지 그 모든 것이 장인들의 세심한 손끝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Black onyx
navigator/navigator reserve 1–7

1. infinite Black Metallic

Santos rosewood

2. Silver radiance Metallic

3. Pristine White Metallic Tri-coat1
Sandstone
navigator/navigator reserve 1–7

Espresso Ash Swirl

4. Starlight Gray Metallic1

roast
navigator reserve 1–7

Santos rosewood
5. ocean Drive Blue Metallic Tinted clearcoat1

WHEEL

6. ceramic Pearl Metallic Tri-coat1

Navigator Reserve 
22" 12-spoke bright-machined aluminum
with Ebony Black-painted pockets

7. Flight Blue Metalli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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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CATION
모델

Navigator 3.5L

트림

Reserve

mEchANIcAL
◯

Twin-Turbocharged 3.5L V6 Engine
연료

가솔린

변속기 - SelectShift® 10단 자동 변속기

4-Wheel Drive (4WD)
링컨 드라이브 모드

트레일러 토우 프렙 팩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Wheels / Tires
22″ Bright Machined Aluminum Wheel



LED 헤드램프



◯

◯



에어백

◯



◯

헤드램프



Tri-Zone 온도 조절 장치

rEVEL® Ultima 오디오 시스템

◯

운전자 및 동승자 에어백 / 1열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 Safety canopy®

Belt-Minder®
개별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LATcH (Lower Anchors and Tether Anchors for children)
MyKey®





◯

◯

ExTERIOR

Reserve

SYnc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SAFETY/SEcURITY

◯

Navigator 3.5L

트림

◯

◯

Piano Key Shifter

모델

◯

오토 램프 on/off

후방 카메라

Securicode™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

원격 시동

파워 선세이드가 포함된 Panoramic Vista roof®

◯

후방 센싱 시스템

◯

파워 러닝 보드

◯

2열 / 3열 프라이버시 글래스

◯

Easy Fuel® 캡리스 주유구

◯
◯
◯
◯
◯

2열 - 캡틴 시트

오토 하이빔



긴급 제동 보조가 포함된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후측방 경고 포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

전방 센싱 시스템

◯

LcD 계기판





◯

◯

3열 - 60/40 PowerFold® 스플릿 벤치 시트

차선 유지 시스템

◯

INTERIOR/cOmFORT
1열 - 프리미엄 가죽 시트



어드밴스 트랙(AdvanceTrac®) (전자 제어 주행 안정장치(rSc®) 포함)

◯

블랙 크로스 바가 포함된 크롬 루프랙

◯

360도 카메라

긴급 제동 보조 장치

ExTERIOR

cApAcITIES

전장 

탑승인원 

◯
◯

Hill Descent control™
트랙션 컨트롤

◯

5,335 mm
2,075 mm
1,940 mm
3,110 mm

연료탱크 

ENGINE
7명
93.5 ℓ

navigator reserve : Twin-Turbocharged 3.5L V6 Engine
배기량 

최고출력 

최대토크 

3,496 cc
446 ps/5,850 rpm
71 kg·m/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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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Lincoln navigator 3.5L (배기량 3,496 cc, 공차중량 2,775 kg, 자동 10단) 복합연비 : 7.2 km/ℓ(도심연비 : 6.4 km/ℓ, 고속도로연비 : 8.4 km/ℓ)
등급 : 5 등급
복합 co2 배출량 : 238 g/km
※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

DIMENSIONS & ENGINE

휠베이스 

◯

◯

LincoLn co-PiLoT360™

LED 안개등

전고 

◯

DRIVER ASSIST TEchNOLOGY

LED 주간 주행등

전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