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OLN NAUTI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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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는 링컨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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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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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journey
is the destination.
T H E

L I N C O L N

E X P E R I E N C E

짜릿한 퍼포먼스와 궁극의 럭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외부의 일상과 차단된 ‘나만의 노틸러스 세상’에서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아메리칸 럭셔리를 대표하는 링컨의 대표적 SUV,
2022년형 노틸러스가 드리는 다양한 경험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럭셔리를 대표하는 링컨의 대표적 SUV,
2022년형 노틸러스가 드리는 다양한 경험의 세계로
항해를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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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journey
is the destination.
Y O U R

W A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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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운전은 항상 피로와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운전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안식처에서 취하는 휴식.
그리고 원하는 그곳까지의 편안한 여정을 노틸러스가 함께합니다.

짜릿한 퍼포먼스와 궁극의 럭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외부의 일상과 차단된 ‘나만의 노틸러스 세상’에서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아메리칸 럭셔리를 대표하는 링컨의 대표적 SUV,
2022년형 노틸러스가 드리는 다양한 경험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노틸러스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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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 디자인과 당당한 품격, 우아하게 점등되는
링컨 시그니처 라이팅, 도어 핸들 라이트와
링컨 웰컴 매트 조명이 노틸러스로 다가가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노틸러스의 LED 헤드 램프는 어두운 밤길에서도 넒은 각도로
도로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오토 하이빔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상향등이 점등되어 구부러진 도로를 여행하는
중에도 운전자의 시야를 확장시킴으로써 안전한 운행을 지원합니다.

Brighten your journey,
anywhere you go.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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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l f

Discovery comes
from within.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여러분의 특별한 오아시스로서 노틸러스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새롭게 적용된 가로형 와이드 스크린에 담겨진 일부 기능은 가죽 열선이 추가된
스티어링 휠에서도 쉽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빈의 무선 충전 패드에서 휴대폰을
안전하게 충전하며 동시에 음악,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전동으로 시트 포지션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파워 시트는
노틸러스와 함께하는 여정을 더욱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듭니다. 여행 중에도 노틸러스의 실내는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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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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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refined
performance of your Nautilus.

2.7L 엔진과 결합된 8단 자동 변속기는
주행 시 변속이 필요한 최적의 타이밍에
적절한 기어를 적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노틸러스의 주행성, 부드러움 및
세련됨에 기여하며,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편안한 주행을 즐기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t w i n -t u r b o c h a r g e d
2022 노틸러스에 제공되는 트윈 터보차지 2.7리터 V6 엔진은 운전자가
원하는 순간에 정확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링컨만의
강력한 퍼포먼스와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2.7- liter V6
333 ma x . horsepower1
5 4 . 7 m a x . Kg · m . o f to r q u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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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ING SYNC® 4

sy n c ®4

e n g a g e w i t h dy n a m i c a u d i o

2022 노틸러스에 포함된 SYNC4
2022 노틸러스에
Ultima Audio
시스템은 직관적인
탑재된 Revel
인터페이스와
System은
19개의시스템입니다.
스피커가 각각 차량 내부 최적의
빠른 반응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인포테인먼트
SYNC4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위치에원하는
자리 잡고
기능을
있어사용하실
차원이 다른
수 있습니다.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나만의 취향이나 환경에 맞추어
오디오 모드를 변경해 콘서트홀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운드를 즐겨보세요.

Voice control

노틸러스에 제공되는 음성 명령 기능은
운전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량의 여러 기능들을 음성으로 컨트롤해 보십시오.

wireless connectiVit y
노틸러스에서도 디지털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SYNC4 시스템을 연결하여
차량 내에서도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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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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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싱크4는 사용 중 제 3자 제품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제 3자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 그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INTRODUCING SYNC® 4

e n g a g e w i t h dy n a m i c a u d i o
2022 노틸러스에 탑재된 Revel Ultima Audio
System은 19개의 스피커가 각각 차량 내부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나만의 취향이나 환경에 맞추어
오디오 모드를 변경해 콘서트홀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운드를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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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the door
to ultimate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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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는 완벽한 휴식을 위한 나만의 특별한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나만의 안식처에서 취하는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최상의 힐링을 위해
노틸러스는 작은 세심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틸러스에 적용된 운전자 보조 기능은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활성화/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돕는 한편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시스템이 개입합니다.

s ta n d a r d l i n c o l n c o - p i lot 3 6 0 ™
Auto High- Beam Headlamps
Rear View Camera
Blind Spot Detection with Cross-Traffic Alert
Lane - Keeping System:
includes Lane - Keeping Aid, Lane - Keeping Alert and Driver Alert
Pre - Collision Assist with Active Braking

때로는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노틸러스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출발에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운전자를 돕습니다.

c o n f i d e n c e c o m e s s ta n d a r d
노틸러스에 적용된 전자식 스티어링은 핸들링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며, AWD 시스템은 도로 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주행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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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i V e r a s s i s ta n c e t e c h n o lo g y
360 - Degree Camera
Evasive Steering Assist
Forward Sensing System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Stop -and- Go and Lane Centering
Distance Alert /Distance Indication

1 운전자 지원 기능들은 보조적이며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 그리고 차량 제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022 LINCOLN NAUTI LUS

링컨 고유의 DNA가 적용된 노틸러스만의 세련된 디자인은
사람들을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2022 노틸러스와 함께 진정한 아메리칸 럭셔리를 경험해 보십시오.

a

m o m e n t

t o

r e V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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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coln interior design

Ebony
nautilus reserve 1-10

Santos rosewood

노틸러스에 깃들어 있는 장인 정신의 핵심은 보이는 것,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전문성
때문만이 아닌 그들의 열정이 노틸러스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틸러스의 우아한 실내를 감싸고 있는 소재부터 컬러까지 그 모든 것이
장인들이 세심한 손끝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1. Bronze Smoke Metallic

2. ceramic Pearl Metallic Tri-coat

Sandstone
nautilus reserve 1-10

Espresso Ash Swirl open Pore Wood

3. infinite Black Metallic

Ebony/roast
nautilus reserve 1-6, 8, 9

4. Silver radiance Metallic

Santos rosewood

5. Pristine White Metallic Tri-coat

Medium Slate
nautilus reserve 3-7

Linear Brushed Aluminum

6. Asher Gray Metallic

a

wheel

b

노틸러스 200a모델
18프리미엄 페인티드 알루미늄 휠
노틸러스 202a모델
21인치 프리미엄 페인티드 알루미늄 휠

7. Flight Blue Metallic

8. Burgundy Velvet
Metallic Tinted clearcoa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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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Gilded Green Metallic

specification
모델

Nautilus 2.7L Reserve

엔진

Twin-Turbocharged 2.7L V6 엔진

트림

200A

202A

셀렉트 시프트(Select Shift®)
8단 자동 변속기

변속기

연료

휘발유

구동방식

AWD

PERFORMANCE & HANDLING

휘발유
AWD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

◯

패들 시프터

◯

◯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
◯

AdvanceTrac® with rSc®

어댑티브 서스펜션

◯

후방 카메라

DRIVER-ASSIST TECHNOLOGY
LincoLn co-PiLoT360™
오토 하이빔

◯
◯

◯

모델

후측방 감지가 포함된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듀얼 크롬 배기구

◯

◯

◯

◯

푸시 버튼 시동이 포함된 인텔리전트 액세스

◯

◯

Belt-Minder®

◯

◯

◯

Easy Fuel® capless Fuel-Filler

루프랙 사이드 레일

-

SAFETY & SECURITY
에어백

듀얼 스테이지 운전자/동승자 에어백

원격 시동 시스템

◯

◯

오토 홀드

◯

◯

오토 스타트 스탑

◯

후방 감지 시스템

◯

INTERIOR

1열 파워 시트

◯

◯

◯

◯

12.3″ LcD 계기판

◯

프레임리스 룸미러

◯

무선 충전 기능

◯

듀얼 존 에어컨

◯

가죽 스티어링 휠

◯

◯

Piano Key Shifter

◯

SYnc4

EXTERIOR
LED 헤드램프

◯

-

60/40 스플릿 EasyFold® 리어시트

파워 스티어링 칼럼 조절 기능

◯

1열 사이드 에어백

Safety canopy® - 사이드 커튼 에어백

유아/어린이 안전시트 장착용 앵커 시스템(LATcH)

◯
◯

◯

◯

◯

◯

시큐리티 어프로치 램프

◯

◯

열선 기능이 포함된 파워 폴딩 사이드 미러

◯

◯

자동 on/off 기능

LED 방향 지시등

시큐리코드 키리스 엔트리
주간 주행등

◯
◯

◯

◯

◯

◯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

◯

◯

OPTIONAL FEATURES
Technology Package
360도 카메라

전방 주차 보조 센서

cargo Utility Package

리어 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

◯

◯

◯

-

◯

-

◯

-

◯

-

◯

Liftgate scuff plate, cargo net
파워 아웃렛

인테리어 카고 커버

◯

◯

◯

시큐리록 패시브 도난방지 시스템

◯

◯

◯

동승자 글로브 박스 에어백

◯

◯

◯

◯

운전자 무릎 에어백

SoS 포스트 크래시 얼러트 시스템(SoS Post-crash Alert System™)

긴급 제동 보조

◯

◯

마이키(MyKey®)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202A

파노라믹 비스타 루프

◯

◯

200A

LED 안개등

◯
◯

Nautilus 2.7L Reserve

트림

cargo compartment with reversible Mat
Molded Plastic Storage Bins and Spare Tire Vanity cover
Lincoln nautilus Elements Package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빗물 감지 와이퍼

Driver Assistance Package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Distance indication

Evasive Steering Assist
전방 센싱 시스템

Ultimate Package

21″ 프리미엄 페인티드 알루미늄 휠

19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revel® Ultima Audio System

◯

dimensions & engine
EXTERIOR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EXTERIOR

4,825 mm
1,935 mm
1,700 mm
2,850 mm

2.7L GTDi V6 엔진

CAPACITIES

탑승인원

배기량

2,694cc

최대토크

54.7kg·m/3,000rpm

최고출력

333ps/5,000rpm

연료탱크

5명
7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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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utilus 2.7 AWD 200A (18″ 타이어)
(배기량 2,694cc, 공차중량 2,165kg, 자동 8단)
복합연비 : 8.8 km/ℓ(도심연비 : 7.6 km/ℓ, 고속도로연비 : 11.0 km/ℓ)
등급 : 5 등급
복합 co2 배출량 : 192 g/km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Lincoln nautilus 2.7 AWD 202A (21″ 타이어)
(배기량 2,694cc, 공차중량 2,165kg, 자동 8단)
복합연비 : 8.8km/ℓ(도심연비 : 7.6 km/ℓ, 고속도로연비 : 11.0 km/ℓ)
등급 : 5 등급
복합 co2 배출량 : 192 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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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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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