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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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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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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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1  AV I AT O R



A LWAY S  B E G I N  O N  A  B R I G H T  N O T E
2021년형 링컨 에비에이터는 바쁜 일상 중에도,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도 귀하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링컨 에비에이터에 가까이 다가서면 시그니처 라이팅이 헤드램프 아래에서 물 흐르듯이 흐르고, 백라이트 도어 캐치는 항상 밝게 반겨줍니다. 

또한 에어 서스펜션은 에비에이터의 포지션을 낮게 조정하여 편안히 승차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링컨 만을 위해 디트로이트 심포니와  

함께 개발한 아름다운 알림음은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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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의 매력은 자동차 디자인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영감은 링컨 에비에이터의 외부 스타일링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켰습니다.  

강렬한 느낌의 전면부 디자인에서 날렵하게 이어지는 후면부 디자인은  

링컨 에비에이터 디자인의 독특한 매력을 완성시켰습니다.

나만의 휴식을 위한 안식처가 어디든  

링컨 에비에이터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내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에비에이터와 

함께 완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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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N  E L E VAT E D 
E X P E R I E N C E , 
C A P T I VAT I N G  E X T E R I O R 
D E S I G N  L I N E S .

C R E AT I N G  T H E  S E N S AT I O N  O F       
  R I D I N G  O N  A I R ,  Q U I T E  L I T E R A L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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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의 품격을 누려보십시오  
IMMERSE YOURSELF IN ELEGANCE

일상에서 벗어나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나만의 오롯한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곳,  

그 특별한 장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3열로 구성된 에비에이터의 공간이  

바로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넉넉한 1열 레그룸 및 숄더룸 그리고  

링컨 에비에이터에 제공되는 

각종 운전자 편의 기능이 편안함을 더합니다.

링컨의 전용 오디오 시스템 – 오직 링컨 만을 위한 사운드

링컨 에비에이터에 탑재된 Revel® 오디오 시스템은  

음향 전문 엔지니어들에 의해 설계되어 원음에 가까운 

최상의 음질을 만들어 냅니다. 넒은 음역대의 사운드는 

간단한 세팅으로 개인의 기호에 맞춘 콘서트홀이나 무대의 

원음을 생생하게 재연해 냅니다. 링컨 에비에이터가 

선사하는 사운드와 함께라면 그 어떤 여정이라도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넉넉한 여유공간을 만끽하십시오 – 여행, 공간 그리고 여유로움 
TRANSPORT WITH ENOUGH SPACE  

가까운 근교로 잠시 떠나는 드라이빙이나 재충전을 위한 장거리 여행에서도  

링컨 에비에이터의 넉넉한 3열 탑승 공간은 가족, 친구 등 함께하는 모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또한, 파노라믹 비스타 루프(Panoramic Vista Roof®)

와 넉넉한 2열 숄더룸은 더욱 쾌적한 탑승 공간을 제공합니다.  

장거리 여행 중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위한  

USB 충전 포트도 차량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쉽게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조작방법 제공                                          
ADAPT WITH REMARKABLE EASE 

링컨 에비에이터 2열 시트 탑-앤드-슬라이드 기능을 통해 쉽게 공간을 확보하여 

승객은 물론 반려 동물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3열 시트 뒤의 여유로운 적재 공간은 핸즈프리 리프트게이트 하단부에 간단한  

킥 모션으로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또한 파워 폴드 3열 시트 버튼을 사용하면 빠르게 

추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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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우아한 활공 
GLIDE WITH EFFORTLESS GRACE 

도로 위에서 우아하게 활공하는 에비에이터를 상상해보십시오.  

링컨 에비에이터에 적용된 각종 테크놀로지들로 이러한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상황에 따라 차량의 높낮이가 조절되며  

이로 인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여정을 위한 특별한 엔진 
TURBOCHARGE YOUR TRAVELS

링컨 에비에이터의 강력하고 특별한 엔진을 경험해보십시오. 에비에이터에 장착된  

트윈 터보차저 3.0리터 V6 엔진은 사륜구동 시스템과 조화되어 강력한 마력과 토크를 발휘합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기어를 적용하는 10단 셀렉트시프트(SelectShift®) 

자동 트랜스미션과 맞물려 링컨만의 강력한 퍼포먼스 주행을 실현합니다.

나만의 길을 밝혀주는 라이트 
ILLUMINATE A NEW PATH 

링컨 에비에이터의 헤드라이트는 안전한  

밤길 운전이 필요한 순간에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더욱 넓은 조사 범위를 적용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차량 전면에 탁월한 가시성을 부여해  

어두운 밤길 주행 중 운전자가 한 순간이라도  

주의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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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WINTURBO-

CHARGED 3.0LV6 

ENGINE 



PLUG-IN HYBRID

특별한 주행을 위한 링컨 드라이브 모드 
THRIVE WITH LINCOLN DRIVE MODES

링컨 드라이브 모드에서 간단히 노브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탁월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링컨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은 서스펜션 세팅, 지상고,  

스티어링, 기어 변속 시점 등을 조정합니다. 5개의 메인 모드에 더해 PHEV 그랜드 투어링 모델은 “프리저브 EV” 모드를 제공, 나중에 사용할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함으로써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퓨어 EV” 모드는 도시나 근교에서의 짧은 주행에 적합한 순수 전기 주행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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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강력한 링컨 
BEHOLD THE POWERFUL LINCOLN 

링컨 에비에이터 PHEV 그랜드 투어링은 트윈 터보차저의 3.0리터 V6 엔진의 출력과 배터리 구동 전기 모터가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며 즉각적인 토크를 전달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출력은 인텔리전트 사륜 구동 시스템을 통해 도로 위에 전달됩니다. 또한 필요할 때면 언제든 충전이 가능한 에비에이터 PHEV 그랜드 투어링은  

독특한 그릴 디자인과 개성 넘치는 휠 디자인으로 차원이 다른 우아함을 선사합니다.



커맨드: 음성 조작이 가능합니다 
COMMAND: WITH YOUR VOICE 

싱크3 보이스 컨트롤 기술1은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와 

에비에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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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LCD 스크린을 통해서도 각종 

기능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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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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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있는 여정 
JOURNEY WITH CONFIDENCE 

운전자 지원 테크놀로지1는 여러 개의 센서와 카메라의 상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를 도와줍니다. 이 최신 기능들은 링컨 에비에이터를 자신감 있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링컨 CO-PILOT360 
LINCOLN CO-PILOT360™ 

‘링컨 코-파일럿360’은 운전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원합니다.  

21MY 에비에이터 ‘링컨 코-파일럿360’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AUTO HIGH-BEAM HEADLAMPS

BLIND SPOT DETECTION WITH CROSS-TRAFFIC ALERT

LANE-KEEPING SYSTEM

PRE-COLLISION ASSIST WITH AUTOMATIC EMERGENCY BRAKING

REAR VIEW CAMERA

링컨 CO-PILOT360 플러스 
LINCOLN CO-PILOT360 PLUS 

다양한 운전자 지원 테크놀로지1가 링컨 Co-Pilot360 플러스로  

편리하게 여정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링컨 Co-Pilot360 플러스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ACTIVE PARK ASSIST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STOP AND GO

EVASIVE STEERING ASSIST

REVERSE BRAKE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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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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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하지 않습니다.



Ebony
Santos Rosewood
Reserve 1–10 

Sandstone
Espresso Ash Swirl
Reserve 1–10 

Slate Gray
Linear Brushed Aluminum 
Reserve 1–7

Ebony Roast
Santos Rosewood 
Reserve 1–10

Ceramic PearlInfinite Black

1

Silver Radiance

2

Pristine White

3

Ocean Drive Blue

4

Flight Blue1

5 6

Asher Gray

7

Iced Mocha

8

Burgundy Velvet

9

Red Carpet

10

EXTERIOR FINISHES

INTERIOR PALETTE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컬러는 대표적일 뿐 실제 인테리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1Flight Blue는 PHEV 차량에 적용 불가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viator Grand Touring

 21" Bright-Machined Aluminum Wheel  

with Dark Alloy Painted Pockets

Aviator Reserve

22" Bright-Machined Aluminum Wheel  

with Magnetic-Painted Pockets

WHEEL



LINCOLN 
AVIATOR
BLACK LABEL

B

C

A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ESTINATION
B.

FLIGHT
A.

CHALET
C.



L I N CO LN B L AC K L A B EL

AVIATOR INTERIOR THEME

플라이트 FLIGHT

링컨 블랙 레이블 플라이트 테마는 오랜 항공 

역사로부터 영감을 받아, 프리미엄 가죽 및  

특별한 소재들을 적용하여 탑승자들에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데스티네이션 DESTINATION

링컨 블랙 레이블 데스티네이션 테마의 가죽 시트는 

카이야 마호가니 어플리케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에비에이터와 함께하는 모든 여정을 작품과도 같이 

만들어 줍니다. 

샬레 CHALET

링컨 블랙 레이블 샬레 테마와 함께 아슬아슬한 

산비탈에서의 스키를 탄 후 느끼는 짜릿함과  

눈 덮인 숲속 오두막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동시에 

느껴보십시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UR ULTIMATE 

EXPRESSION OF  

DESIGN

F LI G HT
Luggage Tan Savannah/Darker Full Engine Turn

D E S TI N ATI O N
Mahogany Red Savannah/Khaya

C H A LE T
Alpine Savannah/Silverwood



BLACK LABEL WHEEL

Aviator Black Label

22" Bright Machined Aluminum Wheel  

with Ebony-Painted Pockets

BLACK LABEL EXTERIOR COLORS

BLACK LABEL INTERIOR PALETTE

BLACK LABEL INTERIOR THEMES

Lincoln Aviator Destination Chalet Flight

Pristine White ◯ ◯ ◯

Flight Blue - ◯ ◯

Silver Radiance ◯ ◯ ◯

Burgundy Velvet ◯ ◯ ◯

Infinite Black  ◯ ◯ ◯

Chroma Caviar Dark Gray ◯ ◯ ◯

F LI G HT
Luggage Tan Savannah/Darker Full Engine Turn

D E S TI N ATI O N
Mahogany Red/Khaya

C H A LE T
Alpine/Silverwood

Burgundy Velvet

Pristine White

Chroma Caviar Dark Gray

Flight Blue

Infinite Black 

Silver Rad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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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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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Aviator 3.0L Aviator 3.0L Aviator 3.0L PHEV

트림 Reserve Black Label Grand Touring

MECHANICAL

엔진

Twin-Turbocharged 3.0L V6 Engine ◯ ◯ -

Twin-Turbocharged 3.0L Nano GTDI PHEV - - ◯

연료 가솔린 가솔린 가솔린

변속기

SelectShift® 10단 자동 변속기 ◯ ◯ -

SelectShift® 10단 Modular Hybrid 변속기 - - ◯

푸시 버튼 시프트 ◯ ◯ ◯

오토 스타트 스탑 ◯ ◯ -

AWD (All Wheel Drive) ◯ ◯ ◯

링컨 드라이브 컨트롤 ◯ ◯ ◯

Conserve/Deep Condition/Excite/Normal/Slippery ◯ ◯ ◯

Preserve EV/Pure EV - - ◯

고전압 배터리 충전 코드 - - ◯

고전압 배터리 충전 포트 - - ◯

보행자 경고 시스템 - 가청 차량 소음 - -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 ◯ ◯

Road Preview가 포함된 어댑티브 서스펜션 ◯ ◯ ◯

에어 서스펜션 ◯ ◯ ◯

EXTERIOR

Wheels/Tires

22" Bright-Machined Aluminum Wheel with Magnetic-Painted Pockets ◯ - -

22" Bright Machined Aluminum Wheel with Ebony-Painted Pockets - ◯ -

21" Bright-Machined Aluminum Wheel with Dark Alloy Painted Pockets - - ◯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 ◯ ◯ ◯

오토 램프 On/Off ◯ ◯ ◯

LED 안개등 ◯ ◯ ◯

LED 주간 주행등 ◯ ◯ ◯

LED 턴 시그널 ◯ ◯ ◯

오토 하이빔 ◯ ◯ ◯

액티브 그릴 셔터 ◯ ◯ ◯

파노라마 비스타 루프 ◯ ◯ ◯

모델 Aviator 3.0L Aviator 3.0L Aviator 3.0L PHEV

트림 Reserve Black Label Grand Touring

이지 퓨얼 캡리스 연료 주입구 ◯ ◯ ◯

핸즈 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 ◯ ◯ ◯

루프랙 - 알루미늄 사이드 레일 ◯ ◯ ◯

Heated VisioBlade™ Wipers ◯ ◯ ◯

INTERIOR/COMFORT

헤드업 디스플레이 ◯ ◯ ◯

무선 충전 패드 ◯ ◯ ◯

탑승 인원 7 6 7

시트

1st Row

  - 운전석 메모리 시트 ◯ ◯ ◯

  - 운전석/동반석 열선 및 통풍 기능 ◯ ◯ ◯

  - 퍼펙트 포지션 시트 (30-way) ◯ ◯ ◯

  - 미세 천공 가죽 시트 ◯ - ◯

  - 링컨 스타 천공 가죽 시트 - ◯ -

  - 3가지 테마별 인테리어 - ◯ -

2nd Row

  - 2열 열선 및 통풍 기능 ◯ ◯ ◯

  - 35/30/35 벤치시트 ◯ - ◯

  - 풀 센터콘솔 - ◯ -

3rd Row

  - 50/50 파워 폴드 벤치 시트 ◯ ◯ ◯

열선 기능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 ◯ ◯

파워 틸트/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칼럼 ◯ ◯ ◯

SYNC® 3 ◯ ◯ ◯

음성인식 커뮤니케이션

10.1" LCD 터치 스크린

Apple CarPlay™ and Android Auto™

12.3" LCD 계기판 ◯ ◯ ◯

Quad-Zone 전자식 온도 조절 장치 (QEATC) ◯ ◯ ◯

앰비언트 라이팅 ◯ ◯ ◯

리어 도어 선세이드 ◯ ◯ ◯

28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Revel® Ultima3D 오디오 시스템 ◯ ◯ ◯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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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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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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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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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5 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 212 g/km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Aviator 3.0L PHEV Grand Touring (21" 타이어) (배기량 2,956 cc, 공차중량 2,685 kg, SelectShift® 10단 Modular Hybrid 변속기)

복합연비 : 전기 : 2.4 km/kWh (도심연비 : 2.3 km/kWh, 고속도로연비 : 2.6 km/kWh)  
 휘발유 : 9.3 km/ℓ (도심연비 : 8.8 km/ℓ, 고속도로연비 : 10.1 km/ℓ)

1회 충전 주행거리 : 30 km    복합 CO₂ 배출량 : 65 g/km

DIMENSIONS

EXTERIOR

전장 :  5,065 mm

전폭 :  2,020 mm

전고 :  1,760 mm

휠베이스 :  3,025 mm

ENGINE

Aviator 3.0L-Reserve :  

Twin-Turbocharged 3.0L V6 Engine

배기량 :  2,956 cc

최고출력 :  405 ps/5,500 rpm

최대토크 :  57.7 kg·m/3,000 rpm

Aviator Aviator 3.0L PHEV-Grand Touring : 

Twin-Turbocharged 3.0L V6 PHEV

배기량 :  2,956 cc

최고출력 :  405 ps/ 5,500 rpm

최대토크 :  57.3 kg·m/ 3,000 rpm

모델 Aviator 3.0L Aviator 3.0L Aviator 3.0L PHEV

트림 Reserve Black Label Grand Touring

SAFETY/SECURITY

어드밴스트랙(AdvanceTrac®)(전자제어 주행 안정 장치(RSC®)포함) ◯ ◯ ◯

에어백 ◯ ◯ ◯

듀얼 스테이지 운전석 및 동반석, 사이드 에어백

운전석/동반석 무릎 에어백

롤오버 센서가 포함된 안전 캐노피 시스템(Safety Canopy®)

전좌석 Belt-Minder® ◯ ◯ ◯

LATCH - 유아/어린이 안전시트 장착용 앵커 시스템 ◯ ◯ ◯

마이키(Mykey®) ◯ ◯ ◯

시큐리 코드 키리스 엔트리 키패드 ◯ ◯ ◯

시큐리록 패시브 도난 방지 시스템 ◯ ◯ ◯

SOS 포스트 크래시 얼러트 시스템 ◯ ◯ ◯

트랙션 컨트롤 ◯ ◯ ◯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 ◯ ◯

Perimeter Alar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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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동 주차 보조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Stop & Go 및 Lane Centering 기능 포함

충돌 회피 조향 지원(Evasive Steering Assist)

후방 제동 보조

360도 카메라 ◯ ◯ ◯

힐스타트 어시스트 ◯ ◯ ◯

원격 시동 시스템 ◯ ◯ ◯

오토 홀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