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체  

구조 일체형 강판 차체(Unitized welded steel body) 

서스펜션 앞: 독립형 SLA(Short and Long Arm), 일체형(Coil over shocks), 스태빌라이저 

 뒤: 독립형 멀티링크, 일체형(Coil over shocks), 스태빌라이저 

스티어링 속도 감응형 

 전동 스티어링 컬럼(파워 틸트/파워 텔리스코핑), 메모리 기능 

브레이크 트윈 피스톤, 벤틸레이티드 

휠/타이어 22인치 알루미늄 휠, P285/45HR22 타이어 

 

파워트레인  

엔진 3.5L V6 트윈 터보차저 

배기량 3,490cc 

밸브트레인 DOHC, 가변흡기시스템 

출력 450@5,500rpm 

토크 70.5kg.m@3,000rpm 

구동방식 4륜구동 

변속기 10단자동변속기(SelectShift® 내장) 

 

하중 및 용량  

공차중량 2,745kg 

차량총중량 3,330kg 

연료탱크 87L 

 

차체 제원  

축거 3,342mm 

전장 5,636mm 

전폭 2,382mm 

전고 1,932mm 

윤거(앞) 1,706mm 

윤거(뒤) 1,706mm 

좌석 9인승 

 

 

수입/판매원  

경동모터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44, 1층(신사동, 윤당빌딩) 

구입문의 02-586-3334 

 

2019 링컨 네비게이터 

제원표 
(SPECIFICATIONS) 



 

Lincoln Black Label NAVIGATOR L (단위: 원) 

판매 가격 

공급가격(부가세) 

주요 사양 

 ● 파워트레인: 3.5L V6 트윈차저 엔진, 450마력/5,500rpm, 10단 자동변속기, SelectShift®, 속도 

감응형 파워 스티어링, 가변흡기시스템(VVT), 4륜구동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 외관: LED 주간주행등, 지능형 아답티브 헤드램프, 핸즈프리 리프트게이트, 전동접이식 열선

내장 사이드미러, 보조방향지시등, 퍼들 램프, Easy Fuel® 연료 주입구, 대용량 견인장치, 22인

치 알루미늄 휠, P285/45HR22 타이어, 듀얼 크롬 머플러, 액티브 그릴, 전자동 하이빔, 조명 내

장 도어핸들, 운전자 접근 감지 시스템, 웰컴 조명, 전동 접이식 파워 스텝(조명 내장) 

 ● 내장: 1열 센터 콘솔(팔받침 내장), 2열 센터 콘솔, 대화용 거울 내장 상단 콘솔, 선글라스 

홀더, 승객석 USB 충전 포트(4개), 110V/150W 전원 콘센트, 12V 전원잭(4개), 앰비언트 실내조

명, LED 실내 조명등, 매트, 전동식 파노라마 썬루프 

170,000,000 
154,545,454(15,454,546) 

● 안전: 듀얼 스테이지 운전석/조수석 에어백, 프리텐셔너 & 리트렉터 안전벨트, 운전자 착석 

위치 감지 센서, 충돌 심각성 감지 센서,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 전좌석 3점식 안전벨트, 운전

석/조수석 높낮이 조절 안전벨트, 조명 내장 안전벨트 버클(운전석/조수석), 차체자세제어장치

(AdvanceTrac®), 운전석/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RSC®(Roll Stability Control™),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유아용시트 고정장치(ISO-FIX, 2열 독립시트 2개, 3열시트 좌/우 2개), 

후방감지 카메라, 승객석 사이드 에어백, 능동형 도난방지 시스템, 충돌 경고 시스템, 차선 유

지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 전방 자동 브레이크, 운전자 보조 

시스템 

※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자동 헤드램프,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트레일러 사각지대 경고, 전/

후방 감지 센서, 언덕에서 밀림 방지, 우적 감지 와이퍼, USB충전 포트(2개), Apple CarPlay™, 

Android Auto™, 10인치 대형 터치스크린 

 ● 편의: 오토 홀드, 열선 내장 가죽/우드 스티어링 휠, 핸들 오디오 리모콘,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메모리 시트, 메모리 기능 전동식 페달, 전동식 틸트/텔리스

코프 스티어링 휠, 전자동 에어컨, 파워 윈도우, 원격 시동 시스템, 운전석/조수석/승객석 개별 

공조 시스템, 360도 어라운드 뷰, 핸드폰 무선 충전 

 ● 시트: Perfect Position 운전석/조수석 30방향 전동 시트, 열선/벤틸레이티드 시트(1열), 안마

시트(Active Motion®), 천연 가죽 시트, 전동 접이식 2열시트, 전동 접이식 3열시트, 열선 내장

(1열/2열) 

 ● 멀티미디어: Revel® Ultima®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스피커 20개, CD플레이어, 10인치 터

치스크린 화면,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 본 가격표상의 사양, 색상, 가격 등은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죽시트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Google Android Auto는 스마트폰의 기종에 상관없이 Android 5.0 이상에서 작동합니다. 

※ Apple CarPlay는 아이폰5 이상 기종에서 iOS 8.0 이상에서 작동합니다. 

※ 연비는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판매원  

경동모터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44, 1층(신사동, 윤당빌딩) 

구입문의 02-586-3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