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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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 컨티넨탈 차량은 5년/10만k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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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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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LWAY S  B E G I N  O N  A  B R I G H T  N O T E

우리 삶은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삶으로 인도해줍니다.  

2020 컨티넨탈의 유려한 디자인은 이런 철학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0 컨티넨탈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마인드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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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 WITH EXCLUSIVE 3D AUDIO 

링컨 컨티넨탈의 Revel Ultima Audio System은 전문 

엔지니어나 전문적인 음악 지식을 가지신 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컨티넨탈의 Revel Sound System과 함께라면 

누구라도 넓은 음역대의 깨끗하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REVITALIZE WHILE YOU TRAVEL

2020 컨티넨탈의 내부는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넓은 실내는 다양한 편의 시설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컨티넨탈이 제공하는 마사지 시트와 열선 및 통풍 시트는  

근육의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합니다.

STAY ENTERTAINED

2020 컨티넨탈에는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언제라도 고음질의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명령으로 간단하게 조작하실 수도 있어 귀하가  

더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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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PER YOUR COMPANIONS

뒷자석에 승차 시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통하여 실내 환경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링컨 컨티넨탈의 뒷좌석 편의 시설은 각종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계시더라라도 여유로운 레그룸을 즐기실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냉난방 온도 설정, 뒷좌석 선 블라인드, 시트에 적용된 마시지 

기능 설정, 등받이 각도 조절 등 각종 설정들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JOURNEY WITH CONFIDENCE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는 운전자 보조 기술들은 차량 곳곳에 장착된 센서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탑재된 컨티넨탈과 함께라면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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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NCOLN CO-PILOT 360

‘링컨 코-파일럿 360’은 운전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원합니다.  

20MY 컨티넨탈 ‘링컨 코-파일럿 36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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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R ASSIST TECHNOLOGY

교통 정체는 누구라도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좁은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티넨탈은 이런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STOP-AND-GO

FORWARD AND REVERSE SENSING SYSTEMS

RAIN-SENSING WINDSHIELD WIPERS

360-DEGREE CAMERA

ACTIVE PARK ASSIST

HEAD-UP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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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 WITH PURPOSE 

컨티넨탈에 적용된 3.0L V6 엔진은 인텔리전트 AWD와 잘 조화되어 퍼포먼스 향상은 물론 뛰어난 코너링을 제공합니다.  

귀하께서 꿈꾸던 부드럽고 매끄러운 드라이빙, 컨티넨탈이 제공해드립니다. 

GLIDE EFFORTLESSLY

주변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링컨 드라이브 컨트롤은 

완벽하지 않은 도로에서도 안락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컨티넨탈이 제공하는 

다양한 주행 모드를 알맞게 사용하시면 

자신감은 더해질 것입니다. 

ENJOY EVERY DRIVE

컨티넨탈의 V6 엔진과 함께하는 

SelectShift 자동 변속기는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paddle shifter로도 변속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컨티넨탈에 변속을 

맡겨두지 마시고 스스로 변속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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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드: 음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COMMAND: WITH YOUR VOICE 

싱크3 보이스 컨트롤 기술1은 당신의 기기와 

컨티넨탈을 연결해주며 전화와 음악 등의 기능을 

스티어링 휠 버튼 및 간단한 보이스 커맨드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큰 화면에서 익숙한 휴대폰 

인터페이스를 보려면 아이폰(iPhone®)과는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2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는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2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어디에 있던 조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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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치 LCD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도  

각종 기능들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커넥트: 차량과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CONNECT: WITH IN-VEHICLE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면 귀하의 스마트폰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싱크3로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의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하의 스마트폰과 

SYNC3를 연결하시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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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inite Black

1

Pristine White

2

Magnetic Gray

3

Ceramic Pearl

4

Iced Mocha

5

Blue Diamond

6

Burgundy Velvet

7

Red Carpet

8

Rhapsody Blue

9

EXTERIOR FINISHES

INTERIOR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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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ny
Brown Swirl Walnut Continental Reserve 1–10

Cappuccino
Espresso Ash Swirl Continental Reserve 1–10

Terracotta
Brown Swirl Walnut Continental Reserve 2-5 

Continental Reserve

20" Polished Aluminum  

with Dark Tarnish-Painted Pockets

WHEEL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컬러는 대표적일 뿐 실제 인테리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랩소디(rhapsody) 디자인 테마에 어울리게  
잘 짜여진 인테리어를 음미해보십시오.  
여유로운 공간이 랩소디 블루(rhapsody Blue)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어지는 ‘L’자 형상 천공 패턴이 
적용된 알칸타라(alcantara®)로 장식된 베네치안 
레더 시트가 보이는 것 이상의 묘미를 더합니다. 
놀랍도록 매끄러운 알칸타라로 헤드라이너를 
감쌌으며 플로어 카펫에 액센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빠른 크레센도를 연상시키는 알루미늄 도금 
실버 메시 액센트를 이상적으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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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APSODY

Rhapsody Blue Venetian & Alcantara/Silver Mesh

Welcome to the lincoln continental

BlacK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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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완벽하고 고급스러운 특별함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컨티넨탈의 스페셜 에디션인 ‘블랙레이블’이 탄생했습니다.  

예술, 여행, 미식, 문화, 건축과 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승화해 고객의 특별한 감성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랩소디(Rhapsody), 샬레(Chalet),  

서러브레드(Thoroughbred)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블랙레이블 컬렉션은 블랙레이블 멤버십 서비스의  

특권과 함께 귀하를 특별한 분으로 만들어드립니다.

RHAPSODY  |  CHALET  |  THOROUGHBRED



C H A LE T
Jet Black Venetian/Chilean MapleAlpine Venetian/Silverwood Jet Black Venetian/Chilean Ma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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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ROUGH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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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LET
자극적인 에스프레소와 알파인 컬러의 
가죽이 뒤섞여 매혹적인 링컨 블랙레이블 
디자인 샬레 테마를 완성했습니다. 
베네치안 레더 시트에 링컨 스타 형상의 
천공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스웨이드 촉감을 지닌 
럭셔리 알칸타라(alcantara®) 재질로 
헤드라이너를 감쌌으며, 깊이 있는 
느낌의 플로어 매트 카펫에 액센트를 
부여했습니다. 자작나무의 눈부신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반짝이는 실버우드(Silverwood) 상감으로 
유쾌한 흥분감과 원기 회복을 위한  
평온이 조화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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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가르며 빠르게 달리는 
경주마들은 멈출 수 없는 

질주 본능이 있습니다. 대기를 
뒤흔드는 역동적이고 기품 
넘치는 경주마를 테마로 한 

짙은 브라운 컬러의 서러브레드
(Thoroughbred)에서 챔피언 

경주마의 위엄과 파워가 
전해집니다. 서러브레드는 

스포츠 애호가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테마입니다.



BLACK LABEL WHEEL

BLACK LABEL EXTERIOR COLORS

BLACK LABEL INTERIOR PALETTE

BLACK LABEL INTERIOR THEMES

Lincoln Continental Rhapsody Chalet Thoroughbred

Pristine White ◯ ◯ ◯

Silver radiance ◯ ◯ ◯

infinite Black ◯ ◯ ◯

rhapsody Blue ◯ ◯ -

chroma crystal Blue - ◯ -

chroma caviar Dark Gray - ◯ ◯

R H A P S O DY
Rhapsody Blue Venetian & Alcantara®/Silver Mesh

TH O R O U G H B R E D
Jet Black Venetian/Chilean Maple

C H A LE T
Alpine Venetian/Silverwood

Pristine White

Rhapsody Blue

Silver Radiance

Chroma Crystal Blue

Infinite Black

Chroma Caviar Dark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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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ental Black Label

20" Polished Aluminum

Beyond
SophiSticated

이제 귀하께서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링컨이 제안하는 궁극의 럭셔리,  

2020 링컨 블랙레이블 컬렉션과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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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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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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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recycle.

EXTERIOR

전장 :  5,115 mm

전폭 :  1,910 mm

전고 :  1,495 mm

휠베이스 :  2,994 mm

ENGINE

3.0L V6 GTDi 엔진

배기량 :  2,956cc

최고출력 :  393ps/5,500rpm

최대토크 :  55.3kg.m/2,750rpm

CAPACITIES

탑승인원 :  5명

연료탱크 :  74.2L

1열 뒤 적재공간 :  1,948L

2열 뒤 적재공간 :  1,053L

Theme Rhapsody Chalet Thoroughbred

Appllqués Silver mesh Silverwood chilean maple

Leather-Wrapped 

Interior
rhapsody Blue Leather alpine/espresso Leather Jet Black/Belmont Leather

Specialty  
Leather Seats

rhapsody Blue Venetian Leather

with alcantara® Linking L Perf

alpine Venetian Leather with

Lincoln-Star Perf

Jet Black Venetian Leather with

Diamond-L Perf

Headliner rhapsody Blue alcantara® alpine alcantara® Jet Black with alcantara®

Floor  
Carpet/Mats

rhapsody Blue with alcantara® 
accent

* Included with 9G Rhapsody Blue Trim

espresso with alcantara® accent

* Included with CE Alpine Trim

Jet Black with alcantara® accent

* Included with F4 Jet Black Trim

DIMENSIONS & ENGINEBLACK LABEL PACKAGE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Lincoln continental 3.0 aWD (배기량 2,956cc, 공차중량 2,145kg, 자동 6단)

복합연비 : 8.1 km/ℓ(도심연비 : 6.8 km/ℓ, 고속도로연비 : 10.7km/ℓ)

등급 : 5 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 210 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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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블랙레이블 전용 20인치 휠

• 3가지 디자인 테마

모델 Continental 3.0L Continental 3.0L

트림 Reserve Black Label

MECHANICAL

엔진 3.0L GTDi 3.0L GTDi

변속기
셀렉트시프트(SelectShift®)  

6단 자동 변속기
셀렉트시프트(SelectShift®)  

6단 자동 변속기

구동방식 aWD aWD

토크 벡터링 컨트롤 ◯ ◯

DRIVER ASSIST TECHNOLOGY

스톱 & 고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

 LincoLn co-PiLoT 360 

오토 하이빔 ◯ ◯

후측방 경고가 포함된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 ◯

차선 이탈 감지 시스템 ◯ ◯

보행자 감지가 포함된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 ◯

 - 충돌 경고 / 자동 긴급 제동 보조 포함

후방 카메라 ◯ ◯

Driver assist Technology ◯ ◯

360도 카메라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드 미러 - 유니크 링컨 어프로치 램프

윈드실드 와이퍼 성에 제거 기능

INTERIOR

Black Label 인테리어 테마 - ◯

모델 Continental 3.0L Continental 3.0L

트림 Reserve Black Label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 ◯

퍼펙트 포지션 앞좌석 시트 ◯ ◯

허벅지 길이 조절 및 전동 헤드레스트, 마사지 기능 포함

rear Seat ◯ ◯

뒷좌석 열선 및 통풍 기능

파워 리클라인 시트

40/20/40 뒷좌석 구조

뒷좌석 전동 요추 받침 

팽창형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중앙시트 제외)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컵홀더

매뉴얼 조절 뒷좌석 헤드레스트

뒷좌석 선블라인드

뒷좌석 전자식 온도 조절 기능

조수석 등받이 조절 스위치

트윈 패널 문루프

LUXURY PACKAGE

20" 알루미늄 휠 ◯ ◯

프리미엄 LeD 헤드램프 ◯ ◯

레벨 울티마 오디오 시스템 ◯ ◯

- 19 스피커

WHEEL

20인치 폴리시 알루미늄 휠(다크 타니쉬 페인티드 포켓 포함) ◯ -

20인치 폴리시 알루미늄 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