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MKZ

AN EFFORTLESS DOOR-TO-DOOR EXPERIENCE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는 바쁜 고객을 위해 직접 찾아가 차량을 픽업한 뒤 정비를 

마친 후 다시 전달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또한, 귀하의 다음 여정을 위해 수리 

기간을 최소화하려 항상 노력합니다.

(링컨 2015년식 모델부터 적용) * 편도 50Km까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며, 톨게이트 비용은 고객 부담

WARRANTY

링컨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신차 출고일로부터 5년/10만km 이내(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에 무상 보증수리가 

제공됩니다. (링컨 2012년식 모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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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세요.

24 HOURS ROADSIDE ASSISTANCE

링컨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행 중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는 물론, 차량 고장에 의한 운행 불가로 견인이 필요할 때 24시간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도움을 드립니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는 링컨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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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coL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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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링컨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럭셔리입니다. 링컨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링컨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픽업 & 딜리버리1 서비스는 귀하의 링컨을 점검하는 날의 일상도 평소와 다름없이 매끄럽게 

이어줍니다. 귀하의 접근 감지한 2020년형 MKZ가 우아한 빛의 향연으로 귀하를 환영합니다. LED 램프가 서서히 

밝아지고 웰컴 조명이 지면을 비추며, 차체 색상에 따라 세심하게 조절된 도어 손잡이 포켓의 배경 조명이 따뜻한 

환영을 표현합니다. 운전석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도어를 닫으면, 각종 편의 사양들이 편안한 운전을 위해 귀하를 

도와드립니다. MKZ는 귀하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링컨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는 바쁜 고객의 시간 절약을 위해 링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차량을 픽업해 드리고 다시 전달해 드리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2015년식 링컨 모델부터 엔진 오일 교환 (정기점검 포함)의 경우 3년 동안 최대 6회까지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단, 편도 50Km까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며. 톨게이트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ISCOVER YOUR SANCTUARY

분주하고 번잡한 하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링컨의 

전문가들은 MKZ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열선이 적용된 스티어링 휠1을 볼스도프(Wollsdorf)사의 고급 소가죽을 핸드-스티치로 

감싸 럭셔리한 감촉을 느끼면서 쾌적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윈드실드 와이퍼 

성에 제거 기능과 빗물 감지 와이퍼1는 갑자기 만난 궂은 날씨에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0년형 MKZ은 놀라운 청각적 체험을 제공합니다. 

에어로다이나믹 사이드뷰 미러는 바람 소리 발생을 최소화하며, 다중 도어 실과 차체 

전반에 고르게 적용된 흡음 재질이 노면 소음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또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Active Noise Control)이 엔진 소음을 정제하여 실내 정숙을 

극대화합니다. MKZ 안에서 고요와 평화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REVEL ULTIMA 1

20 SPEAKERS1 선택사양입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NGAGE WITH EXCLUSIVE AUDIO 

세계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레벨(Revel®)과 레벨울티마

(Revel Ultima®)1 오디오 시스템은 오직 링컨에만 

적용됩니다. 링컨의 레벨(Revel®)과 레벨울티마

(Revel Ultima®)1 오디오 시스템은 모든 음악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정밀하게 재생합니다. 그저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닌 마음 깊이 느끼는 음악을 

창조해냅니다. 취향에 따라 리스닝 모드를 선택하면 

마치 콘서트홀의 로열석이나 무대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놀라운 음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첨단 청음 

공간 교정 튜닝 기법과 함께 퀀텀 로직 서라운드 사운드

(QuantumLogic® Surround Sound technology), 

레벨 웨이브 가이드(Revel Waveguides)가 적용되어 

어떤 좌석에서도 탁월한 다차원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벨 울티마 오디오 시스템에 포함된 

20개의 스피커와 클래리파이(Clari Fi™) 음악 복원 

기능은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 개인 소장 MP3 등 

다양한 디지털 음원의 음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더욱 명료하고 생생하며 원음의 폭넓은 음역을 완벽히 

재현하는, 역동적인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NURTURE TRANQUILITY 

MKZ의 안락한 공간에 자리하신 후, 리트랙터블 파노라마 글래스 선루프1

를 활짝 열어젖혀 보십시오. 럭셔리한 브리지 오브 위어(Bridge of Weir™) 

가죽으로 감싼 앞좌석에 열선 기능과 쿨링 기능1을 함께 적용하여 계절과 

관계없이 안락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근육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주는 멀티 컨투어 앞좌석 시트1의 액티브 모션 앞좌석 마사지 

기능 또한 귀하의 편안한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뒷좌석 좌우 

시트에 적용된 열선 시트1가 뒷좌석의 귀한 손님을 더욱 안락하게 모십니다. 

센터콘솔 뒤쪽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은 파워 아웃렛과 2개의 USB 단자1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손쉽게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1선택사양입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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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FULLY POISED 

MKZ는 모험을 갈망하는 운전자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질주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 스티어링 휠 뒤에 자리잡은 패들 시프터를 터치하여 6단 셀렉트시프트

(SelectShift®) 자동변속기를 원하는대로 조종하십시오. 역동적 출력과 토크를 

발휘하는 첨단 엔진을 완벽히 장악하는 짜릿한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TURBOCHARGE YOUR DAY

MKZ에 적용된 2.0L 직렬 터보 4기통 엔진으로 V6 엔진의 역동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트윈-스크롤 터보차저가 운전자가 

기대하는 넘치는 출력과 토크를 생산합니다. 직접 연료 분사 및 독립가변 트윈캠 샤프트 타이밍 시스템(Ti-VCT)이 놀라운 고효율을 

실현합니다. 다양한 첨단 엔진 테크놀러지가 적용된 2.0L 엔진의 MKZ는 일반 도로 및 고속 도로 주행에서도 탁월한 연비를 

발휘합니다. 기백이 넘치는 2.0L GTDi 엔진이 셀렉트시프트(SelectShift®) 6단 자동변속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부드러우면서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귀하의 취향에 따라 전륜구동(FWD) 또는 AWD1의 구동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HYBRID REWARDS AT NO EXTRA CHARGE

MKZ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엔진 모델 가격과 유사한 가격대로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세단입니다. MKZ 하이브리드는 무려 16.2km/ℓ의 높은 수준의 

도심 연비를 자랑하며, 순수 전기 모드로 최고 137km/h의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앳킨슨 사이클 가솔린 엔진과 전기 구동 모터를 부드럽게 

전환하고, 주행 중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자동으로 충전하므로 번거롭게 전기 플러그를 찾아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단 제동 에너지 재생 시스템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제동 에너지를 90%까지 회수하여 차량 구동에 재사용함으로써 연료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에코가이드(EcoGuide)가 포함된 스마트 게이지

(SmartGauge®) 계기판은 친환경 고효율 운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운전 습관을 기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1선택사양입니다.



GLIDE EFFORTLESSLY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자유롭고 평화롭게 활강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노면의 충격을 완벽히 차단하는 

적응형 서스펜션이 포함된 링컨 드라이브 컨트롤이 이러한 

상상 속의 드라이빙을 그대로 실현합니다. 컴포트/노멀/

스포트의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귀하께서 선호하는 유형의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드라이브 중 어떤 모드를 선택하시더라도 

전자제어 파워 스티어링(EPAS)이 정교하면서도 안정적인 

조향 성능을 발휘하여 안심하고 운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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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OICE -ACTIV ATED SIMPLICITY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욕망입니다. 첨단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된 싱크3(SYNC 3)1의 빠른 속도와 디자인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오디오, 전화 

등의 다양한 기능이 정전식 터치스크린 위에 간결하게 

표현됩니다.

COMMAND: W ITH YOUR VOICE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크 

앱링크(SYNC AppLink™)2를 사용하면 음성으로 평소 

자주 즐기는 스마트폰 앱을 운전 중에도 음성명령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CONNECT: WITH IN-VEHICLE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면 시리 아이즈 프리(Siri® 

Eyes Free)와 자연스럽게 통합된 아이폰의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싱크3로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3와 안드로이드 오토

(Android Auto™)의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하여 시스템이 자동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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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특정 제약조건, 제3자 조건 및 데이터 이용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컨 전시장으로 문의해주십시오. 휴대폰 및 앱링크 소프트웨어에 따라 가능한 커맨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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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OURNEY WITH CONFIDENCE 

본 첨단 스마트 테크놀러지는 레이더 센서와 정교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지원합니다. 

STANDARD LINCOLN CO-PILOT360™ 

이제까지 링컨에 적용된 기능 중 가장 포괄적인 표준 운전자 지원 기능 모음인 

링컨 코-파일럿 3601(Co-Pilot360™)을 소개합니다.

AUTO HIGH-BEAM HEADLAMPS2

BLIND SPOT DETECTION WITH CROSS-TRAFFIC ALERT2

LANE-KEEPING SYSTEM2

PRE-COLLISION ASSIST WITH AUTOMATIC EMERGENCY BRAKING2

REAR VIEW CAMERA2

ADDITIONAL ASSISTANCE™ 

2020년형 MKZ는 구내도로나 주차 공간으로부터 빠져 나올 때는 물론 

혼잡한 도로에서 주차할 때, 장거리 여행으로 운전 피로가 쌓일 때에도 쉽고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2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STOP-AND-GO2

AUTO HOLD2

ENHANCED ACTIVE PARK ASSIST2

RAIN-SENSING WINDSHIELD WIPERS2

REVERSE SENSING SYSTEM2

1운전자 지원 기능은 보조적인 것으로,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을 대신할 수 없으며 차량의 제어는 운전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2선택사양입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finite Black

Ebony2

Sonata Spin Aluminum MKZ 1–9
Brown Swirl Walnut MKZ Reserve/MKZ Hybrid Reserve 1–10

Cappuccino2

Sonata Spin Aluminum MKZ 1–9
Espresso Ash Swirl MKZ Reserve/MKZ Hybrid Reserve 1–10

Terracotta
Brown Swirl Walnut MKZ Reserve/MKZ Hybrid Reserve 1–5

Silver Radiance White Platinum1 Magnetic Gray Ceramic Pearl1 Empire Blue Magma Red Iced Mocha1 Red Carpet1 Rhapsody Blue1

1 2 3 4 5 6 7 8 9 10

19인치 브라이트 머신드 알루미늄 휠

가솔린  

리저브 모델

18인치 5 스포크 알루미늄 휠 

하이브리드  

리저브 400A

19인치 새틴 피니시 7 스포크 알루미늄 휠 

하이브리드  

리저브 500A

EXTERIOR FINISHES

EXTERIOR PALETTE

DIMENSIONS

전장 :  4,925 mm

전폭 :  1,865 mm

전고 :  1,475 mm

휠베이스 :  2,850 mm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MKZ 2.0 FWD (19" 타이어)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770kg, 자동 6단)

복합연비 : 10.0 km/ℓ(도심연비 : 8.4 km/ℓ, 고속도로연비 : 13.1 km/ℓ)

등급 : 4 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 171 g/km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MKZ 2.0 Hybrid (18" 타이어)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775kg, 자동무단)

복합연비 : 16.3 km/ℓ(도심연비 : 16.5 km/ℓ, 고속도로연비 : 16.1 km/ℓ)

등급 : 1 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 97 g/km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MKZ 2.0 AWD (19" 타이어)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840kg, 자동 6단)

복합연비 : 9.6 km/ℓ(도심연비 : 8.0 km/ℓ, 고속도로연비 : 12.5 km/ℓ)

등급 : 4 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 179 g/km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MKZ 2.0 Hybrid (19" 타이어)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775kg, 자동무단)

복합연비 : 15.8 km/ℓ(도심연비 : 16.2 km/ℓ, 고속도로연비 : 15.3 km/ℓ)

등급 : 2 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 103 g/km

ENGINE

2.0L GTDi i4 엔진-가솔린 모델

배기량 :  1,999cc

최고출력 :  234ps/5,500rpm

최대토크 :  37.3kg·m/3,000rpm

2.0L iVcT i4 앳킨슨 사이클 엔진-하이브리드 모델

배기량 :  1,999cc

최고출력 :  141ps/6,000rpm (시스템 총출력 : 191ps)

최대토크 :  17.8kg·m/4,000rpm

CAPACITIES

탑승인원 :  5명

연료탱크 : 62.5L (가솔린 FWD)

 69.3L (가솔린 AWD)

 53.0L (하이브리드 FWD)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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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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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2.0L GTDI I4 2.0L iVCT 앳킨슨 사이클 엔진(하이브리드 모델)

트림 Reserve 200A Reserve 200A Reserve 400A Reserve 500A

연료 / 엔진 가솔린 / 2.0L GTDi i4 엔진(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 2.0L i4 앳킨슨 사이클 엔진

변속기 셀렉트시프트(SelectShift®) 6단 자동 변속기 전자 제어식 무단변속기(ecVT)

구동방식 FWD AWD FWD FWD

리트랙터블 파노라마 글래스 선루프 ◯ ◯ - ◯

오토 하이빔 헤드램프 ◯ ◯ - ◯

rEVEL ULTiMA 오디오 시스템 - 20 스피커 ◯ ◯ - ◯

시트 ◯ ◯ - ◯

앞좌석 열선/쿨링 시트

액티브 모션 기능이 포함된 멀티 컨투어 앞좌석 마사지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 ◯ - ◯

전동 트렁크 ◯ ◯ - ◯

개선된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 ◯ - ◯

전방 센싱 시스템

HiD 헤드램프 ◯ ◯ ◯ ◯

운전자 보조 기능 ◯ ◯ -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충돌 방지

시스템(Stop and Go 기능 포함)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자동 제동 장치가 포함된 충돌 경고 보조 기능

- 보행자 감지

- 다이내믹 브레이크 서포트(DBS)

- 전방 충돌 경고(FcW)

빗물 감지 와이퍼

18인치 5 스포크 알루미늄 휠 - - ◯ -

19인치 브라이트 알루미늄 휠 ◯ ◯ - -

19인치 새틴 피니시 7 스포크 알루미늄 휠 - - - ◯

링컨 고객센터 1600 - 6003 / infokr@lincoln.com 포드 코리아의 출판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쇄되었습니다. LINCOL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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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recy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