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2 0  N A U T I L 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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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coL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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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러스는 귀하가 다가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하여 줍니다. 다이내믹 LED 시그니처 라이트가  

바깥쪽으로 우아하게 점등되고, 더불어 백라이트 도어핸들로부터 빛나는 링컨 웰컴 매트가 지면에 나타납니다.  

실내에는 엠비언트 조명이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하고, 운전석에 편안히 몸을 맡기면 자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미리 설정해 놓은 위치로 펼쳐집니다. 2020년형 링컨 노틸러스의 모든 여정은 새로운 

모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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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LGE IN DISTINCTIVE DESIGN

노틸러스는 귀하의 여정이 어디든 활력을 주고 재충전에 

도움이 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가죽으로 감싼 히팅이 가능한 

스티어링 휠의 콘트롤을 사용하여 우아한 곡면의 12.3 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빈 안에서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1하는 동안,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나 

팟캐스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22가지 방향2으로 전동 조절이 

가능한 울트라 컴포트 시트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울트라 컴포트 시트는 장시간 운전 후 다리와 허리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최적일 것입니다. 노틸러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아직 더 있습니다.

1휴대폰 기종에 따라, 무선 충전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2본 사양은 201A에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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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NGAGE WITH EXCLUSIVE AUDIO 

링컨 노틸러스의 Revel 오디오 시스템은 음악을 정교하고 

정밀하게 재생하도록 전문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음원의 음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더욱 

명료하고 생생하며 원음의 폭넓은 음역을 재현하는  

역동적인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1휴대폰 기종에 따라, 무선 충전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FINE YOUR SURROUNDINGS 

노틸러스에 적용된 각종 기능은 귀하의 안식처를 완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정밀한 음파를 전송하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원치 않는 소음을 차단하며, 엔진 소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귀하의 취향에 따라 실내 인테리어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인테리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패드1, 12V 전원, USB 포트 및 전기 콘센트가 있어 각종 전자 기기를 

편리하게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 키를 주머니나 가방에 둔 채로 리어 범퍼 아래로 가볍게 발을 차면, 트렁크의 

넓은 적재공간이 드러납니다. 핸즈프리 리프트게이트가 가볍게 올라가면서 넓고 평평한 

바닥을 지닌 적재공간과 60/40(이지폴드, EasyFold®) 분리 폴딩이 가능한 뒷좌석시트가 

나타납니다. 적재공간에 짐을 실은 후 리프트게이트의 버튼을 누르거나 다시 한번 범퍼 

아래로 발을 차면 리프트게이트가 부드럽게 닫힙니다.



TURBOCHARGE YOUR DAY

링컨 노틸러스는 즉각적인 동력 공급을 통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트윈 터보차저 2.7리터 V6 엔진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능형 올-휠 드라이브(AWD)와 연계된 2.7L의 이 엔진은 직분사 방식의 양방향 독립가변 캠샤프트 타이밍(Ti-VCT)을 

갖춘 터보차저를 결합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만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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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PERIENCE AN ELEGANTLY SMOOTH RIDE

링컨의 셀렉트시프트(Selectshift) 8단 자동 변속기는 적시에 올바른 기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노틸러스의 주행성, 부드러움 및 세련됨에 기여합니다. 오토 홀드 기능을 사용하시면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차량을 정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GLIDE EFFORTLESSLY 

힘들이지 않고 평화롭게 활강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응형 서스펜션이 

귀하의 노틸러스를 거친 노면의 충격으로부터 차단하여 상상 속의 드라이빙을 

현실화합니다. 귀하가 어떤 환경에서 운전을 하시더라도 편안한 주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인 인텔리전트 올-휠 드라이브(AWD)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틸러스 사륜구동 시스템과 함께라면 귀하는 

운전의 즐거움을 더욱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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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드: 음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COMMAND: WITH YOUR VOICE 

싱크3 보이스 컨트롤 기술1은 당신의 기기와 

노틸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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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COLN CO-PILOT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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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Y 노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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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PACKAGE 

귀하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정을 위해 노틸러스는 운전자 보조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아래 기능들은 귀하의 여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60-DEGREE CAMERA

ACTIVE PARK ASSIST

FRONT PARK AID SENSORS

JOURNEY WITH CONFIDENCE 

기본 구성과 더불어 ‘드라이버-어시스트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정교한 

카메라와 센서들을 통해 운전자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선된 고급 기능들 역시, 2020년형 노틸러스의 운전자에게 확신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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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A, 201A 모델은 옵션 사양이 다를수 있습니다.



WHEEL

Rhapsody Blue Ceramic Pearl Infinite Black Silver Radiance Pristine White Magnetic Gray Artisan Blue Red Carpet Ochre Brown Iced Mocha Burgundy Velvet

1 2 3 4 5 6 7 8 9 10 11

EXTERIOR FINISHES

EXTERIOR PALETTE

Ebony
Brown Swirl Walnut Nautilus 1–11

Cappuccino
Espresso Ash Swirl Nautilus 1–11

Terracotta
Brown Swirl Walnut Nautilus 2–6

Medium Slate
Gray Ash Swirl Nautilus 1, 3–8

Coffee
Espresso Ash Swirl Nautilus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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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러스 Signature 모델

20인치 프리미엄 페인티드 브라이트  

알루미늄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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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Nautilus 2.7L Signature

트림 200A 201A

엔진 Twin-Turbocharged 2.7L V6 Engine

변속기 셀렉트 시프트(Select Shift®) 8단 자동 변속기

연료 휘발유 휘발유

구동방식 AWD AWD

revel Audio System with 13-Speaker ◯ ◯

Lincoln co-pilot 360  ◯ ◯

오토 하이빔

후측방 감지가 포함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긴급 제동 기능이 포함된 사전 충돌 경고 보조 장치

후방 카메라

cargo Utility Package - ◯

리어 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 

  - Liftgate scuff plate, cargo net 

  - 2 chrome cargo tie-down hooks

110V 전원 소켓

인테리어 카고 커버

cargo compartment with reversible Mat

Molded Plastic Storage Bins and Spare Tire Vanity cover

Lincoln nautilus Elements Package - ◯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빗물 감지 와이퍼

윈드 실드 와이퍼 성에 제거 기능

Technology Package - ◯

360도 카메라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전방 주차 센서

Satin roof rack Side rails without crossbars - ◯

앞좌석 10-way 전동시트 ◯ -

앞좌석 22-way 전동 시트 - ◯

허벅지 길이 조절 및 전동 헤드레스트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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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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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utilus 2.7 AWD (배기량 2,694cc, 공차중량 2,195kg, 자동 8단)

복합연비 : 8.7 km/ℓ(도심연비 : 7.5 km/ℓ, 고속도로연비 : 10.9 km/ℓ)

등급 : 5 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 195 g/km

DIMENSIONS & ENGINE

EXTERIOR

전장 :  4,825 mm

전폭 :  1,935 mm

전고 :  1,700 mm

휠베이스 :  2,850 mm

ENGINE

2.7L GTDi V6 엔진

배기량 :  2,694cc

최고출력 :  333ps/5,000rpm

최대토크 :  54.7kg·m/3,000rpm

CAPACITIES

탑승인원 :  5명

연료탱크 :  7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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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