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d’s Best Warranty & Service.  무상 보증. 신차 출고일로부터 5년/100,000km 이내(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에 무상보증 수리가 제공
됩니다.(배터리 보증 : 3년/6 만km 이내, 먼저 도래하는 사항 적용)  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 서비스 (ESP: Extended Service Plan). 일반 무상 보
증과는 별도로 3년/60,000km(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까지 일부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또한 소정의 추가 비용으로 ESP 
서비스 기간 연장(최장 5년 또는 100,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과 서비스 해당 품목 확대가 가능한 ESP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는 포드 차량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긴급출동 서비스로 차량 소
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주행거리 60,000km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 중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한 
도움을 드립니다. 차량 고장으로 운행불가 시, 현장으로부터 50km범위 내 가장 가까운 포드 서비스 센터로 차량을 견인해드리며, 차량의 연료가 
소진되었을 때 및 타이어가 파손되었거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에도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신속
하게 달려가 도움을 드립니다. 포드 고객을 위한 긴급출동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됩니다.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80-300-3673

Ford Genuine Parts & Service. 포드 모터 컴퍼니가 설계, 제작, 추천하는 교체용 부품을 사용하시면 완벽한 품질, 조립, 기능이 보장됩니다. 순
정 부품은 포드 모터 컴퍼니가 보증하며 포드 딜러 네트워크가 지원합니다. 항상 예정된 정기점검 서비스를 받으시어 귀하의 차를 최적의 관리상
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포드 및 링컨 딜러의 기술자들은 귀하의 차를 안팎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포드 모터 컴퍼니로부터 지속적
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부품은 귀하의 차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포드 순정 액세서리는 12개월 또는 20,000km(먼저 
도래하는 사항을 적용)까지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포드 라이센스 액세서리(FLA)는 액세서리 생산업체의 보증규정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FLA는 포드 모터 컴퍼니의 기술적 요구에 맞게 설계하거나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액세서리 생산업체가 설계하고 개발한 것입니다. 모
든 제한 보증사항에 관한 상세 내용은 가까운 포드 딜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FORD FINANCIAL SERVICES)는 한국
의 포드 자동차 고객 여러분께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드 코리아(FORD SALES AND SERVICE KOREA)와 우리금융캐피탈이 제
휴하여 런칭한 금융 브랜드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드 고객 한분 한분
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포드를 가장 잘 아는 금융 브랜드인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는 포드 코리아와 함께 각 모델에 맞춘 다양한 금
융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고객이 가장 매력적인 조건으로 포드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포드 코리아 출판물입니다.대한민국에서 인쇄되었습니다. 포드 고객센터 1600-6003 / infokr1@f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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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형 익스페디션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PLATINUM®

The Road To advenTuRe is ofTen unpaved.

The New Ford expediTioN.

2022 Ford Expedition®은 대형 SUV 중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는  큰 차체와 차량 내에 설치된 각종 편의 사양들은 다른 SUV와는 확실한 차별점을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특히 2022 Ford Expedition® Platinum 시리즈는 새롭게 적용된 전후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SYNC4 시스템이 새롭게 장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은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날 때에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022 Ford Expedition® Platinum 시리즈를 경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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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ThaT

eNhaNce Your jourNeY.

차량 내부에 탑승하시면 세로로 장착된 대형 터치스크린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로터리 타입의 변속기가  자리 잡고 있어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변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 변속 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들은  디지털 계기판에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떠나는 여행 중에 음악만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듣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2022 Ford Expedition에는 B&O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콘서트장에 와 계신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PLATINUM.® Carmelo leather trim. Available equipment.

운전 중에는 항상 집중하며, 가능한 한 보이스 작동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운전 중 휴대기기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몇몇 기능들은 차량이 주행 기어에 체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모든 휴대폰과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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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에는 항상 집중하며, 가능한 한 보이스 작동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운전 중 휴대기기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몇몇 기능들은 차량이 주행 기어에  체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모든 휴대폰과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기기에서  데이터 서비스가 활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싱크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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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well-coNNecTed
wiTh The smaRT sYnC sYsTem eveR.

2022 Ford Expedition은 차량 내에 탑승하는 모든 분들의 편의를 위해 대형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SYNC4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내에서 음악 감상은 물론, 음성 명령 등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동하시면 평소 즐겨쓰시는 기능들을 차량 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에서 사용하시는 디지털 기기들을 편리하게 충전하실 수 있도록 차량 곳곳에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Room foR eveRYone.

eNjoY The ride.

Expedition의 편안한 운전석에 앉아 보십시오. 2열 캡틴 시트에도 몸을 맡겨보십시오. 
2022 Ford Expedition에 설치된 모든 좌석은 탑승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022 Expedition의 실내 공간은 2열 탑승자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합니다. 3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 곳곳에 설치된 컵홀더를 이용하여 좋아하는 음료를 곁에 두실 수 있습니다.  어느 좌석에 앉으시건, 2022 Ford Expedition은 편안함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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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캡틴시트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igheR ouTpuT foR

Your BiG road Trips.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실 때에도 2022 Expedition과 함께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열 공간을 접으시면 추가적인 적재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어 짐이 많은 경우에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파워 리프트게이트가 적용되어 있어 카고 스페이스 활용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meeT The plaTinum model wheRe The sofT 

CaRmelo leaTheR inTeRioR envelops You in 

The look and feel of luxuRY. 

The plaTinum model beCkons You To ease up 

aT The wheel.



beYond ConfidenCe.

iN coMMaNd.
기술이 가져다주는 자신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2 Ford Expedition에 장착된 수많은 센서들과 소프트웨어들은 귀하의 안전 운행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022 Ford Expedition과 함께라면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Ford co-piloT360

•		Pre-Collision	Assist	with	Automatic	 
Emergency	Braking	(AEB)

•		BLIS®	(Blind	Spot	Information	System)	with	
Cross-Traffic	Alert

•	Lane-Keeping	System
•	Auto	High-Beam	Headlamps
•	Rear	View	Camera

Ford co-piloT360 assisT+

•		Intelligent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Stop-and-Go,	Lane	Centering	

•	Front	Parking	Sensors
•	Evasive	Steering	Assist
•		360-Degree	Camera	with	Split	View
•	Reverse	Brake	Assist

addiTioNal TechNoloGY

•	Hill	Start	Assist
•		Post-Collision	Braking
•		Rain-Sensing	Windshield	Wipers	
•	Rear	Cross-Traffic	Braking
•	Rear	Parking	Sensors

FORD CO-PILOT360™ TECHNOLOGY

운전자 지원 기능들은 보조적이며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 그리고 차량 제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igheR ouTpuT foR

Your BiG road Trips.

2022 Ford Expedition 은 단순히 운전자를 특정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익스페디션에 장착된 3.5L V6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Terrain Management SystemTM 은 여러 도로 조건에 맞는 운행 모드를 제공하며,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손쉽게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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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able dRive modes

2022 Ford Expedition에 포함된 Selectable Drive Mode는 일반 도로 주행에 사용하는 Normal 모드부터, 고속 주행 시 적합한 Sport 모드 등 각종 주행 환경에 필요한 최적의 모드를 제공해드립니다. 

Standard on Platinum®

3.5L ECOBOOsT V6

405 66max.
HORsEPOwER

max. KG·m OF
TORquE



powerFul 

pull
foR YouR Towing 

advenTuRes.

The Ford Expedition SUV는 견인 시에도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은 차량과 트레일러가  일직선이 되도록 도와주며 360도 카메라는 트레일러를 포함한 차량 후방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Pro Trailer Backup Assist는 트래일러 장착 시 손쉽게 후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트레일러를 위치시키고자 하는 곳으로 노브를 좌우로 움직여서 컨트롤하시면 힘들지 않고 트레일러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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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형 익스페디션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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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iNuM
exTeRioR

Ford Expedition Platinum에는 이미 대형 SUV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3.5L 엔진과 22인치 휠은 물론이며, 파워 러닝 보드는 탑승에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승하시면 panoramic Vista Roof®를 통해 개방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B&O® 오디오 시스템은 귀하에게 듣는 즐거움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22년형 익스페디션 루프 레일에는 블랙 크로스바가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사양으로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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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iNuM
inTeRioR

Ford Expedition 의 좌석에 앉으시면 대형 터치스크린과 클러스터가 두 눈을 사로잡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SYNC4 시스템은 직관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터치 기능을 통해 차량의 여러 기능들을 보다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TERIOR

7  Star White Metallic Tri-coat

9  Infinite Blue Metallic Tinted

6  Stone Blue Metallic1  Oxford White

3  Iconic Silver Metallic

4  Dark Matter Metallic

5  Agate Black Metallic

2  Forged Green Metallic

8  Rapid Red Metallic Tinted

INTERIOR

WHEELS

Black Onyx Leather Trim / 2, 4–9 

Platinum®

Light Sandstone Leather Trim / 2, 4–9 

Platinum

Carmelo Leather Trim / 2, 4–9 

Platinum

차량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선택 가능한 색상을 보여줍니다. 일부 색상은 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12-Spoke Polished 

Aluminum Wheel

PoWER,	STyLE	AnD	PLEnTy	oF	SPACE	FoR	PASSEnGERS	
AnD	CARGo	GIVE	THE	2022	FoRD	ExPEDITIon	ITS	SWAGGER	

and imposing pResenCe on The Road.



[  D I M E N S I O N S  ]

Exterior(mm)

휠베이스  3,110

전장 5,335

전고 1,945

전폭  2,075

Capacities

탑승인원(명)   7/8
연료탱크(ℓ) 93.5

[  E N G I N ES  ]

3.5L EcoBoost V6

배기량(cc)  3,496

최고출력(ps/rpm)  405/5,500

최대토크(kg·m/rpm)  66/3,250

DIMENSIONS & ENGINES

  Expedition 3.5L

배기량(cc) 3,496

변속기  자동 10단
공차중량(kg) 2,675

복합연비(km/ℓ) 7.4

도심연비(km/ℓ) 6.6

고속도로연비(km/ℓ) 8.8

복합 CO2 배출량(g/km) 231 
등급 5등급

FUEL ECONOMY

innovaTe how You oRganize YouR Ride wiTh a CaRgo 

managemenT sYsTem ThaT offeRs an enviable amounT of 

CaRgo spaCe. Take whaT You need and whaT You wanT 

on YouR nexT familY advenTuRe.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본 카탈로그의 사진이나 사양 관련 정보는 국내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PECIFICATION

모델 Expedition  

3.5L 

Expedition  

3.5L

트림 Platinum Platinum

MECHANICAL

엔진 3.5L  

EcoBoost V6

Engine

3.5L  

EcoBoost V6

Engine

연료 가솔린 가솔린
변속기 ● ●

SelectShift® 10단 자동 변속기
로터리 기어 시프트 다이얼 ● ●
4-wheel drive (4WD) ● ●
Terrain Management System™ ● ●
Heavy Duty Trailer Tow Package ● ●
Trailer Brake Controller ● ●
EXTERIOR

Wheel ● ●
22” 12-Spoke Polished Aluminum

헤드램프 ● ●
LED 헤드램프
오토 램프 on/off

LED 테일램프

모델 Expedition  

3.5L 

Expedition  

3.5L

트림 Platinum Platinum

멀티 컬러 Productivity screen ● ●
SYNC®4 ● ●

음성 인식 커뮤니케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대형 LCD 터치스크린

B&O Sound System ● ●
Multi-Zone 온도 조절 장치 ● ●
무선 충전 패드 ● ●
앰비언트 라이팅 ● ●
위치 조절이 가능한 가속 페달 ● ●
SAFETY SECURITY

에어백 ● ●
1열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롤오버 선세가 포함된 Safety Canopy® Side Curtain 에어백

개별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 ●
LATCH (Lower Anchors and Tether Anchors for Children) ● ●
전방 센싱 시스템 ● ●
SecuriCode™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 ● ●
SecuriLock® Passive Anti-Theft System (PATS) ● ●

모델 Expedition  

3.5L 

Expedition  

3.5L

트림 Platinum Platinum

Zone Lighting ● ●
어프로치 램프가 포함된 열선 파워 사이드 폴딩 미러 ● ●
레인 센싱 와이퍼 ● ●
파워 러닝 보드 ● ●
전동식 Panoramic Vista Roof® ● ●
후방 카메라 ● ●
블랙 루프레일 크로스 바가 포함된 루프랙 ● ●
INTERIOR/COMFORT

1열 ● ●
럭셔리 가죽시트

2열
암레스트가 포함된 캡틴 시트 ● –
40/20/40 스플릿 벤치 시트 – ●

3열 ● ●
60/40 PowerFold® 시트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 ●
푸시 버튼 스타트 ● ●
파워 틸트 & 텔레스코핑 스티어링 칼럼 ● ●

모델 Expedition  

3.5L 

Expedition  

3.5L

트림 Platinum Platinum

SOS Post-Crash Alert System™ ● ●
원격 시동 ● ●
DRIVER ASSIST TECHNOLOGY

LINCOLN CO-PILOT360™ ● ●
차선 유지 시스템
긴급 자동 제동이 포함된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오토 하이빔
후측방 경고가 포함된 사각 지대 감지 시스템 ( BLIS®)

어드밴스 트랙(AdvanceTrac®) (전자 제어 주행 안정장치(RSC®) 포함) ● ●
360도 카메라 ●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
힐스타트 어시스트 ● ●
Hill Descent Contr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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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