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NIQ 5



최초의 경험으로 가득찬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열립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IONIQ 5를 경험하세요.

프레스티지 풀옵션 (그래비티 골드 매트)

Welcome on board. IONIQ 5



Exterior
IONIQ 5의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 을 적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 ‘파라메트릭 픽셀(Parametric Pixel)’ 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을 형상화한 아이오닉 5의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해 세대를 관통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프레스티지 풀옵션 (디지털 틸그린 펄)



LED 리어콤비램프Full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



프레스티지 풀옵션 (다크 페블 그레이)

Space
IONIQ 5는 편안한 거주 공간 (Living Space) 이라는 테마를 반영하여, 생활과 이동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공간을 구현하였습니다.

*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 이미지는 정기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플랫 플로어, 유니버설 아일랜드 등을 적용한 실내는 탑승자의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01 02 03

01

최대 140mm까지 후방 이동이 가능하여 
2열 승객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아일랜드

02

운전석과 동승석에 적용된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탑승자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 (레그레스트 포함)

03

1열과 2열 시트 모두 전동식 전후 이동이 가능하여 
자유로운 공간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전동 슬라이딩 시트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소재와 공법을 실내 곳곳에 적용하였습니다.

친환경 패브릭
마그네틱 패브릭 패드, 헤드라이닝, 플로어 카펫, 카매트에는 
사탕수수에서 추출된 원사를 사용한 친환경 섬유가, 
시트와 도어트림에는 재활용 투명 PET병을 사용해 만든 원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친환경 공정 가죽
시트에 사용된 가죽은 아마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가공되었습니다.

바이오 페인트
혼커버, 스위치, 스티어링 휠, 도어 등에 유채꽃과 옥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을 활용한 바이오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프레스티지 풀옵션 (다크 페블 그레이, 비전루프 옵션 적용 사양)



Advanced technology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통합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시인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 (카메라 및 OLED 모니터)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와 OLED 모니터로 대체하여 선명한 후방 시야를 제공하며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스마트키를 사용하여 주차 및 출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증강현실로 보여주어 보다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12.3인치 컬러 LCD) / 12.3인치 내비게이션
심리스 스타일의 컬러 LCD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탁월한 개방감으로 즐거운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 이미지는 정기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V2L (Vehicle to Load)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프레스티지 풀옵션 (다크 페블 그레이)

* 실내 V2L은 H Genuine Accessories 옵션 사양입니다.

2열 시트 하단의 실내 V2L을 사용하여 
차량 내부에서 배터리 걱정 없이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내 V2L



최대 제공 소비전력

3.6kW

IONIQ 5
대용량 보조배터리가 되다.

전동 킥보드

충전가능
350W (소비전력)

휴대용 앰프

직접 연결가능
560W (소비전력)

캠핑용 빔프로젝터

직접 연결가능
140W (소비전력)

* 실내/외 V2L 기능은 충전잔량 20~100%일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따라 최대 제공 소비전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외부에서도 실외 V2L 기능을 통해 다양한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외 V2L 기능은 야외활동 시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서도 승객에게 편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외 V2L



프레스티지 풀옵션 (디지털 틸그린 펄)

Charging
400V /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다양한 충전 인프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충전 소요시간은 전력 기반이나 시설 및 선택한 옵션 장비, 외기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tart Charging Finish

* E-pit 인프라 사용 시 가능, 앱 설치 필요

IONIQ 5의 
18분 초급속 충전 경험

PnC (Plug and Charge)
충전 케이블 연결 즉시 인증 및 충전이 시작되며, 충전 완료 후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전동식 충전 도어 / 픽셀 인디케이터 / 충전 표시등
충전 도어의 히든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 키 또는 블루링크 앱을 통해 충전 도어를 전동으로 여닫을 수 있습니다. 
충전량은 충전구 내 픽셀 인디케이터와 전면부 충전 표시등을 통해 차량 외부에서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충전소 검색
차량에서 손쉽게 가까운 충전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초급속 충전 시작 / VESS 충전 음성 알림
음성 알림과 함께 충전이 시작됩니다.

초급속 충전 중 편안한 휴식
릴렉션 컴포트 시트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면 
어느새 충전이 완료됩니다.

초급속 충전 완료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 완료 후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350kW / 배터리 상온 기준)

* 상기 배터리 충전 시간은 상온에서 측정된 당사 연구소 시험결과 기준으로 배터리 온도, 충전 전력, 배터리 열화 정도,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온도 하락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실 충전시간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E-GMP 적용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져 더욱 안정적인 승차감과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구현합니다.

77.4kWh 대용량 배터리 적용으로, 
도심을 넘어 장거리 운행까지 가능한 
전기자동차 입니다. 
(Long Range 2WD,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기준)

458km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

최고 출력 239kW의 강력한 힘으로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Long Range AWD 합산 출력 기준)

239kW(325PS)/
605Nm

최고출력 / 최대토크

이-라이트 에이치트랙 (디지털 틸그린 펄)

* 상기 주행 가능 거리는 산업부 인증 수치 기준의 표준모드에 기반한 수치로서 도로상태, 운전 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온도 하락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실 주행거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모터, 차체, 섀시구조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는 승객 보호와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체 사이드실 내부에 알루미늄 압출재를 적용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E-GMP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현대 스마트센스가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선행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앞에 정지 차량, 보행자 혹은 자전거 탑승자가 나타나는 등 전방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또한 주행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거나, 
교차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변경을 위하여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작 시,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줍니다.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여 
충돌 회피를 도와줍니다.

안전 하차 보조
정차 후 탑승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도어를 열 때,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줍니다. 또한 전자식 차일드 락이 작동하여 문이 열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조작을 보조하는 기능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십시오.
* 주변 환경 및 주행 조건에 따라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상기 사양구성은 트림, 파워트레인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설정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할 뿐 아니라, 
곡선로에서도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시, 스티어링 휠을 잡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해 줍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곡선로/진출입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시 도로 상황에 맞춰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며, 
안전속도 구간에서는 진입 전에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줍니다. 이후 안전속도 구간을 
지나면 원래 설정한 속도로 복귀합니다. 곡선 구간에서는 곡선 구간에 진입 전에 속도를 
적절히 줄여줍니다. 이후 곡선 구간을 벗어나면 원래 설정한 속도로 복귀하며,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줍니다.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진 중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줍니다.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Exterior colors

외장
내장

어비스 블랙 펄 
(A2B)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C5G)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PE2)

아틀라스 화이트 
(SAW)

루시드 블루 펄 
(U3P)

디지털 틸그린 펄 
(M9U)

슈팅스타 그레이 매트 
| 무광컬러 (T5R)

그래비티 골드 매트 
| 무광컬러 (W3T)

아틀라스 화이트 매트 
| 무광컬러 (WAM)

블랙 모노톤 (NNB) ● ● ● ● ● ● ● ● ●

다크 페블 그레이 (YGN) ● ● ● ● ● ● ● ● ●

다크 틸 (VKE) ● ● ● ● - ● ● ● ●

테라 브라운 (PNY) ● ● ● ● ● - - ● ●

Color combination chart

어비스 블랙 펄 (A2B)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C5G)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PE2)

슈팅스타 그레이 매트 | 무광컬러 (T5R)

아틀라스 화이트 (SAW)

그래비티 골드 매트 | 무광컬러 (W3T)

루시드 블루 펄 (U3P) 디지털 틸그린 펄 (M9U)

아틀라스 화이트 매트 | 무광컬러 (WAM)

* 상기 컬러는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의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슈팅스타 그레이 매트(T5R), 그래비티 골드 매트(W3T), 아틀라스 화이트 매트(WAM) 컬러 선택 시, 컬러 대금 추가됩니다.



에코 프로세스 천연가죽 시트 (리사이클 PET 원단 콤비) 에코 프로세스 천연가죽 시트 (리사이클 PET 원단 콤비)

다크 틸 (VKE) 테라 브라운 (PNY)

블랙 모노톤 (NNB)

에코 프로세스 인조가죽 시트 에코 프로세스 천연가죽 시트 (리사이클 PET 원단 콤비) 에코 프로세스 인조가죽 시트 에코 프로세스 천연가죽 시트 (리사이클 PET 원단 콤비)

다크 페블 그레이 (YGN)

해당 이미지는 에코 프로세스 천연가죽 시트 기준입니다.해당 이미지는 에코 프로세스 천연가죽 시트 기준입니다.

Interior colors



익스클루시브 (아틀라스 화이트)

Exclusive

LED 헤드램프 (MFR 타입) / LED 주간주행등
앞좌석 통풍시트

LED 리어콤비램프
슬라이딩 글로브 박스

아웃사이드 미러 (열선 / 전동접이 / 전동조절 / LED 방향지시등)

듀얼 풀오토 에어컨 
(마이크로 에어필터 / 오토 디포그 / 미세먼지 센서 / 공기청정모드 / 애프터 블로우)

전자식 변속 다이얼
실외 V2L 커넥터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인치 알로이 휠 20인치 알로이 휠



프레스티지 (디지털 틸그린 펄)

Prestige

Full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 / LED 주간주행등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레그레스트 포함)

가니쉬 히든 라이팅
2열 전동 슬라이딩 시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
전좌석 메모리 시트 /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충전
앰비언트 무드램프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인치 알로이 휠 20인치 알로이 휠



* 실내 V2L은 차량 시동 상태와 유틸리티 모드, 실외 V2L 사용중에 사용 가능합니다.   * 실내 V2L은 최초 사용시 스마트키를 활용하여 커버의 잠금 장치 해제가 필요합니다.
* 애프터마켓 전용 상품중 멀티 트레이, 스티어링 휠 테이블, 글로브박스 테이블은 운전중 사용이 불가합니다.   * 차량용 냉장고는 애프터마켓 전용 상품이며 실내 V2L 선택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실내 V2L, LED 테일게이트 램프를 제외한 H Genuine Accessories 상품은 
현대 Shop(Shop.Hyundai.com) 현대브랜드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새로운 커스터마이징을 원한다면 H Genuine Accessories에 주목하십시오. 
가족을 위한 편의상품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합니다.

실내 V2L
LED 테일게이트 램프

차량용 냉장고 (실내 V2L 전용)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컵홀더형)

글로브박스 테이블
캠핑 트렁크

5핀 완속 충전 케이블
220V 휴대용 완속 충전 케이블

멀티 트레이
에어 매트

스티어링 휠 테이블
멀티 커튼 (전면 / 1열 / 2열)

신차 옵션 상품 애프터마켓 전용 상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블루링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와 차를 보호하는 진보된 기술을 생각했습니다.
블루링크는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드라이빙’, 그 특별한 가치를 경험하십시오.

*차량 구매 후 블루링크 최초 가입 시 5년 무료 제공되며, 이 중 라이트 서비스(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월간 리포트, 교통정보 제공 등)는 추가 5년 무료 제공. 
*특정 기능(디지털 키 2, 현대 카페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등)은 블루링크 가입 시에만 제공되며, 제공 가능한 기능은 차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서비스 기간에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사용이 가능하며, 제공 가능한 기능은 차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블루링크 카카오톡 고객센터(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블루링크' 입력 후 친구추가)

원격 제어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 에어컨(히터)을 제어 
하여 온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루링크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드라이빙을 즐기세요.

블루링크 센터는 365일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운행 중 불의의 사고로 에어백
이 전개 되었을 때, 블루링크 센터에서는 사고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고객 
상황에 맞게 경찰, 구급차, 보험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안전 보안
운행 중 실시간으로 차량의 고장을 감지하고 정기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자동으로 차량점검을 실시합니다. 차량에 고장이 감지되면 바로 전문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편리하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
음성으로 편리하게 목적지를 검색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분석한 최적화된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목적지도 최신 정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길 안내

단위 : mm, 윤거는 255/45R20 타이어 기준

Dimensions

효율적 사용방법 : 정속주행을 합시다.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인쇄물의 사진에는 선택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구입차량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인쇄물에 표시된 사양, 컬러 및 제원은 차의 외관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죽사양(시트,  
가죽감싸기 등)은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및 직물 등 기타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의 차량컬러는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의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주행거리는 운전자의 습관과 도로 상태, 외부 온도 및 공조 시스템 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온도 하락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실주행거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신기술 및 신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인쇄물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최상위 모델 및 옵션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인쇄물의 사양은 트림, 패키지, 파워트레인, 외장 색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WD의 최고출력은 전/후륜 합산 출력 기준입니다. ※ 본 제원 수치는 산업부 인증 수치 기준입니다.

분류
Long Range 

2WD
Long Range 

AWD
Standard 

2WD
Standard 

AWD

전장 (mm) 4,635 ← ← ←

전폭 (mm) 1,890 ← ← ←

전고 (mm) 1,605 ← ← ←

축간거리 (mm) 3,000 ← ← ←

윤거 전 (mm) 1,638(19″) / 1,628(20″) ← 1,638(19″) ←

윤거 후 (mm) 1,647(19″) / 1,637(20″) ← 1,647(19″) ←

배터리 종류 리튬 이온 ← ← ←

배터리 용량 (kWh) 77.4 ← 58.0 ←

최고출력 (kW) 168 239 125 173

최대토크 (Nm) 350 605 350 605

모델명
연료 
타입

축전지 정격전압 (V)
/ 용량 (Ah)

최고출력
(kW/PS)

공차중량 
(kg)

타이어
(inch)

정부 공인 에너지 소비효율 (연비) 1회 충전 주행 거리

도심 (km/kWh) 고속도로 (km/kWh) 복합 (km/kWh) 도심 (km) 고속도로 (km) 복합 (km)

Long Range 2WD (빌트인 캠 미적용) 전기 697 / 111.2 168 / 229 1,945 19 5.9 4.5 5.2 509 395 458

Long Range 2WD 
전기 697 / 111.2 168 / 229 1,945 19 5.8 4.4 5.1 499 390 450

전기 697 / 111.2 168 / 229 1,975 20 5.4 4.2 4.8 460 370 420

Long Range AWD
전기 697 / 111.2 239 / 325 2,055 19 5.3 4.2 4.7 463 360 417

전기 697 / 111.2 239 / 325 2,085 20 4.9 3.9 4.4 430 335 387

Standard 2WD 전기 523 / 111.2 125 / 170 1,840 19 5.8 4.5 5.1 374 289 336

Standard AWD 전기 523 / 111.2 173 / 235 1,950 19 5.4 4.3 4.8 353 278 319

1,628

1,890

1,637

1,
60

5

3,000845 790

4,635

① 차량 계약
- 차량 계약

② 공모 신청
- 지자체 공모 서류 작성
- 공모 서류 지자체 접수
- 공모대상자 선정 확인

③ 홈 충전기 안내
- 설치 희망 충전기 상담
- 원스탑 컨설팅 서비스 안내 및 
 파트너사 연결

④ 차량 배정 / 출고
- 배정 또는 예시 D-10일 
 공모 대상자 여부, 
 보조금 후불 금액 재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출고

⑤ 보조금 지급 신청
- 출고 후 10일 이내 해당 지자체 앞 
 보조금 지급 신청 절차 완료
- 보조금 당사 계좌 입금 시 후불 금액 상계 처리

⑥ 충전기 설치
- 홈 충전기 진행 고객 
 설치 작업 마무리
- 출고고객 불편사항 재확인

전기자동차 구매 안내 아이오닉 5 보증정보

- 전기차 별도보증 부품 보증기간 : 10년 16만km
 ※ 고전압배터리 : 10년 20만km
- 관련부품 : 구동모터, 감속기, 고전압배터리, 인버터, ICCU(LDC+OBC), 
 전기차시스템제어장치(VCU)



서울
고양

인천

안성(하)
음성

문경

칠곡

대구
포항

문산

함안

제주

함평나비

내린천(서울)

횡성

대전

군산

화성
용인 안성(상)

*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hyundai.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ONIQ 5 
멤버십 특화 서비스

EV Charging
음영지역 없는 촘촘한 충전 네트워크로 전기차 고객들의 충전 편의를 지원합니다.

IONIQ The Unique
IONIQ 5 구매 고객님을 위한 차별화된 멤버십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초급속 충전 인프라 현황
전국 32개소 350kW급 초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22년 7월 기준)

고속도로 (12개소)
음성(하), 안성(상), 안성(하), 화성(하), 
칠곡(하), 횡성(강릉), 내린천(서울), 
문경(양평), 함안(부산), 문산(순천), 
군산(상), 함평나비(무안)

도심 (20개소)
서울 EV스테이션강동
  을지로 센터원
  강서플래그십스토어
  제네시스 강남
  동부하이테크센터
  남부하이테크센터
  서울역 한화역사
  마포 소금나루도서관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용인 제네시스 수지
성남 판교 테크원타워
광명 오토랜드
인천 현대아울렛 송도점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대구 서부오토스퀘어, 시민운동장
포항 남구청
제주 연북로지점, 서귀포지점, 새빌카페

제공 대상
IONIQ 5를 구매하신 블루멤버스 개인 회원

※ 중고차 구매 고객 및 렌트/리스 승계 고객의 경우 혜택 제공 불가

신청 방법
마이현대 앱 (myHyundai) 다운로드 후, IONIQ The Unique 메뉴에 

접속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4개 카테고리 약 20개 서비스 中 택 1

서비스 문의
IONIQ The Unique 운영센터 : 02-6206-9533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편리한 전기차 충전 솔루션 혜택과 전기차 고객만을 위한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 케어를 경험해보세요!

아이오닉 디 유니크



자동차 구매를 생각 중이세요?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Step  1. 홈페이지, 유선연락, 전담 카마스터 통한 시승 예약
Step  2. 드라이빙라운지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
Step  3. 시승 체험
Step  4. 시승 후 견적 및 구입 조건 등 구매 상담

Tip 
시승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편리한 시승서비스

전국 30개 드라이빙라운지/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원하는 차량을 시승할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가 좋을까?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까?
신차 구매 시 최대 400만 블루멤버스 포인트 혜택을 쓸 수 있어요! (개인회원 기준)

Tip
Hyundai EV 카드 사용 시 블루멤버스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블루멤버스 포인트 제휴처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라이프와 전기차 충전 혜택을 경험하세요.
※ (구) 블루멤버스 제휴 신용카드 사용 시 기존과 동일하게 M포인트와 블루멤버스 포인트가 동시 적립됩니다.

플러스되는 신차 구매 혜택

- 현대 차종 신차 구매 횟수에 따라 정률로 블루멤버스 포인트 적립
* 현대 차종 : 승용, SUV, MPV(스타렉스, 스타리아), 소형상용(포터) 차량
※ 개인회원 적립률 : 일반개인/개인사업자 0.7 ~ 3.0%, 
     개인택시 0.7%, 렌트/리스 이용개인 0.3% (신규/재구매 동일)
※ 법인회원 적립률 : 0.3% (신규/재구매 동일) 
     단, 렌트/리스사 (당사 지정업체)의 경우, 출고 시 0.2% 적립. 
     장기 실운행자가 블루멤버스 회원 가입 시 추가 포인트 0.1% 지급.

적립률 상세 안내홈페이지 시승신청

Test drive?



Tip
마이현대 카라이프 서비스와 픽업앤충전 서비스 결제 시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ip
보증수리 제도 관련 자세한 정보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및 
myHyundai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찾아가는 비포서비스는 당사차량 20대 이상 보유 · 집결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세차 서비스
원하는 날짜/장소에서 프리미엄 세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세차 서비스
전문 손세차장을 편리하게 예약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 서비스
대리운전 서비스를 간단하게 예약하거나 실시간 
호출 할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서비스
고객님 동승 없이 차량을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시켜 
드립니다. (로드 탁송)

카 라이프 카 케어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한 차량이 정상적인 관리 사용 하에 
보증기간 이내 제조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당사 지정 
서비스네트워크를 통해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 고전압배터리 충/방전에 대한 자연 성능 
저하는 보증 제외됩니다.

보증수리 제도
블루멤버스 고객님을 대상으로, 차량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 1회 8년간 무상점검을 제공합니다. 

블루기본점검
도로 위에서 차량고장으로 주행이 어려운 고객님께 출동
하여 긴급조치를 해드립니다. 
* 긴급출동지원센터 접수 (080-600-6000) / 365일 24시 운영

긴급출동 서비스

고객님께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하고, 차량 수리 후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계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홈투홈 서비스(유상)

블루핸즈에서 과잉정비 의심 수리 발생 시 외부 보험사 
조사 결과에 따라 과청구 금액의 100~1,000%
(최대 1천만원 한도)까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

보증수리 고객의 편의를 위해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고객 차량 지원 서비스

아파트 단지, 관공서, 기업체 등 고객님이 요청하신 
장소를 방문하여 차량 점검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선택형 보증 제도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체 및 일반부품의 보증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상품

바디케어 서비스
신차 구입 후 단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의 외장 손상에 대해 판금, 도장, 
교체 등을 보장해 드리는 서비스 
상품입니다. 

워런티 플러스
추가 계약 기간/주행거리 동안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상품입니다. 

워런티 플러스

바디케어 서비스

마이현대 카라이프 서비스와 전기차
특화 서비스는 myHyundai 앱에서
유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현대 카 라이프 서비스

myHyundai
다운로드

올 케어 서비스 
안내

더 편리한 카 라이프를 
누리고 싶다면

보증제도 및 서비스 상품이 
궁금하다면

사전예방 및 점검이 
필요할 때

긴급 상황 및 정비가 
필요할 때

픽업앤충전
차량을 픽업하여 80% 이상 충전 후 다시 가져다 드리며, 
선택 시 기계식 세차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럭키패스H
월 구독료 지불시 약정 충전량 내에서 최대 50%의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요금제 상품입니다. 

전기차 특화 서비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출동하여 전기를 무상으로 
긴급 충전해드립니다.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전기차 전용)

수소차 운행 중 발생하는 차량 문제(방전 및 연료 소진 등) 
해결을 위한 긴급 견인 서비스입니다.

수소차 긴급 딜리버리 서비스

차량 관리도 걱정 없이 편리하게
현대자동차만의 올 케어 서비스로 쉽고 편리한 차량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본 인쇄물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최상위 모델 및 옵션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인쇄물의 사양은 트림, 패키지, 파워트레인, 외장 색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모델별 자세한 사양은 해당 월의 가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국가고객만족도 (NCSI)
자동차기업 최초 조사 전 부문 9년 연속 1위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 RV)

2022년 한국품질만족지수 (KS-QEI)
조사 12개 부문 1위

2022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KS-SQI)
자동차 A/S 부문 8년 연속 1위

2022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KCSI)
일반승용차 부문 29년 연속 1위 
RV승용차 부문 19년 연속 1위

IONIQ 5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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