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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IQ The Unique
IONIQ 5를 구매하시면 한가지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유의사항

차량 출고 후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myHyundai App.을 다운로드 후 서비스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 출고 및 블루멤버스 회원 가입 후 7일 이내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기존 블루멤버스 회원은 제작증 발급 3일 뒤 발송)

1. 차량 출고 후 6개월내 서비스를 선택 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서비스 선택 및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서비스별 이용기간은 제휴 서비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선택하신 서비스 이용 후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4. 상세 서비스 및 혜택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마이현대 앱(myHyundai) 또는 IONIQ The Unique 운영센터 (02-6206-9533)로 문의 바랍니다.

7kW 홈 충전기
11kW 홈 충전기
충전 카드
충전 구독 요금제

충전

글램핑 서비스
와일드 캠핑 서비스

레저

방문 클리닝 서비스
디테일링 클리닝 서비스
PPF 보호필름 서비스

카케어

OTT 스트리밍 서비스 
정기구독 서비스

라이프 · 컬쳐 



해당 서비스 및 상세 혜택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이현대 앱
(myHyundai) 또는 에스트래픽 고객센터 
(1566-1704)로 문의 바랍니다.

7kW 홈 충전기

11kW 홈 충전기

충전 카드

충전 구독 요금제

IONIQ The Unique  충전 
아래 4개 혜택 중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홈 충전기
충전소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언제든 집에서 여유 있는 충전이 가능한 홈 충전기 서비스

홈 충전기 설치 지원 (택 1)

1. 설치공사비 및 한전 불입금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 설치공사 없이 단품 지급 시 7kW 충전기에 대해서만 무상지원 됩니다.
    - 11kW 홈 충전기는 설치공사 진행에 한하여 무상 지원 됩니다.
       (단품 지급 시 20만원 고객 부담) 

2. 설치 신청 정보는 에스트래픽으로 전달 되며
    신청 완료 시 에스트래픽에서 설치 상담을 진행 합니다. 

3. 세부 설치 상담 시 설치 요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전용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는 충전기 설치가 불가합니다. 

5. IONIQ 5 구매 시 주계약자명과 에스트래픽 홈 충전기 신청 고객정보가
    동일해야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설치 공사는 현장 실사 완료 후 평균 1주 소요되며 설치 후 한국전력
     계량기 설치에 약 3~4주 소요됩니다.

모델명 SC7K-F-WT-G1 SC11K-F-WT-G1

AC 입출력

전압 AC 220V ±10% AC 220V ±10%

주파수 50/60 Hz 50/60 Hz

최대전류 32Aac 50Aac

최대출력 7kW 11kW

보호기능 과전류 보호, 접지사고 회로 차단 과전류 보호, 접지사고 회로 차단

커넥터 타입 SAE-J1772 / C type SAE-J1772 / C type

외형치수 300 (H) x 280 (W) x 190 (D) 300 (H) x 280 (W) x 190 (D)

무게 5.5kg 5.5kg

색상 Light Silver Light Silver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7kW, 11kW 충전기 중 한가지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혜택안내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품/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치 공사비 70만원 고객 부담

선택 1

7kW 홈 충전기

설치 공사비 110만원 고객 부담

선택 2

11kW 홈 충전기



1. 신청정보는 에스트래픽으로 전달 됩니다.

2. 충전 카드 신청 후, SSCharger에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3. 서비스 신청 시 별도 기재해 주신 신청(배송) 정보로 배송 진행 됩니다.

4. 지급된 충전 카드는 SSCharger App에서 충전 포인트 조회 가능합니다. 

5. IONIQ 5 구매 시 주계약자명과 에스에스차저 충전카드 신청 고객정보가 동일해야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국 에스에스차저, 환경부, 한국전력 등 공용 전기차 충전소 이용 가능
(카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선불 충전카드 30만원 사용시 제휴사 로밍수수료 미부과

선불 충전카드 30만원 전액 사용 후, 에스트래픽 15만 마일리지 별도 지급 
(충전요금 결제액의 10%씩 사용 가능)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충전 카드 
차량 유지보수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충전 카드 서비스

전국 전기차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충전 카드(30만원) 제공

혜택안내



1. 신청정보는 에스트래픽으로 전달 됩니다.

2. 럭키패스 서비스 이용 가능한 충전 카드는 SSCharger App.에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구매 고객’ 선택 후 회원가입 시 배송 진행됩니다.

3. 서비스 신청 시 별도 기재해 주신 신청(배송) 정보로 배송 진행 됩니다.

4. 지급된 충전 카드의 포인트는 SSCharger App.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 IONIQ 5 구매 시 주계약자명과 SSCharger 억키패스 신청 고객정보가 동일해야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충전 구독 요금제
약정 충전량 내에서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월 구독 상품

약정 충전량 내에서 전국 에스에스차저 급속 충전 50% / 한국전력 급속 충전 20% / 환경부 급속 충전 5% 할인이 가능한 럭키패스 서비스 제공

혜택안내

혜택

요금제 (택1) 
럭키패스 H 라이트 + (월 400kWh 약정, 20개월간)

럭키패스 H 그린 + (월 1,200kWh 약정, 10 개월간)
※ 요금제 선택 시 충전카드 별도 배송됨

구분
급속 (약정량 내)

완속 (무제한)

에스트래픽
50%
10%

한국전력
20%
10%

환경부
5%

완속없음



해당 서비스 및 상세 혜택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이현대 앱
(myHyundai) 또는 IONIQ The Unique 운영센터
(02-6206-9533)로 문의 바랍니다.

방문 클리닝 서비스

디테일링 클리닝 서비스

PPF 보호필름 서비스

IONIQ The Unique  카케어
아래 3개 혜택 중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클리닝
집 앞이나 회사 앞 어느 곳에서든 지정한 위치로 세차 테크니션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세차를 받을 수 있는 방문 클리닝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테크니션이 방문하여 세차 서비스 제공

1. 해당 서비스는 차량 출고일 기준 3년 내에 사용 하셔야 합니다. (방문 클리닝 이용일 기준)

2. 방문 클리닝 서비스의 경우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마이현대 앱에서 이용 신청 후 방문 일정은 제휴처에서 해피콜 후 확정 됩니다. (방문 일정 재 확인)

4. 방문 클리닝 서비스 제휴처는 제휴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차 방식
이용 횟수 
클리닝 범위 
                     
서비스 가능지역

: 워터리스 + 친환경 제품 사용
: 7회 제공
- 외부 (스팀살균, 휠타이어세정, 물왁스)
- 내부 (먼지습기제거, 발매트세척, 유리세정)
: 전국 약 105개 지역

유의사항

혜택안내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방문 클리닝
전국  방문 클리닝 서비스 가능지역 (1/2)
세부 서비스 가능지역 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NO 지역 서비스 가능지역

1

서울특별시

강남구

2 강동구

3 강서구

4 구로구

5 금천구

6 노원구

7 도봉구

8 동대문구

9 동작구

10 마포구

11 서대문구

12 서초구

13 성동구

14 성북구

15 송파구

16 양천구

17 영등포구

18 은평구

19 중구

20 중랑구

NO 지역 서비스 가능지역

21
광주광역시

광산구

22 동구

23

대구광역시

달서구

24 북구

25 서구

26 수성구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28 서구

29 유성구

30

부산광역시

강서구

31 금정구

32 기장군

33 남구

34 동래구

35 북구

36 사하구

37 수영구

38 연제구

39 영도구

40 진구

NO 지역 서비스 가능지역

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2

울산광역시

남구

43 동구

44 북구

45 중구

46

인천광역시

계양구

47 남동구

48 동구

49 미추홀구

50 부평구

51 서구

52 연수구

53 중구

5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55

강원도

동해시

56 속초시

57 원주시

5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59 고양시 일산동구

60 고양시 일산서구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방문 클리닝
전국  방문 클리닝 서비스 가능지역 (2/2)
세부 서비스 가능지역 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NO 지역 서비스 가능지역

61

경기도

광명시

62 광주시

63 구리시

64 군포시

65 김포시

66 남양주시

67 부천시 소사구

68 부천시 오정구

69 부천시 원미구

70 성남시 분당구

71 수원시 권선구

72 수원시 영통구

73 수원시 장안구

74 시흥시

75 안산시 단원구

76 안산시 상록구

77 안성시

78 안양시 동안구

79 오산시

80 용인시 기흥구

NO 지역 서비스 가능지역

8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82 용인시 처인구

83 의왕시

84 파주시

85 평택시

86 하남시

87 화성시

88

경상남도

김해시

89 사천시

90 양산시

91 진주시

92 창원시 진해구

93 통영시

94
경상북도

구미시

95 포항시 북구

96

전라남도

목포시

97 순천시

98 진도군

99 전라북도 익산시

100 충청남도 당진시

NO 지역 서비스 가능지역

101

충청남도

보령시

102 아산시

103 천안시 동남구

104 천안시 서북구

105 충청북도 청주시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디테일링 클리닝
환경을 생각한 착한 세차,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디테일링 프로의 
전문 세차를 받을 수 있는 디테일링 클리닝 서비스

고객이 지정된 지점에 방문하여 프리미엄 디테일링 세차 진행

1. 해당 서비스는 차량 출고일 기준 3년 내에 사용 하셔야 합니다. (디테일링 클리닝 이용일 기준)

2. 디테일링 클리닝 서비스의 경우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마이현대 앱에서 이용 신청 후 방문 일정은 제휴처에서 해피콜 후 확정 됩니다. (방문 일정 재 확인)

4. 디테일링 클리닝 서비스 제휴처는 제휴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차 방식
이용 횟수 
클리닝 범위 
                     
시공점

: 차량 오염 상태에 따라 맞춤형 케미컬 사용
: 7회 제공
- 외부 (흙먼지 제거, 샴푸세차, 휠타이어세정)
- 내부 (바닥매트/시트클리닝, 항균클리닝) 
: 전국 약 111개소

유의사항

혜택안내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디테일링 클리닝
전국 디테일링 클리닝 서비스 시공점 (1/6)  

NO 지역 시공점 세부 주소

1

서울특별시

㈜ 아이드라이브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14

2 주식회사 팀와이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63 1층

3 코스모자동차오토써비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95-4

4 지성카전문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06 (성내동)

5 우이세차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26-1

6 킹콩샤워 마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81-11 킹콩샤워 마곡점

7 씨앤씨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56 

8 팀와이퍼 구의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0

9 스카이카케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31 (가리봉동)

10 남부세차,카센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88

11 탁다리카센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83-1

12 신차처럼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210-1 

13 오동나무 세차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81 (답십리동, 오동나무주유소), 1층 오동나무세차장

14 에스.에이모터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37, SA모터스

15 헌터스 스팀세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69

16 ㈜어디가렌트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마길 9(대현동) 어디가손세차장

17 오토앤 서울강남지역본부 (오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6길 4-16 (방배동) 오카

18 에프엠 모터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40 (양재동)

19 씨앤아이 멀티샵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58 (양재동) 씨앤아이 멀티샵

20 오렌지 모터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62-3 1층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디테일링 클리닝
전국 디테일링 클리닝 서비스 시공점 (2/6)  

NO 지역 시공점 세부 주소

21

서울특별시

파크 세차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600-1

22 크린테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25 빅마켓 3층

23 케이케이게러지(KK Garag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지하3층 C14구역 

24 헌터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20 , B5층 헌터스

25 간지카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487 송곡빌딩 104호

26

광주광역시

오토앤광주본부(오토소낙스수완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230번길 20 (장덕동) 1층 오토앤광주지역본부

27  오토앤 광주동구점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37-4 광주 동구점 

28 승호광택사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1 

29

대구광역시

광나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38-3 (신당동)

30 세남자의 광택 달서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53-1

31 엑스펙트(XPECT)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100길 60 (월성동) 1층

32 오토앤 달서점(레드존 모터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도고개로 92 오토앤 달서점(레드존 모터스)

33 버닝카스토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80 (세천리) 1층

34 오토앤 대구서구점(카메이징)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845 GS칼텍스 (오토오아시스)

35

대전광역시

넥센렌탈서비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93번길 55

36 조묘식 썬팅랜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25 (중리동)

37 워시하우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124-5

38 크레이지 워시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67 (탄방동)

39 아트 폴리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60-21

40 제이에이치 디테일링(구_고스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91번길 17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디테일링 클리닝
전국 디테일링 클리닝 서비스 시공점 (3/6)  

NO 지역 시공점 세부 주소

41 대전광역시 가오손세차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115, 1층

42

부산광역시

새차만들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47 1층

43 훼미리오토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 29 (구서동) 1층

44  진명통상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08(덕천동) 진명통상

45 엄궁세차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779 1층

46 스타일카케어(성일카케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54 (덕포동)

47 하구언보쉬카서비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307번길 7 1층

48 오토앤수영구점 (아우토반 모터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105-1(광안동) 오토앤 수영구점 (아우토반 모터스)

49  진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25(중동)  진솔 

50

울산광역시

N&N 프리미엄 출장세차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4번길 24, 1층

51 메트로카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50 1층 메트로카

52 오토앤울산지역본부스카이(SKY)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6 (진장동)

53

인천광역시

오토 라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18번길 33, 1층 일부(구월동)

54 주식회사 셀프세차킹콩샤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68번길 24 1층 킹콩샤워

55 JW카스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97 정석빌딩 105호(주안동)

56 라이트 디테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37번길 33 (주안동)

57 킹콩샤워 송내점 인천광역시 일신로 35, 1층

58 카워시킹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46

59 디테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65, W카워시 내(원창동)

60 디테일 게러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33, 상가 102호(석남동, 서보아파트)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디테일링 클리닝
전국 디테일링 클리닝 서비스 시공점 (4/6)  

NO 지역 시공점 세부 주소

61 세종특별자치시 오토앤 세종점(카랜드라인 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기로 854 오토앤 세종점

62

강원도

 아지트 카케어 강원도 강릉시 교동9번지 (수리골길21)

63 나래카업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54-1 (옥천동)

64 덴트카닥터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바우실길 56, 1층 103호

65 ASWF철원점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 명성로139번길 11 (지포리) ASWF철원점

66 자동차성형외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61-5 

67 오토앤 강원북부지역본부(카프랜드)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227 (퇴계동) 카프랜드

68

경기도

에스에스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950 (식사동) 1층 에스에스

69 프리미엄모터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473(풍동)

70 오토앤 경기북부지역본부(챔프카)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95번길 50-15(사노동) 챔프카

71 미금세차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63(금곡동)

72 아지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132번길 31-8, 1층

73 워시존 진접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994 (연평리)

74 인앤인 글로스 코리아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444 

75 킹콩샤워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80

76 뉴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7번길 12 

77 오토프라이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11 

78 워시박스 수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449-25 (고색동)

79 킹콩샤워 오목천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755-1 킹콩샤워

80 맥과이어스 브이쿨 권선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83번길 36 (매탄동)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디테일링 클리닝
전국 디테일링 클리닝 서비스 시공점 (5/6)  

NO 지역 시공점 세부 주소

81

경기도

과천상사 세차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94 

82 오일리플레이스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162, 부속건축물 제1,2,3동 1층

83 더끌림셀프카워시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515-11(덕계동)

84 오토앤 오산점 경기도 오산시 문시로 110-10 (외삼미동) 케이빈

85 카업워시 의정부동점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7 

86 어택 카케어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588 (중리동)

87 더제이 평택지사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460 

88 윤내다 경기도 화성시 10용사3길 22-10 윤내다

89 조이앤카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19 (반월동)

90

경상남도

수모터스 김해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492번길 32-22 (삼정동)

91 에이원(A1)손셀프세차장(대청)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34, 1층 (대청동)

92 에이원(A1)손셀프세차장(진영)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32번길 70

93 오토앤 진주점(루마썬팅칠암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105 진주점

94 카오아시스 경상남도 창원시 맛나합포구 월영동 9길 8

95 탑중앙자동차정비공업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124번길 21-12

96 네바퀴정비공업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464번길 16

97 오토앤 통영점 (에이치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1039 (죽림리) 에이치원 

98

경상북도

모터큐브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15번길 35 

99 엠디오토 구미인동점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9길 22-20 (구평동) 1층 엠디오토 

100 3M 3호점 경상북도 영주시 꽃동산로 18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디테일링 클리닝
전국 디테일링 클리닝 서비스 시공점 (6/6)  

NO 지역 시공점 세부 주소

101
경상북도

오토앤 영천점(태화카인테리어)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294-5 오토앤 영천점(태화카인테리어)

102 엠디오토 포항연일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172, 1층 3호 엠디오토

103
전라북도

오토앤 전라북도 지역본부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78 (경장동)

104 천일카세차장 전라북도 남원시 동림로 64 (향교동)

105

충청남도

오토앤충청남도 지역본부 (샤인카)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13 (내동) 1층

106 S 카용품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00 (내동)

107 오토앤 아산점(제우스샵)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909번지 제우스샵 

108

충청북도

글로스매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6번길 7 (용암동)

109 싼타손세차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78번길 17-1 싼타손세차장

110 오토앤 충청북도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738 (사천동) 오토앤 충청북도지역본부

111 오토앤 충주점(카지트) 충청북도 충주시 팽고리산길 78 카지트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PPF 보호필름
신차 구매 후, 앞으로 생길지 모를 외관의 스크래치가 걱정되시는 고객을 위한
신차의 느낌을 오래 지속 시켜주는 PPF 보호필름 서비스

스톤칩 및 생활 스크래치의 보호를 위한 PPF 시공

1. 해당 서비스는 차량 출고일 기준 3년 내에 사용 하셔야 합니다. (PPF 보호필름 이용일 기준)

2. PPF 보호필름 서비스의 경우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마이현대 앱에서 이용 신청 후 방문 일정은 제휴처에서 해피콜 후 확정 됩니다. (방문 일정 재 확인)

4. PPF 보호필름 서비스 제휴처는 제휴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리어 범퍼 사이드가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PPF 시공 불가 시, 리어 범퍼 사이드 페인트 부분으로 대체 시공

시공 방식
이용 횟수 
시공 범위  
 
                    
시공점

: 차량 주요부위 PPF 필름 부착
: 1회 시공
: PPF 필름 총 6종 15면 시공
  (프런트 범퍼 사이드 / 사이드 미러 / 도어캐치 / 도어엣지 
    / 충전도어 / 리어 범퍼 사이드)
: 전국 약 80개소

유의사항

혜택안내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PPF 보호필름
신차 구매 후, 외관의 스크래치가 걱정되시는 고객을 위한
신차의 느낌을 오래 지속 시켜주는 PPF 보호필름 서비스

① 프런트 범퍼 사이드
② 사이드 미러
③ 도어캐치
④ 도어엣지
⑤ 충전도어
⑥ 리어 범퍼 사이드

시공부위

② 사이드 미러

② 사이드 미러

③ 도어캐치 ④ 도어엣지

⑤ 충전도어

⑥ 리어 범퍼 사이드

⑥ 리어 범퍼 사이드
① 프런트 범퍼 사이드

① 프런트 범퍼 사이드

[측면]

[전면] [후면]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PPF 보호필름
전국 PPF 보호필름 서비스 시공점 (1/4)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NO 지역 시공점 세부 주소

1

서울특별시

프로텍PPF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86

2 레드불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43길 44-6 초롱타운 1층

3 마이카케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205 

4 카스페이스서울강북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87 (중곡동)

5 정화카오디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11(서초동)

6 스파이 서울영등포점(경지상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1

7

광주광역시

오토앤 광주광역지역본부 (오토소낙스수완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230번길 20 (장덕동)

8 광주브이쿨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철길로 89 (월곡동)

9  오토앤 광주동구점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37-4

10  하하자동차용품점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2 (용봉동)

11  드림오토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84(양산동 1095)

12  주식회사 명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85-1 (농성동)

13
대구광역시

오토앤 대구달서점(레드존 모터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도고개로 92, 1층(두류동)

14 만랩 대구광역시 수성수 만촌동 957-1

15 대전광역시 오토앤 유성화암점 (㈜ 더 게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91 (화암동)

16

부산광역시

 진명통상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08

17  인터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포로 22

18  프라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30번길 3

19  오토패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30-22

20 울산광역시 오토앤 울산광역지역본부 스카이(SKY)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6 (진장동)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PPF 보호필름
전국 PPF 보호필름 서비스 시공점 (2/4)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NO 지역 시공점 세부 주소

21
인천광역시

 오토앤 인천남동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24 (구월동)

22 소인카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3번길 6 (항동7가)

23 세종특별자치시 오토앤 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기로 854

24

강원도

현대카오디오(루마 강릉점)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7(포남동)

25 동성상사 강원도 동해시 동굴로 103

26 명품썬팅(오토캠프)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247

27 카라이프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1길 3

28 모던카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19 (단구동)

29 오토앤 원주점(카랜드라인) 강원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346 (봉산동)

30 카팩토리1호점 (원주썬팅)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537-1 1층

31 ASWF철원점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 명성로139번길 11

32 오토앤 강원도 지역본부 (카프랜드)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227

33 오토케어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186

34 made by boss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84

35

경기도

스카이멀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4(관양동)

36 여주또깡 경기도 여주시 칠산길 8

37 오토앤 고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2로 33 (도내동)

38 에이에스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950 (식사동)

39 광명카크로스 경기도 광명시 양달로 10번길 11(일직동 523-7)

40 오토앤 경기북부지역본부(챔프카)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95번길 50-15(사노동)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PPF 보호필름
전국 PPF 보호필름 서비스 시공점 (3/4)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NO 지역 시공점 세부 주소

41

경기도

카스터모터스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66번길 13 (심곡동)

42 차 스킨 경기도 시흥시 훨곳중앙록46번길 28-10(월곶동)

43 오렌지버그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27 201호

44 프렌즈 자동차 멀티샵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길 2-3

45 오토플렉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79-4번 1층

46

경상남도

오토앤 경상도지역본부 (카투유)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1107-8

47 카-페24시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95 (벌리동)

48 오토칼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73 (대원동)

49 오토앤 통영점 (에이치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1039 (죽림리)

50 루마썬팅 거창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177

51 밀양나비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63

52 모빌케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16

53 오토앤 진주점(루마썬팅칠암점경원카모터스)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105

54 주경오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18(자은동)

55

경상북도

구미카팩토리(브이쿨 구미점)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7

56 경산제이비모터스 경상북도 경산시 앞량면 원효로 569

57 정만원자동차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2번길 33 (휴천동)

58 오토앤 영천점(태화카인테리어)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294-5

59 자동차마을 (썬프로 연계 추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해로 97 (대도동)

60 전라남도 금강자동차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17-1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PPF 보호필름
전국 PPF 보호필름 서비스 시공점 (4/4)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NO 지역 시공점 세부 주소

61 전라남도 자동차생활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700-23

62

전라북도

차사랑 전라북도 김제시 콩쥐팥쥐로 17 (검산동)

63 신성오토프로샵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37

64 정읍자동차용품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960-1

65 오토앤 전라도 지역본부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78 (경장동)

66

제주도

다인 카오디오샵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253-11

67 오토앤 제주점 (제주나비) 제주도 연삼로 426

68 엑스펠&엘이디팩토리 제주도 제주시 인다1길 13 (아라2동)

69

충청남도

오토앤 충청남도 지역본부 (샤인카)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13 (내동)

70 3M당진점 충청남도 당진시 정안로 26(원당동 827-2)

71 ㈜우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52(구성동)

72 열린스카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돌로 12 명문카센타

73 오토앤 아산점(제우스샵)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909번지

74 360틴트 필름팩토리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9 ,1층(권곡동)

75 유에이치틴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1길 17 (원선동)

76 오토앤아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96-1(본정동)

77

충청북도

루마썬팅(매직상사)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 23-1(청정동)

78 오토앤 충청북도 지역본부 (카랜드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462-15

79 오토앤 충주점(카지트) 충청북도 충주시 팽고리산길 78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및 상세 혜택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이현대 앱
(myHyundai) 또는 IONIQ The Unique 운영센터
(02-6206-9533)로 문의 바랍니다.

글램핑 서비스

와일드 캠핑 서비스

IONIQ The Unique  레저
아래 2개 혜택 중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글램핑 
도심을 벗어난 깨끗한 자연속에서 캠핑의 낭만과 리조트의 안락함을 동시에 누리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충전 시간을 제공하는 글램핑 서비스

글램핑 제휴처 중 원하는 곳의 1박 숙박 (성인 2인 기준)

마이현대 앱 (myHyundai)의 서비스 이용 신청 페이지를 통해 예약접수

1. 글램핑 서비스 예약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제휴처별 예약 취소 및 변경 규정을 숙지 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초과 시 서비스 혜택이 차감됩니다.)

3. 서비스 유효기간은 차량 출고일 기준 3년이며, 유효기간 내 숙박을 하셔야 합니다.  

4. 예약처의 제휴 객실이 마감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약 확정 여부는 LMS 혹은 해피콜로 안내됩니다.)

5. 글램핑 서비스는 아이오닉 5 주계약자에 한해 예약 및 이용 가능하며, 체크인 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글램핑 서비스는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 교환 및 판매가 불가합니다. 

7. 제공되는 부대시설/서비스/구비물품 등은 각 제휴처별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혜택안내

예약방법

※  IONIQ The Unique 운영센터 02-6206-9533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예약변경은 17:30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

15

16

17

7

6
13

11

12

14

18 19

5 2

3~4

8~10

인천
   
경기 

  

전남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제주   

1. 오크힐 글램핑   

2. 푸른산페어웨이   
3. 산음캠핑
4. 포세이돈 카라반   
5.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6. 불스글램핑   
7. 퀸즈캐슬 대숲글램핑장

8. 럭셔리글램핑 바누   
9. 더파크12   
10. 몬테리오    

11. 블루웨일글램핑&빌리지   
12. 마이웨이 리조트   
13. 럭셔리 비토섬 J글램핑    

14.  오아시스 글램핑    

15. 밤소리글램핑   
16.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17. 더반 힐 글램핑    

18. 별헤는 밤   
19. 디포레카라반 파크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1. 인천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998번길 8-28
* 010-8095-7372

강화도에 위치하여 계절마다 다양한 풍경을 연출하는 마니산과
강화의 평야, 서해바다가 공존하는 글램핑

오크힐 글램핑

 객실 타입 A Type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7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 바닥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 공용

충전소 유무 X

홈페이지 http://www.오크힐글램핑.com

2. 경기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359-30 
* 070-4224-2341

대한민국 아름다운 골프장 몽베르컨트리클럽과 산정호수의
경관을동시에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

푸른산페어웨이

 객실 타입 A Type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8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냉/난방), 바닥난방

화장실 / 싱크대 공용

충전소 유무 X

홈페이지 http://www.greenmountainfairway.com

3. 경기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76-23
* 031-772-3054

소나무와 벚꽃나무로 둘러 쌓인 자연 속의 힐링을 슬로건으로 
일상에서 지친 고객이 재충전의 도움을 주는 글램핑

산음캠핑

 객실 타입 A Type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7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 없음, 선풍기&온풍기

화장실 / 싱크대 공용

충전소 유무 X (인근 복지회관 충전소 사용가능)

홈페이지 http://www.산음캠핑.com

※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글램핑 
도심을 벗어난 깨끗한 자연속에서 캠핑의 낭만과 리조트의 안락함을 동시에 누리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충전 시간을 제공하는 글램핑 서비스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4. 경기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6-2
* 02-508-7890

청평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수상레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세이돈 카라반   

포세이돈 카라반

 객실 타입 카라반(4인용) R존

인원 기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8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냉/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X

홈페이지 http://www.pose2don.com

5. 경기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 1670-3856

바람과 철새가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곳, 
평화의 상징 임진각이 선물하는 자연 속 특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평화누리 캠핑장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객실 타입 카라반 A존

인원 기준인원 4인  / 최대인원 6인

체크인 / 체크아웃 주중 : 14시 / 11시 ㅣ 주말 :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5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냉/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X

홈페이지 http://imjingakcamping.co.kr

6. 전남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장년리 726
* 010-7484-0191

시골에 있는 폐교를 캠핑장으로 개조하여 함평의 멋진 하늘과
함께 다양한 글램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램핑

불스글램핑 함평점

 객실 타입 디럭스 Type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7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 바닥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X (인근 가평휴게소 충전소 사용 가능)

홈페이지 https://bullsglampinghp.modoo.at

※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글램핑 
도심을 벗어난 깨끗한 자연속에서 캠핑의 낭만과 리조트의 안락함을 동시에 누리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충전 시간을 제공하는 글램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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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남

*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가사문학로 760-12 
* 061-383-6500_3

광주호를 바라보고 있어 수려하고 확 트인 전망을 감상하며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

퀸즈캐슬 대숲글램핑장

 객실 타입 A or B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6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8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냉/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X

홈페이지 http://www.queenscastle.co.kr

8. 강원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로 30-2
* 033-434-7600

홍천 비발디파크 인근 노일강변에 위치하며, 
감각적인 디자인의 유럽형 복층형 럭셔리글램핑

럭셔리글램핑 바누

 객실 타입 Gemma (4~7)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10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 바닥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X

홈페이지 https://banu.co.kr

9. 강원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491-14
* 010-4245-6309

방갈로에서의 낚시와 함께 최고의 추억을 간직 할 수 있는
더파크12 글램핑  

더파크12

 객실 타입 카바나 글램핑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11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 바닥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샤워실, 공용 화장실 / 공용

충전소 유무 X

홈페이지 https://thepark12.modoo.at

※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글램핑 
도심을 벗어난 깨끗한 자연속에서 캠핑의 낭만과 리조트의 안락함을 동시에 누리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충전 시간을 제공하는 글램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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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원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220 
* 033-436-1000~1

홍천강변의 자연 친화적인 힐링 공간으로 홍천 강변의 낭만을 
만끽하실 수 있는 오션뷰 스타일의 감성 글램핑   

몬테리오

 객실 타입 G Type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비수기 체크아웃 12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예약진행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
단, 숙박일이 14일 전일 경우 성수기시즌 무료취소 불가

냉난방 에어컨, 바닥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O

홈페이지 https://monterio.net

11. 경남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5길 113-139 
* 055-673-4994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자연 속 글램핑으로, 
힐링 휴식처로서 낭만이 있는 블루웨일 글램핑장

블루웨일글램핑&펜션

 객실 타입 캐리비언존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10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 온풍기

화장실 / 싱크대 공용 / 개별

충전소 유무 X

홈페이지 http://gobluewhale.kr

12. 경남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956-1
* 055-355-9988

멋진 배경과 보두산의 절경을 함께 즐기며
맑은 공기의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글램핑

마이웨이 리조트

 객실 타입 잔디동, 숲속동, 수영장동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6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14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 온풍기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X

홈페이지 http://www.mywayr.com

※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글램핑 
도심을 벗어난 깨끗한 자연속에서 캠핑의 낭만과 리조트의 안락함을 동시에 누리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충전 시간을 제공하는 글램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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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남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거북길 468-116 
* 055-854-3868

경남 사천의 멋진 바다로 둘러싸여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최고의 럭셔리 글램핑, 비토섬 J 글램핑 

럭셔리 비토섬 J 글램핑

 객실 타입 싱글텐트(BBQ 무한리필 포함)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11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 바닥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X

홈페이지 http://www.j-glamping.com

14. 경북

* 경상북도 경주시 새골길 85-17
* 010-2001-7707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 속 새소리와 자연의 향기가 가득한
소나무숲 오아이스 글램핑장

오아시스 글램핑

 객실 타입 럭셔리글램핑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10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냉/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X (아이오닉 고객이 충전할 수 있게 콘센트 제공)

홈페이지 http://www.oasisglamping.com

15. 충남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길 109-9
* 041-544-6004

도심과 30분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연 속 아름다운 공간의 밤소리 글램핑

밤소리글램핑

 객실 타입 O1~O4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6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9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 바닥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X (인근 주민센터 충전소 사용가능)

홈페이지 http://www.bamsori.co.kr

※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글램핑 
도심을 벗어난 깨끗한 자연속에서 캠핑의 낭만과 리조트의 안락함을 동시에 누리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충전 시간을 제공하는 글램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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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충남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76
* 041-537-7100

눈부시게 아름다운 서해안의 붉은 노을과 전원적인 풍경이
어우러진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의 카라반 캠핑장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객실 타입 카라반 스탠다드 일반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4시 / 11시  * 골드시즌(7~8월) 체크인 15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7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 온풍기

화장실 / 싱크대 개별 화장실, 공용 샤워실 / 개별

충전소 유무 X (인근 군청 충전소 사용 가능)

홈페이지 http://www.paradisespa.co.kr

17. 충남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557
* 010-8881-3447

바다가 보이는 넓은 잔디광장과 해안산책로를 따라 즐기는
자연친화적 글램핑장

더반 힐 글램핑

 객실 타입 글램핑(침대) or 글램핑(온돌)

인원 침대방 :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온돌방 :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6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6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냉/난방), 바닥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X (인근 면사무소 충전소 사용가능)

홈페이지 https://durbanhill.modoo.at

18. 제주

* 제주특별자치시 애월읍 유수암리 2270-2
* 010-9269-7802

바다 조망 등과 함께 조용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돔 글램핑 

별헤는 밤

 객실 타입 별 Type

인원 기준인원 2인  / 최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14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냉/난방), 바닥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O

홈페이지 http://별밤.com

※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글램핑 
도심을 벗어난 깨끗한 자연속에서 캠핑의 낭만과 리조트의 안락함을 동시에 누리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충전 시간을 제공하는 글램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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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주

* 제주특별자치시 구좌읍 송당6길 78-1
* 064-784-2417

전세계에서 제주에만 있는 황칠나무 보호숲과 비자나무,
편백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어 마치 수목원에 온 것만 같은 
럭셔리 카라반

디포레카라반 파크

 객실 타입 카라반 디럭스

인원 기준인원 4인

체크인 / 체크아웃 15시 / 11시

변경 및 취소 규정 숙박일 기준 8일 전 17시 30분까지 가능

냉난방 에어컨(냉/난방), 바닥난방

화장실 / 싱크대 개별

충전소 유무 X

홈페이지 http://dforetcaravan.kr

※ 글램핑 프로그램 선택 고객에 한하여 제휴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1.

4.

5.

11.

16.

17.

오크힐 글램핑

포세이돈 카라반

임진강 평화누리 캠핑장

블루웨일글램핑&빌리지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더반 힐 글램핑

: 비수기 주중(일~목) 10% 할인

: 전 시즌 10% 할인

: 비수기 주중(일~목) 10% 할인

: 비수기 주중(일~목) 20% 할인

: 전 시즌 5% 할인

: 전 시즌 3% 할인

IONIQ The Unique 운영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예약접수/입금

IONIQ The Unique 상시 제휴 할인 (글램핑/카라반)

제휴할인 예약방법

※  IONIQ The Unique 운영센터 02-6206-9533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예약변경은 17:30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글램핑 
도심을 벗어난 깨끗한 자연속에서 캠핑의 낭만과 리조트의 안락함을 동시에 누리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충전 시간을 제공하는 글램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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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 캠핑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IONIQ 5와 언제 어디든 떠날 수 있도록 
캠핑용품 및 밀키트를 제공하는 와일드 캠핑 서비스

IONIQ 5와 함께하는 캠핑라이프를 위한 캠핑용품 세트 및 
밀키트 2회 제공

1. 제품 수령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해당 서비스의 이용 가능한 유효기간은 차량 출고일 기준 3년이며,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수령 관련 정보 오입력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공 서비스
세부 구성 

: 캠핑용품(1회)과 밀키트(2회)
- 캠핑용품 / 키친 툴 세트, 멀티 쿠커, 머그컵
- 밀키트 / 잇츠온의 인기 패키지로 구성된 한식, 양식, 
                  퓨전 밀키트 세트(3종 중 택 2)

유의사항

혜택안내

*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캠핑용품이 최초 배송 되며, 밀키트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날짜 및 패키지 선택 시 해당 날짜에 맞춰서 배송됩니다.

※ 밀키트 패키지는 Hy의 잇츠온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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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 3종 세트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차주 월요일 택배 발송

캠핑용품

배송

코베아 심플키친 툴 세트
(국자, 뒤집개, 칼, 가위, 집게, 밥주걱, 도마)

※ 23cm*6cm*34cm

한샘 데일리 멀티쿠커 
(그레이 컬러_딥플레이트, 스팀 플레이트, 그릴 플레이트)

※ 42cm*22.5cm*18.5cm / 4.6kg

오슬로 트리 코르크 머그 2ea
(내부에 세라믹 코팅이 들어간 캠핑 머그)

※ 8.7cm*13.6cm / 480ml

와일드 캠핑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IONIQ 5와 언제 어디든 떠날 수 있도록 
캠핑용품 및 밀키트를 제공하는 와일드 캠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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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
배송

: 희망 수령일 기준 최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Hy의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배송

밀키트 패키지 (택 2)

A Set (양식)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 프라임스테이크 / 베이컨 버섯크림
리조또 / 닭가슴살햄 랜치시저 그린키트 / 햄치즈샌드위치
/ Hy 콜드브루 액상스틱

B Set (한식) 

떡볶이 / 돼지고기김치찜 /우삼겹된장찌개 / 돼지고기숙주
볶음 / 황태 해장국 / Hy 콜드브루 액상스틱

C Set (퓨전)

잔슨빌 부대찌개 / 모짜렐라 치즈 닭갈비 / 밀푀유 나베
/ 본죽 전복죽 / 본죽 보양 삼계죽 / Hy 콜드브루 액상스틱

와일드 캠핑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IONIQ 5와 언제 어디든 떠날 수 있도록 
캠핑용품 및 밀키트를 제공하는 와일드 캠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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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 및 상세 혜택은 제휴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이현대 앱
(myHyundai) 또는 IONIQ The Unique 운영센터
(02-6206-9533)로 문의 바랍니다.

OTT 스트리밍 서비스
왓차 / 웨이브 / 티빙 / 밀리의 서재 / 윌라 오디오북

정기구독 서비스
[꾸까] 꽃 / [퍼플독] 와인 / [프릳츠] 커피 /
[필리] 영양제 / [모레상점] 친환경

IONIQ The Unique  라이프 · 컬쳐
아래 10개 혜택 중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OTT 스트리밍 [왓챠]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 감상이 가능하며,
매주 5백여 편의 신작이 업데이트 되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

1. 이용권 수령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이용권 수령 후 반드시 30일 이내 등록 하셔야 하며, 이 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해당 서비스는 이용권 등록 페이지(play.watcha.net/coupon/register) 접속 및 이용권 번호를 등록하신 후에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용권 등록 시 결제 수단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선택하신 세부 서비스를 이용중인 기존 고객님의 경우 서비스 해지 및 기간 만료 후에 이용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6. 분실이나 타인양도/관리소홀로 인한 이용권 번호 노출/현금교환/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왓챠 프리미엄 2년 이용권 1매
제공 서비스

지원 디바이스 
동시접속                    
화질

: 9만여 편의 영화 / 드라마 / 예능 / 애니메이션 / 다큐멘터리 
  무제한 스트리밍 기능 제공
: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안드로이드 TV
: 4대
: 최대 4K UHD화질

혜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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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
이용 신청

이용권 번호 
LMS 발송

왓챠 
서비스 이용

이용권 등록 페이지에서
이용권 번호 등록



OTT 스트리밍 [웨이브]
공중파 3사 예능, 드라마 뿐만 아니라 해외 드라마부터 신작 영화까지 
22만 편의 VOD를 보유한 OTT 스트리밍 서비스

1. 이용권 수령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이용권 수령 후 반드시 30일 이내 등록 하셔야 하며, 이 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최초 1년 이용권 사용 완료 후, 별도 안내를 통해 1년 이용권을 추가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 해당 서비스는 이용권 등록 페이지 (www.wavve.com/mypooq/coupon.html)접속 및 이용권 번호를 등록하신 후에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5. 선택하신 세부 서비스를 이용중인 기존 고객님의 경우 서비스 해지 및 기간 만료 후에 이용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6. 분실이나 타인양도/관리소홀로 인한 이용권 번호 노출/현금교환/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웨이브 프리미엄 1년 이용권 2매
제공 서비스

지원 디바이스 
동시접속                    
화질

: 100여개 채널 라이브 및 지상파 프로그램, 해외 드라마, 영화 등 
  30만 편의 VOD스트리밍 제공
: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 4대
: 최대 4K UHD화질

혜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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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이용 신청

이용권 번호 
LMS 발송

웨이브 
서비스 이용

이용권 등록 페이지에서
이용권 번호 등록



OTT 스트리밍 [티빙]
티빙 오리지널부터 tvN, JTBC, Mnet, OCN 등의
최신 인기 드라마와 예능, 독점 영화까지 제공하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

1. 이용권 수령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이용권 수령 후 반드시 30일 이내 등록 하셔야 하며, 이 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최초 1년 이용권 사용 완료 후, 별도 안내를 통해 1년 이용권을 추가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 해당 서비스는 PC버전 홈페이지(www.tving.com)접속 및 이용권 번호를 등록하신 후에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5. 이용권 등록 시 결제 수단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선택하신 세부 서비스를 이용중인 기존 고객님의 경우 서비스 해지 후에 이용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7. 분실이나 타인양도/관리소홀로 인한 이용권 번호 노출/현금교환/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티빙 프리미엄 1년 이용권 2매
제공 서비스

지원 디바이스 
동시접속                    
화질

: 200여 개의 라이브 채널 및 CJ계열의 5만여 편의 
  VOD스트리밍 제공  
: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 4대
: 최대 4K UHD화질

혜택안내

티빙
이용 신청

이용권 번호 
LMS 발송

티빙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PC)에서
이용권 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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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스트리밍 [밀리의 서재]
10만권의 책속에서 인생책을 만나 일상을 1밀리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국내최대 독서 구독 서비스

1. 이용권 수령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이용권 수령 후 반드시 30일 이내 등록 하셔야 하며, 이 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해당 서비스는 이용권 등록 페이지(www.millie.co.kr/v3/total-voucher) 접속 및 이용권 번호를 등록하신 후에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택하신 세부 서비스를 이용중인 기존 고객님의 경우 서비스 해지 및 기간 만료 후에 이용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5. 분실이나 타인양도/관리소홀로 인한 이용권 번호 노출/현금교환/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전자책 무제한 + 종이책 영구소장 2년 이용권 1매
제공 서비스
지원 디바이스 

: 10만여권의 책과 다양한 오디오북을 무제한 제공
: 스마트폰, 태블릿, PC

혜택안내

밀리의 서재
이용 신청

이용권 번호 
LMS 발송

밀리의 서재 
서비스 이용

이용권 등록 페이지에서
이용권 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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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스트리밍 [윌라 오디오북]
운전하는 동안, 충전하는 동안, 전문 성우 연기로 귀깔나게 
문화감성을 충전 할 수 있는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1. 이용권 수령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이용권 수령 후 반드시 30일 이내 등록 하셔야 하며, 이 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www.welaaa.com)접속 및 이용권 번호를 등록하신 후에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택하신 세부 서비스를 이용중인 기존 고객님의 경우 서비스 해지 및 기간 만료 후에 이용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5. 분실이나 타인양도/관리소홀로 인한 이용권 번호 노출/현금교환/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윌라 오디오북+클래스 무제한 2년 이용권 1매
제공 서비스

지원 디바이스 

: 최신 베스트셀러 오디오북과 각 분야별 명강사의 클래스까지 
: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제공
: 스마트폰, 태블릿, PC

혜택안내

윌라 오디오북
이용 신청

이용권 번호 
LMS 발송

윌라 오디오북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에서
이용권 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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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꾸까] 꽃
꽃과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을 더 오래, 더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고객님의 일상에 꽃향기를 전달하는 프리미엄  꽃  정기구독 서비스 

1. 정기구독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선택하신  서비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거나 제휴처에서 직접 전화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3. 수령 관련 정보 오입력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분실이나 타인양도/관리소홀로 인한 이용권 번호의 노출/현금교환/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꽃 정기구독은 국내 최대 규모 플라워 구독서비스인 ‘꾸까’와 함께 합니다.

유의사항

전문 플로리스트가 디자인한 꽃다발 배송
제공 서비스
구성
구독주기 

: 신선한 생화 꽃다발 정기구독 
: 꽃 사이즈 20 x 30cm
: 10회 (월 1회) 

혜택안내

* 첫 배송 시 유리화병 , 꽃관리법 , 꽃가위 , 꽃영양제 (12ea) 제공
* 매 회 꽃 관리법 카드 제공

국내 최대 규모 플라워 구독 브랜드로 국내 최초 
꽃 정기구독 개발, 누적 2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

꾸까
이용 신청

회원가입 페이지
LMS 발송

꾸까
서비스 이용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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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제휴처의 꽃 수급 상황에 따라 배송 꽃은 변경 됩니다. 

제품예시

1월-레드튤립 

5월-퍼플리시안셔스 

9월-백일홍 

2월-아네모네 

6월-작약 

10월-백합 

3월-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 

7월-메리골드 

11월-레드 다알리아 

4월-스타티스

8월-스카비오사 

12월-스톡

화병

꽃가위

꽃영양제

정기구독 [꾸까] 꽃
꽃과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을 더 오래, 더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고객님의 일상에 꽃향기를 전달하는 프리미엄  꽃  정기구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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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퍼플독] 와인
와인을 전혀 몰라도 매월 선물처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맞춤형 프리미엄 와인 정기구독 서비스 

1. 정기구독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선택하신  서비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거나 제휴처에서 직접 전화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3. 수령 관련 정보 오입력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분실이나 타인양도/관리소홀로 인한 이용권 번호의 노출/현금교환/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와인 정기구독은 국내 유일의 와인 구독서비스인 ‘퍼플독’과 함께 합니다.

유의사항

전문가가 엄선하여 추천하는 와인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 서비스
구성
구독주기 

: 전문 와인 버틀러가 매칭시켜주는 나만의 맞춤와인 정기구독 
: 와인 1병 + 컨텐츠 북
: 9회 (월 1회) 

혜택안내

개인의 와인 취향 분석을 통한 전문가 추천 와인을
배송하는 국내 유일 와인 정기구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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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독
이용 신청

회원가입 페이지 &
바우처 코드
LMS 발송

퍼플독
서비스 이용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바우처 코드 등록



정기구독 [퍼플독] 와인
와인을 전혀 몰라도 매월 선물처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맞춤형 프리미엄 와인 정기구독 서비스 

※ 매달 제휴처의 와인 수급 상황에 따라 배송 와인은 변경 됩니다. 
※ 와인 등급 및 세부내용 확인을 위해 퍼플독 홈페이지(www.purpledog.c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해보세요.

Bodega de Moya Julia Monastrell
스페인

Fuma
이탈리아

Chateau L’heyrisson Frank’s 
Réserve  Bordeaux

프랑스

Bodega de Moya Tibo White
 스페인

제품예시

그 외 제품 

Red
White

Botter Fumu (이탈리아>시칠리아) / Les Allées de Vernous Médoc (프랑스>보르도>메독) /Prosper Maufoux Beaujolais Villages (프랑스>보졸레)
Lucien Albrecht Pinot Blanc (프랑스>알자스) / Domaine Guillaman Colombard-Sauvignon (프랑스>가스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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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프릳츠] 커피
집에서 커피 한잔의 소소한 행복을 전달하는 홈 카페를 선사하는
다양한 싱글 오리진 및 블랜드 커피를 맛 볼 수 있는 커피 정기구독 서비스

1. 정기구독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제품선택을 위해 아이오닉 정기구독 운영센터에서 고객님께 직접 전화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3. 수령 관련 정보 오입력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커피 정기구독은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프릳츠’와 함께 합니다.

유의사항

질 좋은 원두를 직접 가공하여 
최상의 맛을 제공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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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릳츠
이용 신청

[콜드브루, 드립백]
신청 완료 LMS 발송

[원두] 원두 안내
LMS 발송

프릳츠
서비스 이용

[원두] 운영센터
원두 안내 전화 후

신청 완료 LMS 발송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커피 로스터리의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 서비스
구성
구독주기 

: 한국 커피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프릳츠’ 커피 정기구독  
: 원두 200g / 콜드브루 1L / 드립백 30개 중 택 1
: 12회 (월2회) – 콜드브루 / 드립백
  28회 (주1회) – 원두

혜택안내

*첫 배송 시 프릳츠 머그컵 제공



정기구독 [프릳츠] 커피
집에서 커피 한잔의 소소한 행복을 전달하는 홈 카페를 선사하는
다양한 싱글 오리진 및 블랜드 커피를 맛 볼 수 있는 커피 정기구독 서비스

제품예시

원두(싱글 오리진 & 블랜드) 콜드브루

머그컵

드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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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필리] 영양제
내 몸에 맞는 영양성분을 분석 해주고 관리해주는
나의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1. 정기구독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선택하신 서비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거나 제휴처에서 직접 전화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3. 수령 관련 정보 오입력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분실이나 타인양도/관리소홀로 인한 이용권 번호의 노출/현금교환/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영양제 정기구독은 구독자 27만명 규모의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와 함께 합니다.

유의사항

내 몸에 맞는 영양제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 서비스
구성
구독주기 

: 건강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영양제 정기구독  
: 영양제 3종 
: 9회 (월 1회)

혜택안내

*구독서비스 종료 후 구독 연장 시, 추가 24% 할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를 추천하고 
정기배송해주는 영양제 구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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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
이용 신청

회원가입 페이지 &
바우처 코드
LMS 발송

필리
서비스 이용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바우처 코드 등록



정기구독 [필리] 영양제
내 몸에 맞는 영양성분을 분석 해주고 관리해주는
나의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 전문 생산제휴처 (코스맥스BIO, 코스맥스NBT, 콜마)의 감독하에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예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밀크씨슬

홍삼 옥타코시놀

오메가3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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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모레상점] 친환경
아이오닉만의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필(必) 환경 시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정기구독 서비스  

1. 정기구독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제공되는 제품들은 모레상점 홈페이지(https://morestor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령 관련 정보 오입력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친환경 정기구독은 매출의 1%를 환경을 위해 기부하는 친환경 온라인 플랫폼 ‘모레상점’과 함께 합니다.

유의사항

환경을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키트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 서비스
구성

구독주기 

: 친환경 생활용품 정기구독 
: 월별 친환경 용품 구성
   - 1월/2월
   - 3월/4월
   - 5월/6월
   - 7월/8월
   - 9월/10월
   - 11월/12월
: 6회(2개월 1회)

 
 
/ 지속가능한 덴탈케어 세트
/ 지속가능한 OFFICE 세트
/ 지속가능한 주방 세트
/ 지속가능한 욕실 세트
/ 지속가능한 나들이 세트
/ 지속가능한 스킨케어 세트

혜택안내

제로웨이스트 제품,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 온라인 플랫폼 
‘2020 자원순환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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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상점
이용 신청

신청 완료
LMS 발송

모레상점
서비스 이용



정기구독 [모레상점] 친환경
아이오닉만의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필(必) 환경 시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정기구독 서비스  

5월/6월 - 지속가능한 주방 세트 7월/8월 - 지속가능한 욕실 세트 9월/10월 - 지속가능한 나들이 세트

제품안내 

[예고은삼베] 천연 삼베 행주 [모어포모레] 에브리바디 올인원바 [톤28] 손세정제

[예고은삼베] 천연 삼베 수세미 ( 1매입) [모레상점] 천연 삼베 비누망 [소락] 와입스 소창 면냅킨 블루

[루파나무] 천연수세미 병솔 [동구밭] 세안비누 콜라겐 [모레상점] 린넨 파우치 L

[ 모어포모레] 디쉬 앤 베지솝 [모어포모레] 리프레싱 컨디셔너바 [예고은삼베] 삼베 마스크 *2ea

[루파나무] 천연수세미 주방용 (대) [예고은삼베] 삼베 스크럽 타올 [톤28] H1 유기농 손 바를거리

[손끋비] 밀랍랩 비기너 세트 L [모레상점] 린넨 파우치 L

충전              카케어              레저              라이프 · 컬쳐

※ 제휴처 사정에 의해 일부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월/12월 - 지속가능한  스킨케어 세트 1월/2월 - 지속가능한 덴탈케어 세트 3월/4월 - 지속가능한 OFFICE 세트

[톤28] 입술 바를거리 L2 (무향) [닥터노아] 마루 대나무 칫솔 *2ea [그레이프랩] 
G.note coffee&sugar 친환경노트

[커피클레이] 커피 연필 * 2ea

[아로마티카]
바이탈라이징  로즈마리 디콕션 토너

[닥터노아] 혀클리너 [큐클리프] 미니멀 카드 포켓

[톤28] 몸 바를거리 (바닐라 허그) 3ea [모레상점] 린넨 파우치 M [모레상점] 린넨 파우치 M[미르] 텀블러

[아로마티카] 
서렌 바디오일 라벤더 & 마조람

[톤28] 덴티 크러쉬 고체 치약

[소락] 메이크업 와입스 세트 [닥터노아] 옥수수 전분 치실 *2ea [그레이프랩] mini stand

[모레상점] 린넨 파우치 L

정기구독 [모레상점] 친환경
아이오닉만의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필(必) 환경 시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정기구독 서비스  

※ 제휴처 사정에 의해 일부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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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 
멤버십 & 차량관리 > 블루멤버스 > 특화 프로그램 > IONIQ The Unique

마이현대 앱 (myhyundai) 
Menu > myBlue > IONIQ The Unique

IONIQ The Unique 이용신청 관련 문의 
IONIQ The Unique 운영센터 02-6206-9533
운영시간 l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