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New 보증연장 상품

고객님의 카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원하시는 기간 / 주행거리 
조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종류

일반 부품

제조사 기본 보증 기간

ex) 3년 / 6만km
보증기간  택1
2년 / 3년 / 4년

주행거리  택1
4만km / 6만km / 8만km

보증연장
엔진미션 부품

제조사 기본 보증 기간

ex) 5년 / 10만km
보증기간  택1
2년 / 3년

주행거리  택1
4만km / 6만km

보증연장

사례 1.

업무 상 잦은 지방 출장으로 
주행거리가 많은 고객 A씨는

일반 부품 2년 / 8만km, 
엔진미션 부품 2년 / 6만km를 선택 하셨습니다.

사례 2.

패밀리 레저용 차량으로, 주행 빈도는 높지 않지만 
오래오래 탈 계획이신 고객 B씨는 

일반 부품 4년 / 4만km, 
엔진미션 부품 3년 / 4만km를 선택 하셨습니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고객 부담금 없이 맘 편히 
오래도록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무상 보증기간 만료 후, 
추가 계약 기간 / 주행거리 동안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입니다. 
(상품 구입 후 추가 고객 부담금 없음)

New 보증연장 상품이란?

※ 수리 부품은 순정 부품을 기준으로 하며 서비스 대상 부품은 현대차 보증수리에서 
 제공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일부 마모 / 소모성 부품 제외)
※ (고객 부담금 관련) 본 내용은 '21.9월 출시한 New 보증연장 상품에 한하며, 기존 
 보증연장 상품은 기 발송된 약관에 준합니다. (매 입고 시 고객 부담금 33,000원 (VAT 포함))
※ 보증연장 상품은 차량에 귀속됨으로, 차량의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자동 승계됩니다.

※ 제네시스 차종은 제네시스 부티크(멤버스몰) 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구입처 및 서비스 제공 장소

현대 Shop (멤버스몰)

* 차량 출고 후 가입 가능

상품 구입처

현대자동차 전국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서비스 제공 장소

※ 법인 차량 및 택시 / 리스 / 렌터카를 포함한 영업용 / 상용 차량은 구매 불가
※ 제네시스 차종은 제네시스 카탈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가입 조건

출고일자 기준 2년 / 4만km 
이내 개인 / 개인사업자 고객 

* 블루멤버스 회원가입 필수

가입 대상

현대자동차 전 차종 
(포터 제외)

대상 차량

New 보증연장 상품 내용New 보증연장 상품 내용



차종 구분 상품 구분 년 주행거리 상품 가격(원)

승용1

일반 
부품

2년
4만km 232,000 
6만km 242,000 
8만km 249,000 

3년
4만km 319,000 
6만km 331,000 
8만km 341,000 

4년
4만km 438,000 
6만km 454,000 
8만km 467,000 

엔진미션 
부품

2년
4만km 337,000 
6만km 352,000 

3년
4만km 463,000 
6만km 480,000 

승용2

일반 
부품

2년
4만km 378,000 
6만km 394,000 
8만km 404,000 

3년
4만km 521,000 
6만km 541,000 
8만km 557,000 

4년
4만km 717,000 
6만km 742,000 
8만km 763,000 

엔진미션 
부품

2년
4만km 550,000 
6만km 572,000 

3년
4만km 757,000 
6만km 786,000 

승용3

일반 
부품

2년
4만km 570,000 
6만km 593,000 
8만km 609,000 

3년
4만km 784,000 
6만km 814,000 
8만km 837,000 

4년
4만km 1,076,000 
6만km 1,116,000 
8만km 1,147,000 

엔진미션 
부품

2년
4만km 828,000 
6만km 861,000 

3년
4만km 1,138,000 
6만km 1,183,000 

차종 구분 상품 구분 년 주행거리 상품 가격(원)

RV1

일반 
부품

2년
4만km 350,000 
6만km 365,000 
8만km 375,000 

3년
4만km 483,000 
6만km 501,000 
8만km 516,000 

4년
4만km 664,000 
6만km 688,000 
8만km 706,000 

엔진미션 
부품

2년
4만km 509,000 
6만km 530,000 

3년
4만km 700,000 
6만km 727,000 

RV2

일반 
부품

2년
4만km 466,000 
6만km 484,000 
8만km 499,000 

3년
4만km 639,000 
6만km 664,000 
8만km 684,000 

4년
4만km 878,000 
6만km 910,000 
8만km 936,000 

엔진미션 
부품

2년
4만km 676,000 
6만km 704,000 

3년
4만km 931,000 
6만km 966,000 

보증연장 심사 / 청구 관련 문의처
더워런티코리아(TWGK) 고객센터 1670-0187

상품 구입 / 환불 관련 문의처
현대 Shop 고객센터 080-040-6000 

▶1번 연결

승용1 : 엑센트, i30, 벨로스터, 아반떼, 아이오닉(구형 AE) 
승용2 : 쏘나타   승용3 : 그랜저
* HEV, EV, N, N Line 등은 기준 차종에 준함.

RV1 : 캐스퍼, 베뉴, 코나, 투싼, 아이오닉5(NE)
RV2 : 싼타페, 팰리세이드, 스타렉스, 스타리아, 넥쏘
* HEV, EV, N, N Line 등은 기준 차종에 준함.

상품 가격표 상품 가격표

New 보증연장 상품 가격표 New 보증연장 상품 가격표

※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경우 일반 부품만 구입 가능합니다. (엔진미션 부품 구입 불가)
※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전용 부품, 배출 가스 관련 부품 등 별도 보증 부품은 
보증연장 대상 부품에서 제외됩니다. (당사 홈페이지 참고)

구분 환불 규정

서비스 
개시 전

구매 30일 이내 : 전액

구매 30일 이후 :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 위약금(판매가격의 20%)

서비스 
개시 후

경과 기간 :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 
소요기간 일할 계산(판매가격 x (경과일수/총 보증연장 기간)) - 
수리비용(수리이력 있는 경우) - 위약금(잔여기간분의 20%)

경과 주행거리 :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 
소요기간 일할 계산(판매가격 x (경과주행거리/총 보증연장 주행거리)) - 
수리비용(수리이력 있는 경우) - 위약금(잔여거리분의 20%)

※ 기간 및 주행거리 조건 중 더 경과된 기준으로 환급금 지급

취소 및 환불 규정

구매 철회 및 해약(해지)
상품 구매 확정일 이후 30일 이내 서비스를 철회하실 경우 
전액 환불 가능하며, 30일 이후에는 일부 위약금을 제외한 후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현대 Shop 내 상품 안내페이지 및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ew 보증연장 상품 프로모션

프로모션 혜택

※ Early Bird 및 Combination 혜택은 중복 적용(할인)이 가능합니다.
ex) 중복 할인 시 : (일반 상품 가격+엔진미션 상품 가격) x 0.85(15% 할인) x 0.9(10% 할인)

※ Combination 할인은 일반 및 엔진미션 부품 동시 구매 시에만 적용됩니다.
ex) 일반 부품 구입 3개월 후 엔진미션 부품 구입 시 적용 불가

차량 출고 +90일
보증연장 상품 구입 시 15% 할인

Early Bird 할인
신차 출고 후 90일 이내 구입 시 15% 할인 (출고일 기준)

Combination 할인
일반 및 엔진미션 상품 둘 다 구입 시 10% 할인

모두 구입 시 10% 할인일반 부품 엔진미션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