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오아후 스페셜 ] 프로모션 약관
참가 세부사항;
자격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리조트 방문 및 오너십 체험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사가 제시한 재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아래 참조), 둘째, 기혼여부와 기타요건을 충족 할 경우, 셋째 90 분~120 분
베케이션 오너십 설명회 참석 조건을 수락 할 경우, 넷째 지난 1 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오너십을 구입 했거나, 유사 프로그램
경험이 없을 경우.
재정 요건 : 연간 가계소득 $75,000(기혼자 부부, 동거인, 합법적 동성부부나 동거관계 소득 합산, 비혼자 본인 소득 금액)
소득자에 한합니다.
기타 요건 : 기혼 부부, 동거인, 합법적 동성부부 관계 대상자 모두 동반 또는 비혼자 본인이 참여 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3 회
이상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4 개월 내 동일한 리조트 프로모션 상품을 이용하거나 다른 프로모션과 중복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클럽 및 계열사 직원인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이용시 설명회 불참 또는 자사가 제시한 재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요금이 적용된 숙박료와 세금등이
귀하께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숙박 세부사항: 해당 상품의 객실 예약은 실시간 수량에 따라 동일한 리조트 건물 내 최소 4 박(최대 8 박)까지 예약 가능하며
투숙 할 리조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그랜드 아일랜더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클럽® (2023 Kalia Road, Honolulu, HI 96815)의 1 베드룸 스위트 (1 박
$570 상당), 2 베드룸 스위트 (1 박 $1200 상당)

•

그랜드 와이키키안 바이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클럽® (1811 Ala Moana Blvd, Honolulu, HI 96815)의 1 베드룸
스위트(1 박 $570 상당), 2 베드룸 스위트(1 박 $1,200 상당)

•

호쿨라니 와이키키 바이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클럽® (2181 Kalakaua Avenue, Honolulu, HI 96815)의 1 베드룸
스위트 (1 박 %570 상당)

•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 (2005 Kalia Road, Honolulu, HI 96815)의 스탠다드 호텔 룸(1 박 $275
상당)

•

2 베드룸 스위트 (1 박$1,200 상당)는 별도 문의

침대 및 전망 : 해당 상품은 객실 내 침대 수를 고객이 지정, 요청 할 수 없으며 자사 또한 확약 할 수 없습니다.(단 패키지 내용에
따라 오션뷰, 오션 럭셔리등 전망등급별 요금 확인)

•
•

1 베드룸 예약시: 침실 내 킹사이즈 침대 1 개 또는 더블 사이즈 침대 2 개, 거실, 퀸 사이즈 (접이형) 소파 침대 1 개
2 베드룸 예약시: 마스터 침실에 킹 사이즈 침대 1 개, 두번째 침실, 킹 사이즈 침대 1 개 또는 더블 사이즈 침대
2 개, 거실, 퀸 사이즈 (접이형)소파 침대 1 개. 침구류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일반 호텔 객실 : 킹 사이즈 침대 1 개 또는 더불 사이즈 침대 2 개

*객실 별 최대 수용인원은 1 베드룸 스위트 4 명, 2 베드룸 스위트 6 명이며, 호텔 일반객실은 성인 3 명/아동 1 명 또는
성인 2 명/아동 2 명(17 세 이하)로 제한합니다. *숙박기간 연장 및 객실등급 변경시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유아용 침대(Baby
Crib)는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예약시 요청해야 하며 수량 부족으로 제공 안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 및 개인 구매물품,
세금등은 고객 부담이며 해당 프로모션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및 성수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베드룸과
2 베드룸 스위트 청소는 도착 당일과 셋째 날(5 박 이상 투숙할 경우) 제공됩니다. 청소를 추가요청할 수 있으며 요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위에 명시된 리조트에서 숙박이 불가능 할 경우, 힐튼 브랜드 계열 리조트 또는 이에 상응 또는 이상의 객실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이용시 Hilton Honors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으며, 이 내용과 관련하여 체크-인 당시 확인서명을
요구 받게 됩니다 *객실위치와 방향 그리고 리조트 주변 환경에 따라 객실 전망(오션뷰, 오션 프론트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전망
기준은 힐튼 월드와이드 가이드라인에 근거합니다.
체크 인 & 체크 아웃:그랜드 아일랜더 체크 인 오후 4 시/체크 아웃 오전 10 시
(숙박기간 리조트 또는 호텔 내에서 발생 할 개인비용 보증 용도로(Incidental Charge) 체크 인시 신용카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전: 해당 프로그램은 숙박과 하와이안 전통문화 공연 “와이키키 스타라이트 루아우”쇼 티켓 2 장이 포함이며,
숙박 기간에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예약: 해당 프로그램은 온라인상 제시된 기간동안 예약 및 구매 가능하며 이용 기간은 2020 년 12 월 18 일까지 입니다. 프로그
램 예약 확정을 위해서는 선 결제를 전제로 예약 및 구매 동시에 고객 신용카드가 요구됩니다
프로그램 확정(결제)후에는 다른 프로모션과 중복사용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취소 및 변경 규정: *프로그램 예약 및 확정(결제일 기준) 도착 15 일 전 취소 할 경우, 프로그램 결제비용은 환불되며 취소
수수료 $500, 예약 변경일 경우 $50 취급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도착 14 일 부터 4 일 전 취소 일 경우, 프로그램 결제비용
전액이 환불 불가, 예약 변경일 경우 $200 취급 수수료 부과 됩니다. *도착 3 일전 부터 당일 취소 일 경우, 프로그램 결제비용
전액이 환불불가, 예약 변경 및 전액 환불 불가입니다. *환불은 실시간 환율이 적용됩니다. *자연재해, 전쟁, 폭동, 대중 교통수단
및 기타 여행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취소 및 변경 사안 또한 위에 명시된 취소 및 변경 규정에 의거합니다.
프로모션 목적: *해당 프로그램은 베케이션 오너십 설명회 참가 조건으로 참가자에게 베케이션 오너십 혜택을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입니다.
면책
*본 프로모션은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는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안 또는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본 웹사이트는 플로리다, 네바다, 하와이, 뉴욕, 캘리포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등록된 타임쉐어 권익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제공 조건 전문은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9,000~$278,000 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클럽은 거래 중개업자로, 판매업자는 6355 Metrowest Blvd, Orlando, FL 32835 에 위치한 Hilton
Resorts Corporation (dba Hilton Grand Vacations)입니다. 또한 Hilton Resorts Corporation 은 플로리아, 네바다, 하와이 및
뉴욕에서 타임쉐어의 권익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타임쉐어 권익 개발업자는 1000 2nd Avenue South, Suite
310, North Mytle Beach, SC 29582 에 위치한 Ocean Club Vacations, LLC 입니다. 캘리포니아 타임쉐어 권익 개발업자는 5500
Grand Pacific Drive, Carlsbad, CA 에 위치한 Grand Pacific Carlsbad, LP 이며, LV 타워 52 베케이션스 스위트의 개발업자와
판매업자는 100 Crescent Court, Suites 260, Dallas, TX 에 위치한 LV Tower 52, LLC 입니다. Sunrise Lodge 의 개발 및 판매
업자는 100 Crescent Court, Suite 260, Dallas, TX 에 위치한 Sunrise Park City, LLC 이며 Grand Islander 의 개발업자는
Blackstone Real Estate Partners VI L.P,. 345 Park Avenue, New York, NY 10154 에 위치한 BRE Grand Islander, LLC 입니다.
*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와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클럽®은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Inc 또는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Inc 에
면허가 있는 자회사의 등록상표이며, 힐튼은 제 3 자 또는 타사, 개발업자/판매업자의 상표사용에 관하여 그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IS A TIMESHARE SALES SOLICATATION.
본 문서는 타임셰어 판촉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Hilton Honors™은 힐튼 월드와이드 LLP.의 상표입니다.
©2020 Hilton Grand Va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