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리더 윈드햄 리워드(Wyndham Rewards), 산업을 정의할 만한 수준의 확장계획 공개; 전 세계
2만5천여개의 호텔, 콘도, 집들에서 즐기는 무료숙박

차상위 로열티 프로그램, 1만7천여 개의 포인트 혜택 옵션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까지 윈드햄 월드와이드 내 12만 개 이상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연결할 예정
파시퍼니, 뉴저지, 2016년 10월 26일 /PRNewswire/ -- 투숙객들의 여행별, 취향별 각기 다른 니즈를
만족시키고자, 윈드햄 리워드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하스피탈리티 기업들 중 하나인 윈드햄 월드와이드
전반에 걸쳐 자사의 수상경력이 있는 포인트 혜택 프로그램을 확장한다는 소식이다. 해당 확장은8천여
개에 이르는 기존의 호텔사용 포인트 혜택 포트폴리오에 1만7천여 개 이상의 콘도와 집들을 즉각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는 규모와 글로벌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볼때 해당 업계 최초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전반에 위치한 호텔, 베케이션 오너십,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베케이션 렌트를 포함해 총 12만개 이상의
자산들을 보유한 윈드햄 월드와이드는, 숙발시설의 위치나 종류와 상관없이 여행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행자들에게 다른 곳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하길 원한다. 현재 윈드햄 리워드 회원들은 프랑스의 포르도 & 툴루즈 근처에 둥지를 튼
스톤 코티지에서 부터 유타주 파크시티에 위치한 리트리트 그리고 캘리포니아 팜 스프링에 위치한
건축학적 꿈의 집까지, 각 개별 취향에 알맞는 숙소에 머물면서 독특하고 진정한 휴가 경험을 즐길 수 있다.
"호텔을 찾는 사람들은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왔고 이제 베케이션 오너십이나 베케이션 렌트를 찾는 사람들
역시도 다양한 혜택을 즐길 차례다" 면서 "우리는 업계에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윈드햄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 타 하스피탈리티 기업들과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다. 또한 이번 확장으로
회원들이 가장 인기있는 베케이션 오너십과 베케이션 렌트 부지들을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의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발전 및 향상을 도모, 이는 윈드햄의 보다 거대한 호텔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보완한다"고 윈드햄 리어둬의 로열티 담당자인 노아 브로드스키(Noah Brodsky)는 전했다.
오늘부터, 윈드햄 리워드 회원들은 해당 웹페이지(www.WyndhamRewards.com/Redeem)를 방문, 그동안
적립한 포인트들을 사용해 무료 숙박을 위해 전 세계 2만5천여개의 호텔, 콘도, 집들을 선택할 수 있다.
윈드햄 리워드 호텔에서의 무료 숙박과, 포트폴리오 내 새로운 1만7천여개의 옵션들 내 침실 하나가 딸린
하나의 방에서의 무료 숙박은 당 각각 1만5천 포인트들이 필요하다.
"이는 변화를 통해 산업을 정의한다 할 수 있을 만큼 윈드햄 리워드에 있어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회원들이 더 오래 숙박시설에 머물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현재 윈드램
리워드는 타 경쟁 업체들 5개를 합친 것보다도 다양한 포인트 혜택 옵션들을 제공, 전 세계 어느 장소를
어떤 식으로 여행하던 회원들이 각 개별적 니즈를 충분히 만족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완벽히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진력하고 있다. 이는 윈드햄 리워드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해 우리

회원들, 오너들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타의 경쟁을 불허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브로드스키는
전했다.
향후 2년 동안 윈드햄 리워드는 윈드햄 월드와이드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며 회원들이 콘도와 집에서의 숙박을 위한 포인트 획득의 기회들을 확장 할 계획이다. 숙박을 위한
포인트들을 획득하는 기회는 2017년 여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처음에는 1만7천여개의 콘도와
집들로 시작해 새로운 옵션들이 점차 추가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까지 윈드햄
월드와이드의 호텔, 베케이션 오너십, 베케이션 렌트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윈드햄 월드와이드(Wyndham Worldwide)에 대해
윈드햄 월드와이드(Wyndham Worldwide, NYSE: WYN)는 전 세계 최대의 하스피탈리티 기업들 중 하나로
호텔, 베케이션 오너십, 그리고 베케이션 교환, 홀리데이 파크, 매니지드 홈을 렌트하는 것을 포함하는
독특한 형태의 숙박시설들을 보유, 여행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하스피탈리티 브랜드들의 콜렉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세계 6개 대륙 100여 개국에 위치한 12만개 이상의 부동산들의 종합적인 인벤토리를
활용해, 윈드햄 월드와이드와 3만8천여개의 제휴사들은 여행객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회원들이 보다 손쉽고 빠르게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새롭게 재구성된 당사의 게스트 로열티 프로그램인 윈드햄
리워드(Wyndham Rewards®)에 의해 보다 완벽하게 완성된다.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는 윈드햄
월드와이드 웹페이지(www.wyndhamworldwide.com)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롭 마이어스(Rob Myers), 윈드햄 호텔 그룹(Wyndham Hotel Group), Rob.Myers@wyn.com, 973753-6590; 제시카 넬슨(Jessica Nelson), 크위트켄(Kwittken), Wyndham@Kwittken.com, 646-747-7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