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yndham 호텔 및 리조트 COVID-19 성명서

업데이트 날짜: 2020 년 3 월 25 일
전 세계 투숙객과 팀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당사는 당사
네트워크에서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수천 개의 프랜차이즈
호텔과 당사에서 관리 및 소유한 전 세계의 호텔에 WHO(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제공한 COVID-19 증상을
식별하고 전염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라인 및 안전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Ecolab 및 기타 공급업체를 포함한
타사와 제휴하여 당사의 호텔이 업계 표준 세척 및 소독 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관리 및 소유 호텔이
최고의 청결, 소독 및 위생 기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무는 모든 고객이 호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불확실한 시기에 이러한 임무가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당사는 호텔
업계에서 직접 예약에 대한 취소 정책을 가장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당사에 소속된 수천 개의 호텔에서는 도착 당일 오후 6시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이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2020 년 5 월 31 일 일까지 신규 또는 기존 직접 예약으로 당사의
호텔에 투숙하는 분은 도착 최소 24시간 전(또는 호텔 정책에서
허용하는 경우 그보다 이전)에 요청을 보낸 경우 취소 또는 변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예약한 호텔로의 이동이 금지된 투숙객은
직접 예약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5 월 31 일 이후에 도착하는 신규 또는 기존 직접 예약의 경우 전
세계에 위치한 당사의 모든 호텔은 향후 동일한 숙박일 이상의
객실 숙박 예약 요청을 도착 최소 48시간 전에 받았을 경우 취소
불가 요금 예약 변경을 수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만료 예정인 Wyndham Rewards
포인트의 만료를 일시 중지하며, 2021년 말까지 중국 및
동남아시아 태평양 연안 지역의 모든 회원에 대해 현재 Wyndham
Rewards 회원 등급(상태)을 연장했습니다.



당사는 전 세계 모든 Wyndham Rewards 회원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여기에는 완화된 회원 등급 적립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지만,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사 또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서 예약한 경우 여행사 또는 예약
플랫폼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미국 국무부에서 제공한 여행 경보 및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 호텔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현재 상황으로 인해
투숙객과 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텔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투숙객께서는 호텔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