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 리조트 예약

전화 온라인

홈 위크 예약 무료 무료

홈 리조트, 클럽 예약(변경 가능) $99 $69

엘리트-홈 리조트, 클럽 예약(변경 가능) $99 $59

엘리트 플러스-홈 리조트, 클럽 예약(변경 가능) $99 $49

엘리트 프리미어-홈 리조트, 클럽 예약(변경 가능) $0 $0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한 클럽 예약 $109 $85

엘리트-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한 클럽 예약  $109 $75

엘리트 플러스-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한 클럽 예약 $109 $65

엘리트 프리미어-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한 클럽 예약 $0 $0

포인트 활용

전화 온라인

소멸한 작년 포인트 연장(1월말까지 신청 가능) $309 불가

오토 세이브(1월~3월만 신청 가능) $95 $85

엘리트-오토 세이브(1월~3월만 신청 가능)  $95 $85

엘리트 플러스-오토 세이브(1월~3월만 신청 가능)  $95 $65

엘리트 프리미어-오토 세이브(1월~3월만 신청 가능) $0 $0

세이브드 포인트로 이월 $125 $115

엘리트-세이브드 포인트로 이월  $125 $115

엘리트 플러스-세이브드 포인트로 이월  $125 $95

엘리트 프리미어-세이브드 포인트로 이월 $0 $0

RCI 포인트로 예치 $139 $129

엘리트-RCI 포인트로 예치  $139 $129

엘리트 플러스-RCI 포인트로 예치  $139 $109

엘리트 프리미어-RCI 포인트로 예치 $0 $0

예치한 RCI 포인트 연장(RCI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139 $139

CLUB PARTNER PERKS 

ClubPartner Perks $129 $129

힐튼 호텔 예약(클럽 포인트 사용, 교환율 20배) $112 불가

올해 클럽 포인트 활용

엘리트 플러스-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25배) $139 $102

엘리트 프리미어-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25배) $0 $0

게스트 등록

홈 위크 예약 무료 무료

홈 리조트 우선 예약, 바이 힐튼 클럽 우선 예약, 클럽 예약 $56 $56

오픈 시즌 렌탈 예약 불가 불가

교환 수수료

RCI 교환 예약 $59/1박 ~ $239/1주

캔슬

캔슬 프로텍션 $66 $66

포인트 활용(클럽 포인트, 보너스 포인트)

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시설별 지정 우대 비율) $139 $129

엘리트-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시설별 우대 비율)  $139 $129

엘리트 플러스-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시설별 지정 우대 비율)  $139 $109

엘리트 프리미어-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시설별 지정 우대 비율) $0 $0

HGV 2020 클럽 수수료



클럽 리조트 예약

전화 온라인

홈 클럽 우선 예약 무료 무료

클럽 시스템 예약 무료 무료

포인트 활용

전화 온라인

소멸한 작년 포인트 연장(1월말까지 신청 가능) $309 불가

오토 세이브(1월~3월만 신청 가능) $95 $85

엘리트-오토 세이브(1월~3월만 신청 가능)  $95 $85

엘리트 플러스-오토 세이브(1월~3월만 신청 가능)  $95 $65

엘리트 프리미어-오토 세이브(1월~3월만 신청 가능) $0 $0

세이브드 포인트로 이월 $125 $115

엘리트-세이브드 포인트로 이월  $125 $115

엘리트 플러스-세이브드 포인트로 이월  $125 $95

엘리트 프리미어-세이브드 포인트로 이월 $0 $0

RCI 포인트로 예치 $139 $129

엘리트-RCI 포인트로 예치  $139 $129

엘리트 플러스-RCI 포인트로 예치 $139 $109

엘리트 프리미어-RCI 포인트로 예치 $0 $0

예치한 RCI 포인트 연장(RCI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139 $139

CLUB PARTNER PERKS 

ClubPartner Perks  $129 $129

힐튼 호텔 예약(클럽 포인트 사용, 교환율 20배) $112 불가

교환/HGV 리조트 예약

클럽 예약(변경 가능) $99 $69

엘리트-클럽 예약(변경 가능) $99 $59

엘리트 플러스-클럽 예약(변경 가능) $99 $49

엘리트 프리미어-클럽 예약(변경 가능) $0 $0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한 클럽 예약 $109 $85

엘리트-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한 클럽 예약 $109 $75

엘리트 플러스-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한 클럽 예약 $109 $65

엘리트 프리미어-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한 클럽 예약 $0 $0

교환 수수료

RCI 교환 예약 $59/1박 ~ $239/1주

캔슬

캔슬 프로텍션 $66 $66

포인트 활용(클럽 포인트, 보너스 포인트)

엘리트 플러스-올해 포인트를 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 $112 $102

엘리트 프리미어-올해 포인트를 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 $0 $0

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 $139 $129

엘리트-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  $139 $129

엘리트 플러스-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  $139 $109

엘리트 프리미어-힐튼 아너스 포인트로 교환 $0 $0

2020 수수료

게스트 등록

홈 위크 예약 무료 무료

더 힐튼 클럽(THC) 리조트 예약 무료 무료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HGV) 리조트 예약 $56 $56




